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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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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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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내

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이 책은 철저히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나를 포함하여 처음 민법총칙 교과서를 읽고 멘

붕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보았을 법한, 법학도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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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 잘 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론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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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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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나 간 다음에 해라"는 주위의 질책 아래 어느 새 모두 사라지고, 수학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학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법학 입문"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이나 

통과한 다음에나 해라." 그 다음에는, "사법연수원이나 좀 마친 다음에 해라", 

또 지금은 "법무관 마치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나 해라"... 어영부영 10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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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입니

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나왔습니다.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  선생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

합니다. 서른도 안된 나이에 뭘 안다고 책을 씁니까.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라 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컨셉으로 교양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의학 입문", "물리학 입문" 같은 책을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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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 Ⅰ

민사법의 기초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재산 또

는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널리 민사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고, 민사소송법은 "권

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는 어떤가"를 다룹니다. 즉, 민법

은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법의 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법 기본 구조를 간

략히 살핀 뒤, 어마어마한 민법의 세계로 떠나 봅시다.

Introduction to Civil Law, Book1
Basic Civil Law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

서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흘러가

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

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민사구조론

Civil Procedure Outline

제1강



Nicolas Poussin
Jugement de Salomon (The Judgment of Solomon), 1649
Oil on canvas,  101 × 1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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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어떤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의 경우를 볼 텐데,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이

라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 

법률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를 

비롯하여, 계약법의 기본 사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법의 기초개념

Basic Contract Law

제2강



계약의 분류

계약의 사례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급부부당이득 

103

105

121

127

134

136

Edwin Lord Weeks
A Street Market Scene, India, 1887
Oil on canvas, 74 × 60.5 cm

들어가며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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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법률관계가 변하는 이유로는 본인 의사 때문인 경우가 많겠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식으로 법이 

정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피해자는 손해배

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그때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

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Basic Tort Law

제3강



재산상 손해의 산정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정신적 손해의 산정 

최종 배상액의 결정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Pieter Bruegel the Elder
The Fall of the Rebel Angels, 1562
Oil on oak, 117 × 162 cm

들어가며

불법행위 책임 종류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의 성립 

손해의 분류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 

146

148

153

159

172

175

178

181

187

195

201

205

216

225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바로 물권

인데, 물권은 채권과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의 목표는, 일단 방금 나열한 각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물권

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걸 이해

해야 하는데요.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

로서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보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물권법의 기초개념

Basic Real Property Law

제4강



질권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의 실행

점유의 기초개념

물권의 변동 원리

들어가며

물건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230

234

237

241

245

249

254

256

David Bailly
Selbstbildnis mit Vanitassymbolen (Self-Portrait with Vanitas Symbols), 1651
Oil on canvas, 65 × 97.5 cm

259

267

274

278

282

289





권리란 마치 사람과도 같아서, 태어나고 변하고 소멸합니다. 

그동안 배운 기초개념을 토대로, 물권과 채권이 변하는 원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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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겠습니다.

민사법 Ⅱ

물권법과 채권법

Introduction to Civil Law, Book2
Real Property Law & Oblig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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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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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71

90

96

107

112

116

119

122

128

142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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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에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 즉 강제집행의 기초개념까지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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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원상회복, 손해배상)를 공부합니다(Part 2).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공부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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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니다. 이것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2.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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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입니다.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다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3.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

자취소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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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리를 봅니다.

우리 민법전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법과 물권법의 이해를 전제로, 반

드시 이들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 무조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

닙니다. 협박을 당해 계약한 사례처럼 계약에 흠이 있거나, 회

사 대표가 멋대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생각

해 봅시다. 과연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

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민사법 Ⅲ

민법총칙

Introduction to Civil Law, Book3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지금까지 물권이든 채권이든, 각각의 개념과 법원리를 살폈습

니다. 이를 기초로, 오늘은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원리를 공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총칙의 기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 중 기본사항에 관하여

민법총칙의 기본 

Basics of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제10강

1.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기간 계산법과 같은 기본 사항

입니다. 대리에 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2.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 즉, 흠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언제 무효이고, 언제 취소할 수 있는

지를 배웁니다(제11강 흠 있는 계약).

3. 여태껏 성년인 사람의 권리관계를 생각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미성년자나 법인(회사)라면 어떤지를 봅니다(

제12강 사람과 법인). 



무권 리

표현 리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기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Samuel Morse
Gallery of the Louvre, 1831-1833
Oil on canvas, 187.3 × 274.3 cm

들어가며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리 

2

5

11

17

29

33

40

54

64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법률행위)을 논의했습

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일수록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계약

의 흠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때

가 있는데, 이 때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도 있습니

다. 오늘 강의는 계약에 흠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며, 그 요건

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약에 어떤 흠이 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

흠 있는 계약

Contract Defect

제11강



법률행위의 무효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

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종합 사례 

Andrew Wyeth
Christina's World, 1948
Tempera on panel, 81.9 × 121.3 cm

들어가며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2

75

83

92

97

103

112

121

131

136

138

144

150



지금까지는 등장인물 A, B, C 등이 당연히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봤습

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정신이상자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률관계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꼭 기억

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비슷한 규율을 받

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상을 실제 법률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하

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권리나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사람과 법인

Natural Person & Juridical Person

제12강



Michelangelo Buonarroti
La Creación de Adán (Creation of Adam), c. 1511
Fresco, 480.1 × 230.1 cm

민법에서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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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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움이 되는 법학개론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법의 기초개념조차 알지 못한 

채, 법철학의 추상성에 압도당해 "법학은 너무 철학적이어서 와닿지 않는다"며 

책을 내던지는 광경은 이제 익숙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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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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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혁(과

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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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이 없는 사례란 단순열거에 불과하고, 사례가 뒤따르지 않는 개념이란 "외웠지

만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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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이라고만 하면 도통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

해서 강제로 성교하는 것" 식으로 사례를 들어야 비로소 개념을 실질적으로 이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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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것이 정합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꼭 바람직하

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 "만" 박사인 학생들이 많은데, 남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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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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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accessory)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라 한다"라 하는 것

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것"보다는,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truth) 발견을 위

한 것"이라 썼습니다. 여러 번 실험한 끝에, 두꺼운 글씨나 글씨체 변형보다는, 

영어 병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며,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므로 정확한 표기는 불가능합

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영어사전의 예문을 꼼꼼히 보고 여러 자료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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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

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장래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 영미에서는 해

제와 해지 구별 없이 termin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급적 의미를 

갖는 "해제"만을 termin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고 해서 revocation, cancellation 등으로 표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

은 "해제"보다는 "취소"에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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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써야만 옳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러나 그것은 영문법이지, 국문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수동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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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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잠시 접어둡

시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이

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민사구조론

Civil Procedure Outline

제1강

Nicolas Poussin
Jugement de Salomon (The Judgment of Solomon), 1649

Oil on canvas,  101 × 1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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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우리는 성인이 아니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 - Samuel Beckett

 

김용완 씨 이야기

배경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용완 씨는 착하고 성실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예전부

터 "마농트로트"라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원장 장혜성 씨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어디 성실한 바이올린 선생님 없나 찾던 중 마침 김용완 씨를 알게 되었

습니다. 원장의 성격도 좋고 학원시설도 맘에 들어, 

김용완 씨는 몇 년 전부터 월급 200만 원 조건에 "마농트로트"학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휴대전화기 파손 사건

한 3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김용완 씨는 새로 산 최신 휴 전화기 1 를 가지고 

출근하여 장혜성 씨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혜성 씨가 건네받아 이

것 저것 만져봤습니다.

그러다 장혜성 씨는 실수로 그걸 커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100만 원

짜리 휴대전화기는 망가져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용완 씨는 마음 좋은 청년입니다. 장혜성 씨가 미안하다고 연거푸 이야

기하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뭘 소송이라도 할 필요 있겠냐"고 생

각하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로

강사 원장

월급

장혜성김용완

실수로
손해입혀

장혜성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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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사건

매사가 잘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 장혜성 씨는 요즘 고민이 많

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학생들이 김용완 씨의 음악이 너무 난해하다면서 많이 빠

져나간 겁니다. 게다가 학원에 있는 고급 피아노 1 가 최근 부셔져서 수리비가 

350만 원이나 나왔는데, 장혜성 씨는 아마도 김용완 씨가 실수로 부순 것 아닌

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혜성 씨는 지난 달, 이번 달 이렇게 총 두 달치 월급 400만 원을 김용

완 씨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

김용완 씨의 경우

1. 강사 김용완 씨는 학원운영이 잘 안 된다거나 피아노가 파손된 것은 자기와

는 무관한 일이라며, 어서 린 월급 4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이 참에 얼마 전 망가진 휴 전화기 건도 100만 원어치 배상을 받아야겠다

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장혜성 씨의 경우

1. 원장 장혜성 씨는 김용완 씨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아노 파손 건을 생각해 봐도 오히려 몇 달치 월급을 

안 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휴 전화기 파손 건은 예전 일인데 이제 와서 따지는 것은 뭐냐고 강

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방금 본 사안은 표적인 민사 다툼 사례입니다. 즉,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민

사 문제(civil case)입니다.

월급요구

거절

장혜성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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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개념

1.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겁니다. 즉, 개인 간 법률관계의 

다툼입니다.

2. 계약한 로 돈을 얼마 달라, 등기를 이전해 달라, 내 땅 위의 건물을 철거

하라, 치료비·위자료를 달라 등이 있겠죠.

3. 기본적으로 원고(plaintiff)  피고(defendant)의 구조입니다.

4. 각 당사자는 보조자로 소송 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을 쓸 수 있

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attorney-at-law)만 소송 리인이 될 수 있

습니다.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

권리의무 관계, 즉 법률관계는,

1. 월급을 구하는 것처럼, 계약(근로계약)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2. 망가진 휴 전화기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불법행위)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히는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사례의 의의

이렇게 가상의 사건을 임의로 구성해 소개했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분쟁 사례

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민사법 입문 강의에서는 위 사안을 가지고 절

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실 김용완 씨와 장혜성 씨

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피고원고

민사

권리의무다툼

VS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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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민사집행
Civil Suit & Civil Execution

하나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수 개월에서 때로는 수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동안 사건 관계자는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시간과 소송비용을 낭비해 가며 초조한 

나날을 보낸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게 판결을 받아놓은들 그 판결이 집행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 아닌가? - 양희열 변호사

민사소송

개념

1.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 그 중 법원(court)의 판결을 받아 해결하는 절차를 민사소송(civil suit)이

라 합니다. 그 절차 진행 중에 합의로 화해, 조정하는 것도 넓게 보면 모두 

민사소송이라 하겠습니다.

사례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상 로 린 월급 400만 원과 휴 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해결을 보겠다는 것이죠.

물론, 언제나 청구하는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의

민사소송절차는 일단 승소든 패소든 판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갑자기 상 방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자동으

로 이체되는 건 아닙니다. 승소했다고 해도 "장혜성 씨는 김용완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강제집행

개념

1. 따라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판결 내용 로 실

제로 만족을 받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집행(execution)

이라 합니다.

2. 먼저, 판결 받은 것을 내세우며 상 방에게 그 내용 로 의무를 이행하라

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때 상 방이 자발적으로 계좌이체를 해 준다거

나 해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임의이행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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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만약 상 방이 임의이행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1. 강제집행이라 해서 채권자 스스로 폭력을 써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간

다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내듯 역시 집

행기관(법원 등)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렇게 해서 채무자의 물건에 딱지를 붙인다거나 한 다음, 강제로 경매에 

부칩니다. 낙찰이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배당받아서 만족을 얻는 

거지요. 압류(seize)니 강제경매(compulsory auction)니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 이와 같이, 판결에 근거해(with decision)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 권력

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compulsory 

execution) 절차인 것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의 개념

1. 집을 담보로 출을 받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령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상 방이 제 때 갚을지 안 갚을지 불안하

기 때문에, 채권을 담보할 뭔가 있어야 안심입니다.

2.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제 때 안 갚으면, 채무자의 A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배당금으로 받겠다"라고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이를 공개적인 장부, 즉 등기부(register)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설정의 합의를 근거로 등기까지 하는 것

을, 저당권 설정(establishment of mortgage)이라 합니다.

소제기 판결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 만족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법원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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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이 설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제 때 안 갚더라도 나름 안심

하게 됩니다. 저당권 같이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담보권

(security right)이라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의의

1.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안 갚는다고 합시다. 물론 민사소송을 한 뒤 법원의 

판결(judgment)을 근거로 강제경매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토지] 서울시 양천구 금성동 191                                   고유번호 1234-0987-292929 

수수료 1,2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2월 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

    [표    제    부]                 ( 건물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5년 4월 4일 서울 양천구 금성동 191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00㎡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5년 4월 4일 

제999호

소유자 홍길동 441231-1234567 

서울 양천구 화성동 54-2

2 소유권이전
2006년 2월 3일 

제191호
2006년 2월 2일 매매

소유자 강백호 760303-1414114 

서울 종로구 북산동 39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07년 9월 5일 

제1020호
2007년 9월 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채무자 강백호 

    서울 종로구 북산동 39 

근저당권자 사일록 

681101-1717112 

    서울 강남구 배니스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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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만약 이미 저당권설정을 했다면, 굳이 번거롭게 판결을 받을 필요

가 없습니다. 합의한 로, 저당권(mortgage)을 근거로 경매에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와 같이, 판결 없이(without judgment) 저당권 같은 담보권(security 

right)에 기초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

에 집행하는 절차가 바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입니다.

강제경매와 비하여 임의경매(voluntary auction)라고도 부릅니다.

관련 규정

개념정리

1. 민사절차(civil procedure)는 민사소송(civil suit)과 민사집행(civil exe-

cution)으로 나뉩니다. 좁은 의미로는 민사소송만을 말합니다.

2. 민사집행에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1. 민사소송법: 법률(act)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장 소송비용

 제4장 소송절차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3장 증거

 제4장 제소전화해<생략>의 절차

민사절차

민사소송

민사집행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9제1강 민사구조론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2장 상고

 제3장 항고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2. 민사소송규칙: 법원규칙 중 하나입니다. 법원규칙도 법령(statute)입

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법령

1. 민사집행법: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

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

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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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규칙: 법원규칙으로서 법령

대법원재판예규

1. 원래 예규(established rule)란, 사무의 통일성을 위해 사무처리기준을 제

시한 문서입니다. 예규는 법규성(enforcement)이 없습니다. 즉, 법원예

규는 '법령(statute)'은 아닙니다.

2. 그러나 예규는 실무상 처리기준(rule)이 됩니다.

3. 법원예규를 무작위로 몇 개 찾아봅시다. 그냥 이런 식이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3조(파일 형식 등)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파일 형식

가. 문서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단, XLS, XLSX는 첨부파

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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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Parties

민주주의에서는 제일 약한자도 제일 강한자와 똑같은 기회를 획득한다. 

- Mahatma Gandhi

민사소송의 당사자

개념

쉽게 말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소송 당사자(litigant party)입니다. 원고와 

피고입니다. 

1. 소장에 "원고"로 써 있는 사람이 원고(plaintiff)입니다.

2. 소장에 "피고"로 써 있는 사람이 피고(defendent)입니다.

소       장 

사     건    임 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010-1234-9876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010-8765-1010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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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재판을 받는 범인을 피고'인'(the accused, defendent)이라 부

릅니다. '피고'와 '피고인' 용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률관계?

원고가 피고에 해 실제로 권리가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라고 

지정한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고로 지정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겁니

다. 만약 실제로는 그러한 권리관계가 없다면, 원고가 패소하게 될 뿐입니다.

채권관계와 원고·피고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1. 원고가 채권자

2. 피고가 채무자

사례

1.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상 로 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면, 김용완 씨가 원고, 장혜성 씨가 피고가 됩니다. 즉, 김용완 씨는 소장

에 원고 란에 김용완, 피고 란에 장혜성 씨를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

다. 장혜성 씨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

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 물론, 장혜성 씨가 김용완 씨를 상 로 피아노수리비 350만 원 지급을 구

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장혜성 씨가 원고, 김용완 씨가 

피고가 됩니다.

월급 청구

원고 피고

장혜성김용완

피아노 수리비
 청구

피고 원고

장혜성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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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사건(김용완 씨가 원고인 사건과 장혜성 씨가 원고인 사건)이 다른 법원

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4. 양 사건이 같은 법원 같은 절차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소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결국, 원고가 소장에 당사

자를 어떻게 기재하냐에 따라 당사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민사집행의 당사자

개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상 방이 되는 사람이 집행 당사자(executional 

party)입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로도 부릅니다.

1. 신청서에 "채권자"로 써 있는 사람이 신청인(applicant)입니다.

2. 신청서에 "채무자"로 써 있는 사람이 피신청인(respondent)입니다.

채권관계와 신청인·피신청인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로 집행합니다. 따라서,

1. 신청인이 채권자

2. 피신청인이 채무자

월급 청구

원고 피고

장혜성김용완

A법원

피아노 수리비
 청구

피고 원고

장혜성김용완

B법원

월급 청구

원고
겸

피고

피고
겸

원고

장혜성김용완

A법원

피아노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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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만약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상 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보통

은 임의이행을 할 테지만, 끝내 임의이행이 안 된다면 강제집행절차로 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때 김용완 씨가 신청인, 장혜성 씨가 피신청인으로 됩니다. 즉, 가령 김

용완 씨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신청인 란에 김용완, 피신청인 란에 장

혜성을 기재한 뒤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법원경

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 동 산 강 제 경 매 신 청 

채 권 자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서울 중구 혜성로 94, 13층, 02-1234-5678 

채 무 자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010-8765-1010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서울 양천구 화성동 880-2 

 1. 대지 110.43㎡ 

 1. 위 지상 목조와즙 2층 건물 점포 겸 주택 1동 (위 양천구 별다비로 231) 

  1층 59.8㎡ 

  2층 53.2㎡ 

청구금액의 표시 

 4,000,000원 (임금 원금) 

 위 금원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가소123456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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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 씨의 강제집행 근거(source)는 바로 승소판결입니다. 즉, 승소판결이 집

행권원(enforcement title)이 됩니다. 정확히는 차차 배우기로 하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인 피신청인

장혜성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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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Pleading

재판에 있어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하는 말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한쪽만의 말을 듣고 판정하게 되면 공평하게 될 수가 없다.

- 서경

 

머리에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봅시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일어나는 서류 공방을 잠깐 봅시다.

원고의 소장 제출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상 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

는 소장(complaint)을 써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김용완 씨가 따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장

혜성 씨로서는 아직 소송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 부본(duplicate of complaint)을 피

고에게 보내 줍니다. 부본이란, 충 말하자면 복

사본입니다. 이것을 소장 부본 송달이라 부릅니다.

이 단계부터 장혜성 씨는 소송 당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에 해 장혜성 씨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written defense)를 써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 부

본도 원고에 송달해 줍니다.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0강: 민법총칙 PART 1  

(기본 사항)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부분을 참조하세요.

소장

원고

법원

답변서

피고

법원

소장 소장 부본

원고 피고

법원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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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론기일의 지정

그러면 법정을 열어서 법원이 직접 양 쪽 당사자 말을 들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법원 측에서 날짜와 장소를 잡습니다.

변론기일과 변론의 개념

1. 이렇게 정해진 날을 변론기일(date for pleading)이라 합니다. 보통은 하

루에 안 끝나므로, 제2회 변론기일, 제3회 변론기일 식으로 여러 번 열리

곤 합니다.

2.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툽니다. 즉, 변론(pleading)을 합니다.

변론기일의 통지

법원 측은 당사자들에게 날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1. 처음에는 '변론기일통지서'라는 서류를 보내 줍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변 론 기 일 통 지 서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3. 6. 20. 오전 11:30 

 장 소 : 310호 법정 

2013. 5. 30. 

법원주사 차 인 표    (직인) 

◇ 유 의 사 항 ◇ 

1.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번호(2013가소123456)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변호사(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 포함)가 아니면 소송대리

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되도록 당사자 본인(당사자가 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

된 당사자)도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4.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열

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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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따로 다음 기일 통지서를 보내 주

지 않습니다.

변론의 공개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누구나 아무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에 찾아와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의 진행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출석

소송 리인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선 변호인이 있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기일의 시작

변론

변론(pleading)이란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공개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말

로(oral)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생략>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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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출석 무변론'), 이 경우 법적

으로는 출석하지 않은 것('불출석')과 같습니다.

변론조서의 작성

1. 진술이 말로만 이루어지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변론기일 진행 절차

에 해 여러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그래서 법원사무관등은 서류에 변론의 날짜와 장소, 변론의 요지 등을 기

록합니다. 이를 변론조서(protocol for pleading)라고 합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변 론 조 서 

 1차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재판장 판사   홍 성 대   기 일 : 2013. 6. 20. 11:30 

       장 소 : 310호 법정 

       공개여부 : 공개 

 법원사무관   손 주 은   고지된 다음기일 : 2013. 7. 4. 11:4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최성호 변호사     출석 

 피고 장혜성          출석 

—————————————————————————————————— 

원고 대리인 

원고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

나 2달치 월급 4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피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

으므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장 판사 

원고 대리인에게 

문   피고와 조정을 하거나 화해할 의사가 있는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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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는 나중에 변론조서를 참고해 판결서를 작성하죠.

변론의 속행

속행(continuation)이란, 법원으로서는 그 날 변론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

에 일단 그 날 변론기일은 마무리하고 법원에서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잡아 계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1. 예를 들어, 장혜성 씨가 자기는 휴 전화기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김용완 씨는 그러면 그 때 현장에 있었던 동료 강사인 이성준 씨의 진술서

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변론을 속행합니다.

2. 보통 2, 3주 이상 여유 있게 잡아서, 그 전에 당사자들이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역시 "2013. 7. 4. 오전 11:45에 우리 법원 

310호 법정" 식으로 잡아 줍니다.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략>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

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생략>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생략>

4.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생략>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는다.]<생략>

제1회 변론기일 제2회 변론기일 제3회 변론기일

진술 (공격) 진술 (방어)

원고 피고

법원

2013. 6. 20. 오전 11:30

OO법원 310호 법정

진술 (공격) 진술 (방어)

원고 피고

법원

2013. 7. 4. 오전 11:45

OO법원 310호 법정

진술 (공격) 진술 (방어)

원고 피고

법원

2013. 7. 25. 오전 11:20

OO법원 310호 법정

속행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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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법원이 다음 기일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

습니다. 그러면 일단 속행으로 하되, 다음 변론기일 날짜는 추후에 지정하

겠다고 합니다. 이를 줄여서 '추정'이라고도 합니다.

변론의 종결

종결(closing)이란, 법원이 그 때까지의 변론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판할 수 있

겠다 싶으면, 이제 변론을 끝내는 것입니다.

1. 예를 들어, 김용완 씨와 정혜성 씨 모두 서로 주장할 건 다 주장하고 낼 증

거도 다 냈다고 하면, 법원은 이제 변론을 종결합니다.

2. 당사자들은 역할을 다 한 셈이고, 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습니다. 보통 변

론이 종결된 날의 2, 3주 뒤로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판결

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론의 재개 

재개(reopen)이란, 종결했던 변론을 법원이 다시 여는 것입니다.

1. 직권 재개: 법원이 판결문을 쓰려고 보니 뭔가 빠진 자료가 있을 때 법원

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2. 신청에 의한 재개: 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법원에 내야 할 새로운 자료를 발

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됩니다.

예를 들어, 장혜성 씨가 김용완 씨를 애당초 강사로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

고, 김용완 씨는 이에 관한 증거를 내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다고 합시다. 그

런데 그 후 김용완 씨가 근로계약서를 찾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내기 위

해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인데, 그러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합니다.

진술 (공격) 진술 (방어)

원고 피고

법원

2013. 7. 25. 오전 11:20

OO법원 310호 법정

원고 피고

법원

2013. 8. 8. 오전 9:50

OO법원 310호 법정

종결

제3회 변론기일 선고기일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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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Brief

사연을 듣기 전에 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잠언" 제18장 제13절

 

의의

서면의 필요성

당사자들은 자신이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

지를 서면(document, brief)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1. 왜냐하면 변론기일에 갑자기 처음 주장을 하면 법원도 상 방도 본인도 입

장정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 의미 없이 변론기일을 또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일의 공전(wasting time)이라 합니다.

2. 기일공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서면을 냅니다.

부본

1. 원본과 똑같이 생긴 문서를 하나 더 만들면, 그걸 부본(duplicate)이라 합

니다. 서면을 낼 때에는 이 부본을 첨부해서 내야 합니다. 즉, 법원에 원본

과 부본을 모두 내는 것이죠.

2. 법원은 원본과 부본을 모두 접수합니다. 원본은 법원이 갖고 보고, 부본은 

법원이 반 편 당사자에게 보내 줍니다. 이렇게 부본을 보내 주는 것을 '부

본 송달'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가 n명이면, 기본적으로 n개의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본 부본 정본
전부사항

증명서

일부사항

증명서
사본

최초로 작성

된 문서

원본과 똑같

이 만들어 참

고로 보관하

는 문서

원본과 똑같

이 만들어 원

본과 같은 효

력을 갖게 한 

문서

원본을 그대

로 베낀 문서

(등본)

원본의 일부

를 베낀 문서

(초본)

원본을 베낀 

문서

법원이 보관

하는 판결서

서면 제출할 

때 첨부

판결을 당사

자에게 내어 

줄 때

각종 증명

서 발급 받

을 때

각종 증명

서 발급 받

을 때

일반 복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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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모습

1. 원고가 부본을 첨부해 소장을 내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

니다.

2. 피고가 부본을 첨부해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

달합니다.

3. 하여튼 당사자가 부본을 첨부해 어떤 서면을 내면, 법원은 그 부본을 상

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이처럼 누군가 어떤 서면을 내면, 법원은 물론이고, 그 상 방도 받아 읽어보

게 됩니다. 서면을 통해 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변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1. 미리 서면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하고,

2. 변론기일엔 서면 내용을 간략히 진술하여 짧게 끝내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면의 종류

1. 소장

2. 답변서

3. 준비서면: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답변서 부본 송달

소장

원고

법원

소장 부본

원고 피고

법원

답변서

원고 피고

법원

답변서 부본

원고 피고

법원

서면제출 (공격)

원고 피고

법원

진술 (공격) 진술 (방어)

원고 피고

법원

변론기일

서면제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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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서면: 변론종결 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판결에 참고하라는 서

면'을 냅니다.

5. 기타

소장

머리에

최초의 서면은 소장입니다. 원고는 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purport of the claim)란, 원고가 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2.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생략>,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

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       장 

사     건    임 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010-1234-9876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010-8765-1010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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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청구원인(cause of the claim)이란, 그 이유 부분입니다.

2. 예를 들어,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학원에서 일했는데 2달치 월급 

400만 원을 못 받았고, 피고 과실로 원고의 휴 전화기를 파손하여 100만 

원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입증방법

1. 입증방법이란, 쉽게 말해 증거(evidence)입니다.

2.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사진 등입니다.

3. 증거에는 번호를 붙이는데, 원고가 내는 증거는 그 앞에 '갑'을 붙입니다.

흔히 '갑호증'이라고 부릅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달맞이로 20에 있는 '마농트로트'라는 상호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바이올린 강사로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 급여명세서 참조). 

2. 한편, 피고는 2010. 5. 10.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서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쓰게 되

었습니다(갑 제3호증 휴대전화기 구매 영수증, 갑 제4호증 파손된 휴대전화

기 사진, 갑 제5호증 홍길동의 진술서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

니다.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급여명세서 사본 

1. 갑 제3호증        휴대전화기 구매 영수증 

1. 갑 제4호증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1. 갑 제5호증   홍길동의 진술서 

 2

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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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첨부서류란, 말 그 로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2. 예를 들어, 앞서 본 소장 부본, 입증방법 등을 소장에 첨부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n명이면, 기본적으로 각 입증방법은 (n+1)개씩 첨부해야 합

니다. 상대방도 봐야 하고(n개), 법원도 봐야 하기(1개) 때문입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달맞이로 20에 있는 '마농트로트'라는 상호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바이올린 강사로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 급여명세서 참조). 

2. 한편, 피고는 2010. 5. 10.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서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쓰게 되

었습니다(갑 제3호증 휴대전화기 구매 영수증, 갑 제4호증 파손된 휴대전화

기 사진, 갑 제5호증 홍길동의 진술서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

니다.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급여명세서 사본 

1. 갑 제3호증        휴대전화기 구매 영수증 

1. 갑 제4호증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1. 갑 제5호증   홍길동의 진술서 

 2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영수필확인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3. 5. 13. 

        위 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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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의 송달

1.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단계에서는, 아직 피고는 소송과 무관합니다.

2.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단계부터, 비로소 피고가 소송에 관여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원고, 피고, 법원 3자 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소송계

속(pendency of a lawsuit)이라 부릅니다.

답변서

머리에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written defense)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답변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답    변    서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음악

학원에 있는 피고 소유의 피아노 1대를 부숴서 피고는 350만 원의 손해를 입

었습니다(을 제1호증 피아노 파손 사진, 을 제2호증 견적서 참조). 또한, 원고

의 잘못된 교수법 때문에 학원 수강생들 대부분이 수강 취소를 하여 피고는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을 제3호증 김수미의 진술서, 을 제4호증 경영장부 

사본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한 상황

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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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그 이유 부분입니다.

2. 가령, "원고가 피아노를 부숴서 오히려 피고가 350만 원의 손해를 봤고 원

고 때문에 학원도 적자를 보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월급 줄 건 

없다. 휴 전화기 부분 청구도 이미 3년도 전의 일로서 시간이 지나 배상의

무가 없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위 답변 모두가 법적으로 옳은 대답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생략>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청구

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답    변    서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음악

학원에 있는 피고 소유의 피아노 1대를 부숴서 피고는 350만 원의 손해를 입

었습니다(을 제1호증 피아노 파손 사진, 을 제2호증 견적서 참조). 또한, 원고

의 잘못된 교수법 때문에 학원 수강생들 대부분이 수강 취소를 하여 피고는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을 제3호증 김수미의 진술서, 을 제4호증 경영장부 

사본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한 상황

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1

2.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망가뜨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

나 백보를 양보해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

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피아노 파손 사진 

1. 을 제2호증    견적서 

1. 을 제3호증        김수미의 진술서 

1. 을 제4호증   경영장부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13. 6. 3. 

        위 피고   장 혜 성   장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2



29제1강 민사구조론

입증방법

피고가 내는 증거는 그 앞에 '을'을 붙입니다.

흔히 '을호증'이라고 부릅니다.

첨부서류

답변서 부본, 입증방법을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상대방 당사자(원고)가 1명이면, 답변서 부본은 1개, 입증방법은 (1+1)개를 

첨부합니다. 

2.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망가뜨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

나 백보를 양보해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

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피아노 파손 사진 

1. 을 제2호증    견적서 

1. 을 제3호증        김수미의 진술서 

1. 을 제4호증   경영장부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13. 6. 3. 

        위 피고   장 혜 성   장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2

2.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망가뜨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

나 백보를 양보해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

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피아노 파손 사진 

1. 을 제2호증    견적서 

1. 을 제3호증        김수미의 진술서 

1. 을 제4호증   경영장부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13. 6. 3. 

        위 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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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 원본과 부본을 모두 접수합니다. 원본은 법원이 보고, 부본은 원

고에게 송달합니다.

준비서면

머리에

그밖에도 각 당사자들은 필요한 때 준비서면(preparatory document)을 법원

에 각각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 로 변론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 서

면입니다.

준비서면의 작성자

1. 원고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피고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준비

서면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그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피고는 원고가 음악학원에 있는 피아노 1대를 부쉈다고 주장하나 사실무근입

니다. 또한 피고는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 취소가 원고 탓이라 주장하나, 이 

역시 원고와 무관하며, 실제로는 최근에 위 음악학원 근처에 ‘플루이언스’

라는 음악학원이 생겨서 수강생들이 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입니다(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갑 제7호증 수강생명부 사본 참조). 

백보를 양보하여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근

로기준법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2. 한편, 피고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2. 여름경 피고에게 휴대전화기 파손 문제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해 배상을 해 주겠

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1

청구취지

청구원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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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기재할 내용

1. 결국, 상 방 서면 내용에 한 반박이자,

2. 변론기일에 말로 진술할 내용의 준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

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피고는 원고가 음악학원에 있는 피아노 1대를 부쉈다고 주장하나 사실무근입

니다. 또한 피고는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 취소가 원고 탓이라 주장하나, 이 

역시 원고와 무관하며, 실제로는 최근에 위 음악학원 근처에 ‘플루이언스’

라는 음악학원이 생겨서 수강생들이 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입니다(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갑 제7호증 수강생명부 사본 참조). 

백보를 양보하여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근

로기준법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2. 한편, 피고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2. 여름경 피고에게 휴대전화기 파손 문제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해 배상을 해 주겠

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1

3.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갑 제7호증    수강생명부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13. 6. 7. 

        위 원고   김 용 완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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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이전에 k호증까지 냈다면, 준비서면엔 번호를 (k+1)호증부터 붙이면 됩니다.

원고 제출 증거는 "갑호증"이고, 피고 제출 증거는 "을호증"입니다.

첨부서류

준비서면 부본, 입증방법을 첨부합니다.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1. 역시 부본 송달 절차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갑 제7호증    수강생명부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13. 6. 7. 

        위 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2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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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

일 <생략>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비서면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기일공전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실무상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출

준비서면은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진행상황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이 

필요하면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의 답변서도 결국 변론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답변서 역시 넓게 

보면 준비서면의 일종입니다.

변론기일

2013. 6. 20. 오전 11:30

OO법원 310호 법정

준비서면
제출

답변서 
부본 송달

준비서면 
부본 송달

준비서면
부본

원고 피고

법원

원고 피고

법원

답변서 부본

원고 피고

법원

준비서면

원고

법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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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권리를 주리라. - 오래된 법언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립하여 공격·방

어를 행하는 구조를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라고 합니다. 소송에 

한 자유(freedom)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 이에 비해,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구조를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3.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입니다.

아직은 두루뭉술할텐데요, 당사자주의를 이루는 근간인 ① 처분권주의, ② 변

론주의를 하나씩 분석해 보면 조금씩 감이 올 겁니다.

처분권주의

개념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란, 소송의 시작과 끝, 그리고 법원이 심

판할 상을 모두 당사자(원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① 절차의 개시, ② 심판

의 상과 범위, ③ 절차의 종결 순서로 보겠습니다. 

절차의 개시

1. 원고가 소제기해야 소송이 시작합니다.

2. 즉,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에게 돈을 받

을 것이 있더라도,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

지 않는 이상,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뿐만 아니라, 일단 원고가 소제기를 했다

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것만

을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

절차의
종결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

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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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령,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에게 한 달치 월급 200만  원만 구하고, 나머

지는 일체 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법원으로서는 오로지 체불임금에 

해서만, 그것도 200만 원에 한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의 종결

일단 계속된 소송이라도, 당사자들에 의해 종

결될 수 있습니다. 가령 김용완 씨가 그동안

의 정을 생각해 소제기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장혜성 씨도 동의를 하면, 판사가 아무

리 판결을 내리고 싶더라도, 그 로 소송절차

를 끝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습니다.

1. 취하(withdrawal): 원고 스스로 소제기를 취소하는 겁니다. 자신의 청구

가 이유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음

부터 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소제기의 효과가 소급적

(retroactive)으로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2. 포기(renounce in court): 원고 스스로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기각)을 받은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3. 인낙(admission in court): 피고 스스로 상 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인용)을 받은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4. 화해(settlement in court): 당사자들 스스로 서로 양보해서 원고의 청구

를 일부 인정하며 끝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일부인

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

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

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

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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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신청

소결

1. 처분권주의란 이처럼 법원이 심판할 상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심판 상을 소송물(matter of a lawsuit)이라고도 합니다.

3. 그래서 처분권주의를 "소송물에 한 처분의 자유"라고 부르는 거죠.

변론주의

변론주의의 개념

당사자주의 구조는 변론주의(principle of pleading)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를 모두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2. 법원으로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판사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재판의 중립성을 해할 수가 있습

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

하면 됩니다. ① 사실의 주장책임, ② 자백의 구속력, ③ 증거신청 순서로 보

겠습니다.

사실의 주장책임

당사자가 어떤 사실(fact)을 주장하지 않으면, 설령 법원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

더라도 모른 체 해야 합니다. 주장이 없는데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데 다툼이 없다면, 설령 법원이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 로의 사실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자백(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즉, 자백한 사실은 증

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취하 포기 인낙 화해

효과 소제기 효과 소급적 소멸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승패 (승패 없음) 원고 패소 원고 승소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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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

1.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데 다툼이 있다면, 이제는 증거가 필요합

니다. 이 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직권증거조사라 합니다. 소액사건에선 직권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사실

개념

여기서 사실(fact)이란, 법규에서 요건으로 정해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의

미에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요건사실을 주요사실(conse-

quential fact)이라고도 합니다.

사례

가령,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민법 제750조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의 잘못에 관한 사실,

2. 피해자의 손해,

3. 가해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사실 등이 인정될 것

을 요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때 위 3가지 사실이 주요사실이라는 겁니다.

주요사실의 주장 책임

1.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상 로 휴 전화기 파손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합시다.

2. 그런데 만약 김용완 씨가 변론이나 서면에서 ② 손해발생만 주장하고, ① 

장혜성 씨의 과실이나 ③ 인과관계 부분은 주장조차 안 한다고 합시다.

3. 그러면 설령 판사가 장혜성 씨의 과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판

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김용완 씨)는 패소하게 됩니다.

4. 이것은 주요사실을 다 주장하지 않은 가입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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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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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심판
대상

소송
자료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간접사실과의 구별

그런데 주요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경위나 내력 같은 것들은 '주요사실(요건사

실)'이 아닙니다. 즉, 경위나 내력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1.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김용완 씨가 휴 전화기를 장혜성 씨에게 건네게 

된 경위가,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휴 전화기의 

기능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건넨 것이었

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경위, 내력을 간접사실(circumstantial fact)이라고 부릅니다. 정

확히는,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이 간접사실입니다.

3.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법원이 주장과 달리 판단해도 되고, 그

러한 주장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논의가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백의 구속력과 주요사실

1. 예를 들어, 위 소송에서 김용완 씨가 휴 전화기 파손으로 120만 원의 손

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장혜성 씨도 그 액수를 그 로 인정한다고 

합시다. 즉, 피고(장혜성 씨)가 손해액을 자백하여, 다툼이 없다고 합시다.

2. 그렇다면 실제 손해액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아가 설령 법원이 실제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김용완 씨의 

손해액을 120만 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

1. 처분권주의는 심판 상에 한 자유를 뜻합니다.

2.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한 자유를 뜻합니다.

3.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심판 상과 소송자료에 해 자유를 

갖는 구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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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Lawyers - Attorney & Scrivener

참다운 웅변은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해야 할 것만을 말하는 데에 있다. 

- François de La Rochefoucauld

 

소송대리인

의의

1. 소송 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리

하는 사람입니다.

2.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누군가

를 신 출석하고 변론하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임합니다.

3. 당사자 본인이 법을 잘 몰라 패소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 서면도 신 

써 주고 변론도 신 하도록 하여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임합니다.

변호사대리의 원칙

1. 소송 리인이 없이 소송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를 본인소송이라 부릅니다.

2. 그렇지만, 만약 소송 리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attor-

ney-at-law)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변호사 리의 원

칙이라 부릅니다.

3. 이 원칙을 둔 이유는, 법률전문가가 관여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길 사건을 지게 되는 결과를 막아, 당사자 본인을 제

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혼자서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여러 변호사들이 로펌(Law Firm)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로펌을 통한 소송 리도 가능합니다.

1. 법인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자체가 소송

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속 변호사 몇 명이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

되는 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생략>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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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무소 자체가 소송 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속 변호사가 소송 리인이 됩니다.

물론, 로펌에는 전문직인 변호사 외에도 일반직인 사무직(경리, 송무 등) 직원

도 같이 있어 협력하며 일을 합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마농트로트' 학원에 염증을 느끼고 그만 일하겠다면서 떼인 

월급 400만 원, 휴 전화기 파손 손해 100만 원 모두 청구하려고 합니다.

2. 김용완 씨는 법과 절차를 아무것도 몰라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법무법인 왕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착수금 300만 원에다 만약 승소하면 청

구액의 10%를 더 내야 한다는 성공보수까지 요구하기에, 김용완 씨는 고

민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몰라 패소해서 장혜성 씨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

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다 싶어 결단 끝에 소송위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완 씨는 담당변호사로 최성호 외 4명이 지정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

니다. 김용완 씨는 법무법인 왕장의 홈페이지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최성호 변호사의 프로필을 보고 잔뜩 기 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김용완 씨의 소송 리인으로 법무법인 왕장이 선임된 것이고, 담당

변호사는 최성호 변호사 등입니다. 서면을 쓰고 변론에 출석하는 것은 기

본적으로 담당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즉, 소장 작성부터 제1심이 끝날 때까

지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김용완 씨 본인이 

직접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도 피고의 서면 부본을 원고(김용완 씨)

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송 리인인 법무법인 왕장에다 보냅니

다. 그야말로 김용완 씨는 모든 것을 소송 리인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죠.

변호사

머리에

1. 변호사(attorney-at-law): "직업" 또는 "자격"

2. 소송 리인(litigation representatives): 변호사의 "소송상 지위"(민사)

변호인(advocate): 변호사의 "소송상 지위"(형사)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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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

변호사의 자격

소송대리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 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머리에

1.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변호사 말고도 다양한 법률전문가(lawyer)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이 있는데, 흔히 유사법조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2. 그 중 민사소송의 구조와 관련하여 법무사(certified judicial scrivener, 

beommusa)라는 직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사 사무실은 주로 각 지역 법원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법무관(advocate)은 다릅니다. 남자들이 현역병 입영을 대신해 3년 

동안 복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관에는 장교인 군법무관(military advo-

cate)과 보충역인 공익법무관(public advocate)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

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생략> "공공기

관"<생략>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

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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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자격

소송대리

1. 법무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 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당사자들 리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법무사는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법무사는 소장, 답변서 등 각종 서면을 신 작성하고, 신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 리'가 아니라 ' 행(writing)'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작성, 제출 명의인은 법무사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입니다.

3. 이처럼 법무사에겐 소송 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서면이 차지

하는 비중은 엄청나기 때문에, 실무에서 법무사는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며칠 전 등기우편으로 뭔가를 받은 장혜성 씨는 요즈음 잠을 잘 수가 없습

니다. 종이에 법무법인 왕장이라고 써 있는 아주 으리으리한 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운 이

야기들이 잔뜩 써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원고(김용완 씨)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장혜성 씨)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쪽박 차겠다 싶은 장혜성 씨는 사색이 되어 법원 앞을 돌아다닙니다. 여기 

저기 간판을 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보았지만, 착수금으로 너무 비

싼 금액을 요구하기에 아니다 싶어 나옵니다.

3. 그러다가 마침 '소장, 답변서 작성,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간판이 걸린 법무

사 권강순 사무실을 발견하고, 장혜성 씨는 그 로 들어갑니다. 친절하면

서도 감각적인 권강순 법무사와 면담을 하였더니,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액

수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답변서를 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

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가 수냐는 생각에, 장혜성 씨는 답변서 작성, 

제출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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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면 장혜성 씨는 소송 리인 없이 본인소송을 하는 겁니다. 서면에 관

해서는 사실상 법무사 사무실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변론은 모두 직접 해

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권강순 씨의 설명을 들으니 법적으로 그

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쓴 

답변서 내용 로만 얘기하기만 하면 될테니까요.

변리사

변리사의 업무

1. 유사법조직역 중 변리사(patent attorney)도 중요합니다.

2.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영업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공과

학 졸업자 등 이과 출신이 많습니다. 특허청이 전 서구에 있어서 그 쪽

에 사무실을 많이 둡니다.

3. 변리사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특허법인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의 자격

소송대리

1. 변리사는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소송 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리

사는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소송 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

을 업(業)으로 한다.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

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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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
Examination of Evidence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땐 증인을 세우고, 적선할 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 "탈무드"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증거의 필요성

1.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서로 말이 엇갈릴 때 증거가 없으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휴 전화기 파손 운운하며 장혜성 씨를 상 로 손

해배상을 구하는데, 김용완 씨 말 말고는 장혜성 씨가 파손시켰다는 아무

런 증거가 없다면 김용완 씨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신청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

다.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것을 증거신청 (application 

for examination as evidence)이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

로 밝혀야 한다.

증거조사

1. 법원이 사실관계에 관해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의 내용을 보고 듣는 

것을 증거조사(examination of evidence)라고 합니다.

2.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하여만 행합니다. 변론주의 때문

입니다.

3. 그러나 역으로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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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

외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증일반

다양한 증거

증거가 특정한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 내용이라도, 

주요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같은 문서, 

사진, 녹음, 동영상촬영, 증인의 진술 등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서증으로 편입

1. 다만, 판사는 여러 사건을 처리

하므로, 문서화되어 소송기록에 

편입되어야 효과적입니다. 판사

는 기록을 보며 판결문을 작성하

기 때문이죠. 서류 형태 증거를 

서증(documentary evidence)이

라 합니다.

2. 사진은 출력을 하고, 녹음은 속기

사를 통해 녹취서를 작성하고, 동

영상은 주요 장면을 몇 장 선별해 

역시 출력하는 식으로 문서로 만

들어 제출합니다. 

3. 증인의 경우에도, 증인이 직접 법

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하지

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이를 제

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

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

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  인  진  술  서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 이 성 준 

 주민등록번호 : 830915-1020304 

 주소 : 서울 관악구 수석로 81 

 휴대전화번호 : 010-1785-9876 

1. 진술인(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마농트로트' 음악학원 바이올린 강사로, 원

고의 동료입니다. 진술인(증인)은 위 음악학원에서 원고와 3년 이상 같이 일

했습니다. 

2.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2012. 여름경 낮에 위 음악학원 사

무실에서 피고에게 예전 휴대전화기 파손 건 관련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

입니다. 진술인(증인)도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대

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이상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

여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 7.   . 

       위 진술인(증인)   이 성 준   이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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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와 방법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같은 서면에 입증방법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촉탁 신청

문서송부촉탁 신청

1. 법원에 제출할 문서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서류를 직접 갖고 있지 않다

면 어떨까요?

2. 법원이 문서의 소지자에게 법원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부탁하면 됩니다. 하

지만 변론주의 때문에 법원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촉탁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해야 진행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소송에서 중요한 서류 하나가 어쩌다 보니 다른 강사인 최명군

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송 계속 중에 김용완 씨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최명군 씨에게 문서를 보낼 것을 부탁(촉탁)하도록 말

이죠.

4. 이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commission of forwarding documents), 당

사자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이라 부릅니다.

사실조회촉탁 신청

1. 만약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공

공기관이나 법인 등이 보관하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이용하면 좋

습니다.

2. 법원이 공공기관에게 법원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부탁(촉탁)하

면 됩니다. 역시 변론주의로 인

해, 당사자가 법원에 그 요구(신

청)를 하는 겁니다.

3. 사실조회촉탁신청(commission 

of inquiring facts)이라 합니

다. 간단히 사실조회, 사실조회

신청으로 부릅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피        고   장 혜 성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사실조회의 목적 

마농트로트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경영악화와 플루이언스 음악학

원(주식회사 메가플루) 설립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2. 사실조회 기관 

주식회사 메가플루 

서울 강남구 손사탐로 122 

3. 사실조회 사항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플루이언스 음악학원 등록 수강생 명단 

       2013. 7.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귀중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생략>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

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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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진술

머리에

1.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서증)가 일단 정리된 후, 필요한 경우 증인(witness)

을 부릅니다.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생략>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

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증인을 불러 법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증인신문(examination of a wit-

ness)이라 합니다.

증인신청

1. 당사자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변론기일에 판사에게 이야기해

서 미리 양해를 얻은 다음,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2.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을 특정해서 일괄해 신청하도록 했

습니다.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1. 법원이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증인을 부릅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출석요구

서를 보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변론기일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민사소송규칙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①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생략>

②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

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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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원래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나오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를 부과한다거나 해서 출석하도록 만듭니다.

 

 

증인신문

1. 위증(false testimony)에 한 벌의 경고

2. 증인의 선서

3. 증인신문의 방식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

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시킨다.]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

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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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답을 기록해 놓습

니다. 이것이 증인신문조서(protocol of the witness examination)입니다.

재판장 판사 

1. 원고가 2012. 여름경 피고에게 휴대전화기 파손 건 관련해 배상을 요구했지

만, 당시 피고는 대답을 하지 않아 원고가 화까지 냈다. 

2. 증인은 당시 원고, 피고와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대화 소리는 들었지만, 피고

의 표정이나 몸짓까지는 볼 수는 없었다. 

3. 원장이 강사들에게 어떤 채권이 생길 때 그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법원사무관    손	 주	 은 (인) 

        재판장 판사   �����   (인)

 2

1. 소송기록에 끼워넣고 판사는 그 조서를 참조해서 판결문을 쓰지만, 

2. 어디까지나 조서가 아니라 증인의 진술, 즉 증언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증인신문조서(2013. 7. 25. 제3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증     인 성     명    이 성 준 

  생년월일    1983. 9. 15. 

  주     소    서울 관악구 수석로 81 

——————————————————————————————————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

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원고 대리인 

1. 증인은 증인신문사항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갑 제8호증 증인진술서를 제시) 

2. 이것이 증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이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3. 피고가 2012. 말경부터 원고와 증인에게 음악학원 경영 악화 때문에 고민이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4. 2013. 초경 피고의 음악학원 피아노 1대가 크게 파손된 일이 있다. 학원 수

강생인 이웅재 학생이 원장인 피고에게 혼난 뒤 화풀이로 부순 것이다. 원고

와 피고는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증인은 이웅재 학생의 고민상담을 해 주며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 

피고 

(주신문 제3항 관련) 

1. 본 음악학원 경영악화가 플루이언스 음악학원 설립 때문인지는 증인도 모른다. 

2. 원고의 교습 방식에 대해 학부모 두세 명이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1



50 제1강  민사구조론

판결선고
Pronouncement of Judgment

말할 적엔 부리가 석 자나 길어지고 판결할 적엔 손이 닷 근처럼 무거워진다. 

- "육여경'

의의

개념

1.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법원은 그 때까지의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만을 가

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최종판단을 합니다. 원고 청

구에 한 법원의 응답을 판결(judgment)이라고 합니다.

2.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해 응답하는 것 

모두가 판결은 아닙니다. 가령, 법원은 당

사자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

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응답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decision)에 해당합니다. 

3. 결국 판결이란 '변론종결일 현재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claim)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

에 하여 법원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3원칙

1. 자유심증주의(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2.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

3. 직접주의(principle of directness)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

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

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직접주의) ①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민사판결의 3원칙

자유심증
주의

처분권
주의

직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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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종류

예를 들어, 원고(김용완 씨)가 피고(장혜성 씨)를 상 로 2,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합시다. 판결은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납니다.

청구인용(acceptance)

1. 뜻: "원고청구가 모두 이유 있어서 받아들이겠다."

2.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라."

3. 승패: 원고 전부 승소(=피고 전부 패소)

청구기각(dismissal)

1. 뜻: "원고청구가 모두 이유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2.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승패: 원고 전부 패소(=피고 전부 승소)

청구일부인용(partial acceptance)

1. 뜻: "원고청구 중 일부만 이유 있어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

들이지 않겠다."

2.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

구를 기각한다."

3. 승패: 원고 일부 승소(=원고 일부 패소=피고 일부 승소=피고 일부 패소)

소각하(rejection)

1. 뜻: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합니다. "소제기 자체가 부

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판결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승패: 굳이 따지면, 원고 전부 패소(=피고 전부 승소)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배웁시다. 참고로, "청구를 

각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를 각하"하는 겁니다.

소제기 적법 청구 이유

본안전판단

O O

X X

본안판단

인용

일부인용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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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작성

작성시기

1. 변론종결이 되면 판사는 이제 열심히 판결서(judgment document)를 작

성합니다.

2. 판결선고일 전까지 판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따 보겠지만 판결원본을 

읽으면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주문

주문(main sentence)은,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답변서

의 "청구취지에 한 답변" 부분에 응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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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소장에서 봤던 그 청구취지 개념입니다. 원고가 구하던 결론 부분을 판결문에

도 적습니다. 원고가 얼만큼 청구했길래, 그 중에서 법원이 얼만큼 받아들였는

지를 판결문에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이유

이유(reason for judgement)는, 판결 결론에 한 이유 부분입니다. 소장의 "

청구원인", 답변서의 "청구원인에 한 답변" 부분에 응합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임금 청구 부분: 이래저래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했다 퇴직

했는데 피고가 2달분 월급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한 피고의 주장은 

이래저래 해서 이유 없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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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

고가 구하는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아노 파손과 경영악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

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

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

문,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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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 판결문에 기재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모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이 정상입니다. 처음 보면 써 있는 건 한글이 맞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파악하

기 어려운 문구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정

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 휴 전화기 파손 부분: 이래저래 해서 피고가 원고의 휴 전화기를 파손해 

100만 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래저래해서 3년의 기간이 도

과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한 원고의 재항변은 이래저래 

해서 이유 없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

고가 구하는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아노 파손과 경영악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

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

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

문,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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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 다음

날인 2013. 4. 1.부터 14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대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휴대전화기 구매 영수증), 갑 제5호증(홍길동의 진술서)의 각 

기재, 갑 제4호증(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의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

히 망가져 못 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2010. 5.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5.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

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55제1강 민사구조론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2. 여름경 위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성준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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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휴대전화기 구매 영수증), 갑 제5호증(홍길동의 진술서)의 각 

기재, 갑 제4호증(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의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

히 망가져 못 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2010. 5.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5.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

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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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액사건(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제1심 사건)은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과중한 업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의 차이

1. 판사가 판단을 하고 판결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론종

결일과 판결선고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래서 법원에서는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을 잡는데, "2013. 7. 3. 오전 

9:50 우리 법원 308호 법정"식으로 잡습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일

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에 관해서

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는 변론종결 전까지만 자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은 변론종결 전까지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꼭 기억하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③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

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

겨서는 아니 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청구원인 이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 답변서 판결

기준시

종결

선고

변론기일 선고기일



57제1강 민사구조론

선고의 방식

출석의 필요성

1.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제출은 변론종결일까지만 의미 있으므로, 판결선고

일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게다가 어차피 판결서를 보내줍니다. 민사는 상소기간도 판결서를 받은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그래서 선고기일에 당사자든 소송 리인이든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

니다. 물론 굳이 나오겠다면 막지는 않습니다.

판결서의 송달

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개념

판결선고 후 상소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에 해 당사

자들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res judicata,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이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

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선고기일)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

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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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주문(main sentence)에만 기판력이 있습니다.

1. 앞서 본 사례에서,"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부분만 기판력이 있다는 거죠. 즉, 체불임금

이 400만 원이고, 휴 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00만 원이라

는 점은 당사자들이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2. 김용완 씨가 고용된 기간, 어디서 일을 했는지, 장혜성 씨가 휴 전화기를 

만졌는지 여부와 같은 이유 부분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은 당사자들이 나중에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차차 배우기로 합시다.

주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한해 기판력이 미칩니다.

1. 원래 원고와 피고가 뜻이 통하면 그들이 원하는 로 판결을 받을 수가 있

습니다.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때문입니다.

2. 그래서 만약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하면, 제3자에게 불측의 피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판력은 당사자에 한해 

미치게 한 겁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예외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

어가죠.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

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생략>에 대하여 효력이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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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불복
Dissatisfaction with the Judgment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 "사도행전" 제25장 제12절

머리에

1.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패소한 사람으로서는 

더 다퉈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택하

고 있습니다.

2.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를 상 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4단독(소액) 

재판부 담당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청구금액 500만 원 중 400만 원만큼 승

소했습니다. 일부승소죠.

3. 김용완 씨는 100만 원을 못 받은 것이 아깝다고 주장합니다. 반 로 장혜

성 씨는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들 

다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소의 개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상소'

라고 합니다. 상소(appeal)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1. 항소: 제1심 판결에 한 불복

2. 상고: 항소심 판결에 한 불복

3. 항고: 결정에 한 불복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judgment)에 해 불복하는 것이 항소·상고입니다.

1. 항소란 제1심 판결에 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

서 소송이 진행되며, 항소심 법원이 제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 상고란 제2심(항소심) 판결에 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상고를 하면 상고

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상고심 법원이 제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생략>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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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판결 이외의 재판에 해 불복하는 것이 항고입니다. 원래 재판(trial)에는 판

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즉, 결정(decision)·명령(order)에 해 불복하는 

것이 바로 항고입니다.

1. 제1심에서의 결정·명령에 해 불복하는 것은 '최초의 항고'입니다. 그러

면 항고법원이 판단합니다.

2. 제2심에서의 결정·명령에 해 불복하는 것은 '재항고'입니다.

3. 항고법원의 판단에 다시 불복하는 것도 '재항고'입니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

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

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再抗告)할 수 있다.

재항고법원

항고법원 항소심 법원

제1심 법원

최초의 항고

재항고 재항고

결정/명령

결정/명령 결정/명령

상고심 법원

항소심 법원

제1심 법원

상고

항소

1

2

3

판결

판결



61제1강 민사구조론

관할법원

제1심 법원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담당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합의부 사건과 단

독사건으로 나뉩니다.

1. 합의사건(collegiate case): 소가(청구금액)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각각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으로 하나의 합의부를 구성해 사

건을 담당합니다.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라 보면 됩니다. 재판부를 "서울중

앙지방법원 제0민사부" 식으로 표현합니다.

2. 단독사건(sole-judge case): 소가가 1억 원 이하 사건은 판사 1명이 단

독판사로 사건을 담당합니다.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0단독" 식

으로 표현합니다.

3. 소액사건(small claim case): 단독사건 중에서도, 특히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독사건의 일종입

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0단독(소액)" 식으로 표현합니다.

합의사건의 상소법원

1. 제1심이 합의사건,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민사부" 담당 사건이었다

고 합시다.

2. 그러면 항소심은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담당합니다. 위의 경우 서울

고등법원이 되겠군요.

3. 상고심은 어떤 경우든 법원(Supreme Court)입니다.

단독사건의 상소법원 

1. 제1심이 단독사건, 가령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0단독" 담당 사건이

었다고 합시다.

2. 그러면 항소심은 다시 지방법원에

서 담당하되, 다만 합의부(District 

Court collegiate court)에서 맡습

니다. 항소부라고도 합니다. 위의 

경우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민사부(항소)"가 됩니다.

3. 상고심은 법원(Supreme Court)입니다.

단독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법원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상고

항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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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

당사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appeal)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항소하는 쪽을 

항소인(appellant), 그 상 방을 피항소인(appellee)이라 합니다.

1. 김용완 씨가 항소: 김용완 씨=원고=항소인, 장혜성 씨=피고=피항소인

2. 장혜성 씨가 항소: 김용완 씨=원고=피항소인, 장혜성 씨=피고=항소인

3. 둘 다 항소: 김용완 씨=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장혜성 씨=피고=피항소

인겸항소인

아래에서는, 편의상 원고(김용완 씨)만 항소했다고 합시다. 

항소의 방식

1. 항소장을 원심법원(original court)인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를 원심법원제출주의라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

원, 구체적으로는 민사4단독(소액) 재판부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항    소    장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고(항 소 인)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010-1234-9876 

피고(피항소인)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010-8765-1010 

위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8. 8. 원고 일부패소를 선고하였는 

바, 원고는 이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판결 정본은 같은 달 

16. 송달받았음). 

제1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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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은 원심법원에 하지만, 항소에 관해 판단할 법원은 당연히 항소법원(ap-

pellate court)입니다. 따라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단독(소액)"

에 제출하더라도, 항소장 맨 밑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항소) 귀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항    소    장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고(항 소 인)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010-1234-9876 

피고(피항소인)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010-8765-1010 

위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8. 8. 원고 일부패소를 선고하였는 

바, 원고는 이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판결 정본은 같은 달 

16. 송달받았음). 

제1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필확인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항소장 부본   1통 

       2013. 8.   . 

       위 원고(항소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부 귀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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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장은 준비서면 비슷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항소기간

1. 항소는 제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

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항

소기간(period of appeal)이라 하는

데, 항소기간을 넘기면 항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했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공법 입문 제2강: 소

송요건론 PART 1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부분을 참조하세요.

2. 판결선고일부터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라는 점을 주의

하세요. 민사소송에서는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보통 당사자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기 전

까지는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상소기간이 7일인데, 이 기간은 판

결선고일부터 곧바로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

지 못해도 상소기간이 계속 진행하죠. 형사소

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법

정에 출석을 해야 하므로, 그 때부터 기산을 해

도 되는 겁니다.

항소이유

법에서 정해 놓은 항소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제1심 판결이 부당하기만 하면 됩

니다. 관례상으로는 다음 2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씁니다.

1. 사실오인: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2. 법리오해: 원심이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출석의무
없음 2주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만료

민사사건

피고인
출석 1주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만료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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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유

항소취지

항소이유

판결

불복

항소장/항소이유서

예를 들어, 김용완 씨는 항소이유에 다음을 기재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처럼 쓰

면 됩니다. "휴 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래저래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부당합니다."

항소심 절차

절차 일반

1. 항소심은 제1심을 이어나가는 성격을 갖습니다. 속심(continuing court)

이라고 합니다.

2. 당사자들은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제1심 소송자료와 항소심 소송자료를 모두 검토해서,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3. 아까 법리오해 뿐만 아니라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도 다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사실심이

라 부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

진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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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항소심도 제1심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항소인의 준비서면

1. 항소장은 원래 "항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만 들어있으면 충분하므로, 반드

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등만 

기재해서 1장짜리 항소장을 제출하는 식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2. 항소이유는 따로 준비서면(preparatory document)의 형태로 항소심 법

원에 냅니다. 준비서면처럼 변론기일 전에만 내면 됩니다. 법에서 그 제출

기간을 정해둔 건 없습니다. 제목을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등 어떻게 써 

내든 무방합니다.

항소장은 원심(제1심)법원에 내지만, 항소인의 준비서면은 항소심(제2심)법원

에 냅니다.

3. 물론, 처음부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내도 됩니다.

항소심 판결

예를 들어,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인

용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항소심 판결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납니다.

제1심 판결의 취소

제1심 판결의 취소(revocation)란, 항소인의 항소가 일부라도 이유 있다거나 

해서 제1심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

2편 제1장 내지 제3장[제1심 소송절차 중 소의 제기, 변론과 그 준비, 증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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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에서는 제1심을 '파기'한다고 하지 않고, '취소'한다고 합니다. 원

래 상소이유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면 원심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항소이유를 따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기라는 말

을 쓰지 않습니다.

1. 취소자판(revocation and rendering):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에 해 항소심이 직접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와 함께 항소심에서 정당하다고 보는 결론을 적습

니다. 가령,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0만 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식으로 말이죠.

2. 취소환송(revocation and remand):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제1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직 한 번도 법원으로부터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 본안판단을 3번 받

을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제1심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 만약 항소

심에서 자판한 다음 상고심 절차로 넘어간다고 하면, 본안판단을 2번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3. 취소이송(revocation and transfer):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제1심 법원도 아닌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

습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항소기각(dismissal of appeal)

1. 뜻: "항소인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승패: 항소에 관해서는 항소인 전부 패소(=피항소인 전부 승소)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

다. <생략>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

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생략>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

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4조(항소기각)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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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각하(rejection of appeal)

1. 뜻: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합니다. "항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

므로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항소기간을 

도과했다거나 할 때 선고합니다.

2.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승패: 굳이 따지면, 항소에 관해 항소인 전부 패소(=피항소인 전부 승소)

상고제기

당사자

1. 항소심(제2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상고(appeal)를 하면 됩니다.

2. 상고하는 쪽을 상고인(appellant), 그 상 방을 피상고인(appellee)이라 

합니다.

상고의 방식

1. 원심법원제출주의로, 상고장을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상고장 역시 준비서면 비슷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상고기간

상고는 항소심(제2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상

고기간(period of appeal)이라 하는데, 상고기간을 넘기면 상고제기가 부적법

합니다.

상고이유

법에서 상고이유를 정해 뒀습니다. 관례상 ① 법리오해, ② 채증법칙위반, ③ 

이유모순 등으로 이유를 적어 냅니다.

사실오인을 적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

1장[항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 적법 항소 이유

본안전판단

O O

X X

본안판단

제1심 판결
취소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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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상고이유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절 적 상고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심 절차

절차 일반

1. 상고심은 항소심을 이어나가 계속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때까지

의 소송자료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겁니다. 이에 속심이 아니라 사후심(expost court)이라 합니다.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2. 즉, 당사자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굳

이 변론을 열지 않고 기록만 가지고 판결을 해도 됩니다.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아까 보았듯,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상고심은 사실

관계는 다시 판단을 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인정한 그 로 인정해야 합니

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합니다.

4. 다만, 아까 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항소심 소송절차를 준용합니다.

상고이유서

1. 상고장 역시 원래 "상고를 제기한다"는 의미만 들어있으면 충분하므로, 반

드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히 1장짜리 상고

장을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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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항소심 법원은 법원(상고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모두 올려 보냅

니다. 그러면 상고심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걸 알

려 줍니다. 그러면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상고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

고이유서 제출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 한 답변서도 기

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

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

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고장은 원심(제2심)법원에,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제3심)법원에 냅니다.

3. 물론, 처음부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어 내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중복

되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 상고

상소기간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상소장 제출 법원 원심(제1심) 원심(항소심)

상소이유

(실무)

제1심 판결의 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법이 정한 상고이유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

상소이유 제출 기간 법정기간 없음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상소이유 제출 법원
항소심 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상고심 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심 판결

예를 들어, 상고심 판결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납니다.

항소심 판결의 파기

파기(reversal)란, 상고이유가 있다거나 해서 항소심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상

고심 판결 유형입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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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환송(reversal and remand):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

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항소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상

고심은 사후심이어서, 파기를 할 때에는 환송이 원칙입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

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2. 파기이송(reversal and transfer):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

를 다시 판단해 보라며 항소심 법원도 아닌 다른 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

니다. 파기이송이라 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

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3. 파기자판(reversal and rendering):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

구에 해 상고심이 직접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항소심 판

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와 함께 상고심에서 정당하다고 보는 결론을 적습니

다. 가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식으로 말이

죠. 파기자판은 일종의 예외입니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

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자판

환송

이송

항소심
판결의
파기

제1심
판결의
취소

상고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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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1. 뜻: "상고가 이유가 없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상고기각입니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그 밖에도 심리 없이 상고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

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

유가 있는 경우

③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또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승패: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인이 전부 패소(=피상고인 전부 승소)

상고각하

상고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상고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더 나

아가 상고심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고기간을 도과했다거나 할 

때 선고합니다.

상고기간 도과 후 상고장을 제출하면 상고각하입니다. 그러나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면 상고기각입니다.

1. 판결 주문은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고 납니다.

2. 굳이 따지면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인이 패소한 셈입니다.

상고 적법 상고 이유

본안전판단

O O

X X

본안판단

항소심 판결
파기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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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조정
Settlement & Mediation

아무리 나쁜 화해라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 - 오래된 법언

머리에

1. 원래 소송은 이겨도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겨도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2. 그래서 법적인 권리를 가타부타 따지는 판결을 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서

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해서 합의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

개념

1. 화해(settlement)란,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2. 소송상 화해(settlement in court)란, 소송계속 중 원고의 청구에 해 당

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변론조서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화   해   조   서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재판장 판사   홍 성 대    기         일 :  2013. 8. 1. 10:00 

       장         소 :  310호 법정  

법원사무관   손 주 은    공 개 여 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출석 

피고 장혜성           출석 

——————————————————————————————————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나머지 1,500,000원을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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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화   해   조   서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재판장 판사   홍 성 대    기         일 :  2013. 8. 1. 10:00 

       장         소 :  310호 법정  

법원사무관   손 주 은    공 개 여 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출석 

피고 장혜성           출석 

——————————————————————————————————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나머지 1,500,000원을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

화해의 권고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생략>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화해의 효력

1.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

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

직하였는데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이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 쓰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3. 8. 1. 

       법원사무관     손	 주	 은 (인)  

       재판장 판사    �����   (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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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생략> 화해비용

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화해권고결정

의의

1. 단순히 화해의 권고를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아예 법원이 적당한 화해안

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화해권고

결정이라 합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

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

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

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습니다. 결정서 정본입

니다. 판결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판결서는 아닙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나머지 1,500,000원을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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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화해권고결정에 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

직하였는데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이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 쓰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3. 8. 3. 

        판 사    ��������(인)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나머지 1,500,000원을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생략>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

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

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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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무효로 됩니다.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

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1. 만약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로 확정

됩니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

판력이 발생합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재판상화해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화해권고결

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조정

개념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실에서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

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조정(me-

diation)이라 합니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

직하였는데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이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 쓰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3. 8. 3. 

        판 사    ��������(인)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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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이 아닌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화해와 다릅니다. 사건번

호도 기존 사건번호와는 별도로 조정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실무상, 판사들은 사건이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것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

1. 조정 회부: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소송절차(2013가소123456)는 일단 

중지되고, 조정사건(2013머505050)을 진행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소제기 없이 곧바로 조정신청부터 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드뭅니다. 조정사건 부분은 소송절차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겁니다. 가령 2013. 7. 25. 11:20 변론기일에 마침 양쪽 당사자가 출석했다

면, 법원이 바로 그 날 11:40을 조정기일로 잡고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2. 조정기관

제7조(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

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생략>

3. 조정기일

제15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4. 조정 장소: 법원 밖에서도 가능하지만, 보통 법원 안에 조정실이 있습니다.

제19조(조정 장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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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과

1. 조정 불성립

2. 조정 성립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조   정   조   서 

사       건   2013머505050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판       사  홍 성 대    기         일 : 2013. 7. 25. 11:40 

       장         소 : 207호 법정  

법원사무관 손 주 은    공 개 여 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김용완           출석 

피고  장혜성          출석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나머지 1,500,000원을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

략>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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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1. 조정은 기판력이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개념

1. 조정담당판사가 적당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합니다. 강제조정이라고도 합니다.

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

직하였는데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이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 쓰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3. 8. 1. 

       법원사무관     손	 주	 은 (인)  

       재판장 판사    �����   (인) 

 2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

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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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강제조정'이라 부르지만, 이따 보는 것처럼 이의가 가능하므로 법적으로는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의를 하면 결국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오히려 

조정 내용보다도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2. 당사자들은 결정서라는 서류를 받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나머지 1,500,000원을 2013. 10. 31.까지 각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5,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

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

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

여야 한다.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② 법원사무관등은 <생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을 기재한 조서 <생략>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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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효로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1. 만약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

직하였는데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이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 쓰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3. 7. 29. 

        재판장   판 사    ��������(인)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생략>의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

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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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화해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

직하였는데 2013. 2월분 및 3월분 급여가 400만 원이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기를 만지다가 실수로 커피에 빠뜨려 위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망가져 못 쓰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3. 7. 29. 

        재판장   판 사    ��������(인)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생략>에 따

른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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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Classification of Case

한글은 기호 배합의 효율성이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다.

- Jared Diamond

머리에

사건번호의 필요성

1.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2. 가령, 법원도, 검찰청도, 경찰청도, 한법률구조공단도, 회사 법무팀도, 

각자 처리하는 사건들을 특정하기 위해 나름 로 기호나 번호를 붙입니다.

사건번호 이해의 필요성

1. 시험에서 이런 것을 물을 리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사건번호에는 사건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알짜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3. 사건번호만 보고 심급 종류와 유형,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 파악을 할 수 있

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결

일단 오늘은 

1. 법원의 사건번호 중

2. 민사사건(civil case) 또는 가사사건(family case)으로

3. 중요한 것 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외울 이유는 전혀 없고, 이해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2013. 5. 13. 장혜성 씨를 상 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접수를 받으며 사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

123456 임금 등"이라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부여합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123456  임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왕장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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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법원 이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연히,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이름입니다.

접수년도

'2013' 역시 당연히,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연도입니다.

부호문자(사건구분) 

'가소'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소'란 민사소액사건을 뜻합

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보죠.

가사소송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진행번호

'123456'은 접수 순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맨 끝자리(여기서는 '6')는 부분의 민사사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산처리를 위해 검색용 숫자를 사용할 뿐인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2. 나머지 진행번호(여기서는 '12345')는 사건별 접수순의 일련번호입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년에 접수한 민사소액사건('가소') 중에서 1

만 2,345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명

말 그 로 사건의 이름입니다.

사건의 구분

가합(민사 제1심 합의사건)

제1심(ㄱ), 민사소송(ㅏ), 합의사건(합)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 개념은 위 "판결에 한 불복"을 참조하세요.

법원
이름

접수
년도

부호
문자

진행
번호

사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사건
구분

접수
순서

123456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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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민사 제1심 소액사건 아닌 단독사건)

제1심(ㄱ), 민사소송(ㅏ),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단)

가소(민사 제1심 소액사건)

제1심(ㄱ), 민사소송(ㅏ), 소액사건(소)

나(민사 항소사건)

제2심(ㄴ), 민사소송(ㅏ)

항소심은 원래 모두 합의사건이므로, 굳이 '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민사 상고사건)

제3심(ㄷ), 민사소송(ㅏ)

상고심 법원은 법원이므로, 법원 판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라(민사 최초의 항고사건)

최초의(ㄹ), 항고(라)

마(민사 재항고사건)

다시 재(ㅁ), 항고(마)

재항고에 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므로, 법원 판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머(민사 조정사건)

아까 김용완 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05050 임금 등"이 기억나면 충

분합니다.

차(독촉사건)

지급명령 관련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지는 차차 배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독촉절차가 곧 지급

명령절차이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카합(민사 가압류·가처분 합의사건)

가압류·가처분(카), 합의사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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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단(민사 가압류·가처분 단독사건)

가압류·가처분(카), 단독사건(단)

드합(가사 제1심 합의사건)

제1심(ㄷ), 가사(ㅡ), 합의사건(합)

드단(가사 제1심 단독사건)

제1심(ㄷ), 가사(ㅡ), 단독사건(단)

르(가사 항소사건)

제2심(ㄹ), 가사(ㅡ)

므(가사 상고사건)

제3심(ㅁ), 가사(ㅡ)

법원 판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브(가사 최초의 항고사건)

최초의(ㅂ), 가사(ㅡ)

스(가사 재항고 사건)

다시 재(ㅅ), 가사(ㅡ)

법원 판례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너 (가사 조정사건)

가사사건은 법적으로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

무상 자주 볼 수 있는 부호문자입니다.

사건명

부여 방법

보통,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의 이름을 따라 기재합니다. 김용완 씨 사건의 경우,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임금 등"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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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여금, 물품 금, 계약금반환, 손실보상금, 청산금, 임료, 손해배상, 위자료, 

보험금, 수표금, 양수금, 물품인도,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소유권확인, 공유물분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이혼,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칭이 권장될 뿐이지, 반드시 따라 맞춰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사건명의 구체화

1.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2. 손해배상(산): 산업재해

3. 손해배상(의): 의료사고

4. 손해배상(공): 공해(pollution)

5. 손해배상(지): 지적재산권 침해

6. 손해배상(기): 기타(폭행 등)

주의점

1. 사건의 이름일 뿐이므로, 실제 청구 내용과는 상관 없습니다. 설령 소장에

는 "임금 등 청구의 소"라 써 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임금이 아니라 엉

뚱하게 퇴직금만을 청구한 내용 것이라 합시다. 그렇더라도 사건명은 "임

금 등"이 됩니다.

소       장 

사     건    임 금   등 

원     고   김 용 완  (850212-1765432) 

               서울 성북구 해마루로 123 

   010-1234-9876 

피     고   장 혜 성  (761123-2234567) 

   서울 양천구 별다비로 231 

  010-8765-1010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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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법원까지 쭉 갑니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

가 소송 중에 내용을 임금 등 신 여금 청구(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사건명은 "임금 등"입니다.

판례번호

사건번호와 재판번호

1. 사건번호(case numbe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23456",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4카단80808"

판결이 나기 전에도 사건번호는 있는 겁니다. 

2. 판결번호(judgment numbe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가소123456 판결"

3. 결정번호(decision numbe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자 2014

카단80808 결정"

재판례와 판례

1. 판결례(judgment case): 판결 사례

2. 결정례(decision case): 결정 사례

3. 재판례(judgment and decision case): 판결례와 결정례

4. 판례(judicial precedent): 재판례를 일정한 관점에서 추출해 집적한 법리

(legal principle)로, 장래 재판에 지침이 되는 것. 즉, 법원에서 판시한 법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

법원
이름

재판
일자

사건
번호

재판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자 2014카단80808 결정

법원
이름

재판
일자

선고
사건
번호

재판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가소123456 판결



90 제1강  민사구조론

판례번호

판례의 출처가 되는 재판의 재판번호

판례번호를 외우는 것은 적어도 수험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판례 내용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사건 진행내역 검색

1.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 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2. 위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판례검색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 로앤비(lawnb.com)

3. 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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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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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

는 어떤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의 경우를 볼 텐데,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

계 변동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 법률용어

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를 비롯하여, 계약법의 기본 

사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법의 기초개념

Basic Contract Law

제2강

Edwin Lord Weeks
A Street Market Scene, India, 1887

Oil on canvas, 74 × 60.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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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 Rabindranath Tagore

 

머리에

김용완 씨 이야기 기억나시죠?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에게

1. 두 달치 월급 400만 원과

2. 휴 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이제 법적으로 분석해 보죠.

월급 부분

근로계약

사장이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표적 유형이죠.

여기서 "계약"이란 쉽게 말해 약속 또는 합의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 

또는 의무를 갖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의 발생

즉, 원래 김용완 씨가 '마농트로트' 학원에서 일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장혜성 씨

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김용완 씨는 학원

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에 해 장혜성 씨는 김용완 씨에게 월

급을 주기로 합의한 것이죠. 이렇게 양 당사자가 합의한 때부터,

1. 김용완 씨에겐 근로할 의무와 월급받을 권리가,

2. 장혜성 씨에겐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와 월급을 줄 의무가 각각 생기는 겁

니다.

근로

임금

사용자근로자

일(근로)

월급(임금)

장혜성

장혜성

김용완

김용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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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계약이란,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갖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2. 계약으로 인해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가령, 월급에 관

한 김용완 씨와 장혜성 씨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는 양 당사자의 근로

계약 때문에 발생합니다.

3.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계약한 그 로 권

리의무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령,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합의(계약)했다면, 근로자가 300만 원이나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100만 원만 주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휴대전화기 파손 손해 부분 

불법행위

실제로 장혜성 씨의 실수가 있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장혜성 씨의 실수

(과실)가 인정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편

의상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권리와 의무의 발생

1. 그러면 법적으로는 장혜성 씨가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

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을 지급할 권리의무관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당사자

들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장혜성 씨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는 

사건 또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합의)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약(합의)한 적도 없고요.

불법행위

장혜성김용완

으로 발생

내용대로

계약 법률관계

손해배상
장혜성

장혜성

김용완

김용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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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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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생략>제394조<생략>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

용한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불법행위에 관해선 민사법 입문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을 참조하세요.

정리

1. 계약이 아닌 것에 의해서도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

다. 가령, 휴 전화기 파손으로 인한 김용완 씨와 장혜성 씨의 법률관계

(100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는 실수에 의한 파손이라는 사건 또는 사실 때

문에 발생합니다.

2. "그러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률관계가 변하는 원인(법률요건)은 여러가지

가 있지만, 그 중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

하십시오.

결론

1. 400만 원 청구의 근거는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그렇게 합의(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의사(intent)"가 들어가 있습니다.

2. 100만 원 청구의 근거는 실수로 휴 전화기를 파손해서 손해가 100만 원

이 발생한 "그러한 사건(event)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들

어있지 않습니다.

로 발생
불법행위

사실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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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Claim & Obligation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 Ludwig Enneccerus

권리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

1. 채권(claim)이란, 특정인에게 무언가 해 달라 요구

할 권리입니다.

'채권을 발행한다'에서 쓰는 금융에서의 채권(bond)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 B가 C에게 300만 원을 받을 

권리, C가 D에게 자기를 광화문까지 태워달라고 할 권리, E가 F에게 만약 

내가 다치면 치료비를 달라고 할 권리 등등 무궁무진합니다.

3. 사람에 한 권리라고도 합니다. 채권관계가 있는 바로 그 사람에 해서

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A가 B

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A는 B에게만 요

구해야 합니다. A가 C, D, E, F에게 달라고 할 수 없죠.

물권

1. 물권(real right)이란,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

하여 이익을 누리는 권리입니다.

2. 예를 들어, 내게 신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신발을 사용할 권리, 누군가 내 신발을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고 할 권리, 버리는 등 처분할 권리 등이 있겠죠.

3. 또 예를 들면, 자기 소유의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할 권

리, 땅에 집을 지을 권리, 자기 땅에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철거할 권리

가 있습니다.

4. 물건에 한 권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에

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 권리, 즉 세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물권이란 소유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A

B
D

E

C

F

B
D

E

C

F

물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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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양면성

1. A가 B에게 권리(claim)가 있다는 말은,

2. B가 A에게 똑같은 의무(obligation)가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3. 이를 권리의무의 양면성이라 부릅니다. 

사례

1. 가령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에게 4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2. 장혜성 씨가 김용완 씨에게 4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는 말과 정확히 같

습니다.

권리관계와 권리의무관계

편의상 "누구의 권리"가 있다고만 말하더라도, 이 말 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

상 방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즉, 권리관계(claim re-

lationship)가 곧 권리의무관계(claim-obligation relationship)입니다.

권리의 변동

개념

1. 권리의무관계를 다른 말로 법률관계(legal relations)라고도 합니다. 권리

관계(법률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2.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A

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는 100만 원을 갚을 권리의무관계

가 생깁니다.

A B

400만 원

권리 의무

변동

A는 B에 대한 권리가 없다

B는 A에 대한 의무가 없다

A는 B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B는 A에게 100만원을 줄 의무가 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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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모습

1. 권리의무의 발생: 방금 본 것처럼, 없던 권리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2. 권리의무의 변동: 존재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하기도 합니다. 가령 위 

사례에서 B가 A에게 70만 원을 갚으면 채권·채무는 30만 원만 남게 됩

니다. 즉, 100만 원의 채권관계가 30만 원으로 변하게 되죠.

3. 권리의무의 소멸: 존재하던 권리의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령 100만 

원 전액을 갚거나, A가 B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탕감해 준다거

나 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률요건

1. 이처럼 법률관계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떤 법률

관계에서 K라는 법률관계로 변동한 원인을 K의 법

률요건(legal requirement)이라고 부릅니다.

2. 가령 앞에서 없던 권리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원

인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

죠. 100만 원 채권관계의 법률요건이 바로 '그러한 

계약의 존재'입니다.

3. 예를 들어, 계약, 사망, 유언, 취소, 시간의 경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법

률관계가 변동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차차 공부하기로 하죠. 아무튼 이들 

각각을 법률요건이라 부른다는 거죠.

변동

법률

관계

법률

관계

법률요건

계약

취소

유언사망

시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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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Legal Act

다른 사람의 충동에 따르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이다. 

- Jean-Jacques Rousseau

 

의사표시

효과의사와 의사표시

1. 효과의사(intent to enter into legal relations): 일정한 법률관계의 변

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2.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 그러한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의사표시의 사례

다음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려는 의사표시입니다.

1. "어떤 근로를 하고 얼마를 받겠다."

2. "어떤 근로를 제공받고 얼마를 주겠다."

3. "무엇을 얼마에 판다."

4. "무엇을 얼마에 산다."

5. "재산의 1/3을 큰아들 하후돈에게 상속

해 주겠다."

6. "무엇을 취소한다."

법률요건의 분류

구별기준

아까 법률요건이란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했습니다. 법률요

건 중에는,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장혜성김용완

근로하고

돈 받겠다
근로를 제공받고 

돈 주겠다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요건 의사표시와 무관한 법률요건

취소계약 유언
사망

시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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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요건(=법률행위)

1. 예를 들어, 계약, 유언, 취소 등에는 그러한 내용 로 법률관계를 변화시

키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 있습니다.

2. 즉,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요건입니다.

3. 정확히는, 법률요건(legal requirement) 중에서도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를 본질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행위의 정의

입니다.

의사표시와 무관한 법률요건(=법률행위 아닌 법률요건)

1. 반면에, 사망, 시간의 경과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2. 즉, 의사표시와 무관한 법률요건입니다.

3. 이들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법률관계가 변동하기

는 하지만, 그와 같이 변동시키려는 의사표시는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행위의 분류

계약

계약(contract)이란 두 의사표시가 만나 일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가령,

1. "근로계약"은 근로하고 돈 받겠다는 의

사표시와 근로를 제공받고 돈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만나는 것입니다.

2. "증여계약"도 물건 주겠다는 의사표시

와 물건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만나는 

것이죠. 

단독행위

단독행위(unilateral act)란 1명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가령,

1. "취소"는 취소해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로 성립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취소권이 있는 이

상 취소는 상 방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

적으로 하는 겁니다.

2. "유언"도 어떠한 내용 로 상속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역시 허락 받고 유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근로계약

장혜성김용완

근로하고

돈 받겠다
근로를 제공받고

돈 주겠다

법률행위

홍길동

취소

취소한다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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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계약, 단독행위 모두 의사표시가 본질입니다. 계약,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정의

1.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정의 1)

2.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게 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

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 정의 2)

계약과 문서

1. 흔히 계약은 문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말(oral)만으로도 계약은 성립

합니다.

2.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과외를 하

기로 합의하는 것도,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3. 물론 다툼이 생겼을 때 말만으로는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이 아

니고, 어디까지나 서로 분명히 해서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행위와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 중 가장 표

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라도, 편의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두 달치 월급 400만 원 부분은 계약(contract)이라는 법률행위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의사표시와 관련이 있죠. 어쨌든 400만 원이라는 채권채무관

계의 법률요건은 근로계약입니다.

2. 휴 전화기에 관한 100만 원 부분은 계약에 근거한 청구가 아닙니다. 법

률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불법행위(tort)를 이유로 한 청구죠. 의사표시와

는 별개인 겁니다.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채권채무관계의 법률요건은 불

법행위입니다.

법률요건

법률행위
계약

OOOO
단독행위

XXXX

불법행위

의
사
표
시
X

의
사
표
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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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분류
Classification of Contract

내가 푼 각각의 문제는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규칙이 되었다. 

- Renё Descartes

대가관계 유무에 따른 구별

편무계약와 쌍무계약

1.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이란, 계약 당사자

가 서로 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을 말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명만 권리를 가지고, 그 상

방만이 의무를  가지는 계약입니다.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쌍방 모두 권리가 있고, 쌍방 모두 의무가 있습니

다. 권리들끼리, 의무들끼리는 가성이 있습니다.

무상계약과 유상계약

1. 쉽게 말해 권리를 공짜로 얻는 계약을 무상계약(gratuitous contract)이

라 합니다.

2. 공짜가 아닌 경우를 유상계약(onerous contract)이라 합니다.

관계

1.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

다. 개념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2. 편무계약은 체로 무상계약입니

다. 단, 편무계약 중 유상계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계속성에 따른 구별

계속적 계약

1. 채무 이행이 시간적으로 계속인 계약을 계속적 계약(continuous con-

tract)이라고 합니다.

2. 예를 들어, 아래에서 볼 임 차, 사용 차, 근로, 위임 등 계약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권리 의무

A B

권리

대가

권리

의무

의무

A B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

편무계약인데도 유상계약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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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1. 이에 비해 채무 이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현되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

(non-continuous contract)이라 합니다.

2. 예를 들어, 아래에서 볼 매매, 증여, 교환 등 계약은 일시적 계약입니다.

상대적인 구별

1. 물론,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 적인 개념입니다.

2. 예를 들어, 신문이나 우유를 매일 배달시키는 경우는 이른바 계속적 매매

계약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일시적 계약으로 보는데, 이 경우의 

매매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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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사례
Example of Contract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어린 왕자」

증여

개념

1. 증여(donation)란, 쉽게 말해 물건을 주는 계약입니다. 돈, 부동산, 동산 

등은 물론, 저작권 같은 재산도 증여할 수 있지요.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

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주는 사람을 증여자(donor), 받는 사람을 수증자(donee), 증여 상을 목

적물로 부릅니다.

3. 증여계약은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물론 그 자

리에서 바로 줄 수도 있지만, 그 때도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이 먼저 있고 그

에 따라 물건을 처분하는 거죠.

사례

김용완 씨는 패 리 레스토랑인 '페니건스' 쿠폰이 생겼는데, 아쉽게도 같이 갈 

사람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한 동료인 이성준 씨는 그럼 그 쿠

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완 씨는 이성준 씨에게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목적물 없이도 말만으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효과

1.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목적물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

2. 수증자는, 증여자로부터 목적물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1=2).

의무 권리

증여자 수증자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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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소유권

증여계약을 하는 순간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기

기로" 하는 합의일 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징

1. 의무자는 증여자뿐이므로, 편무계약입니다.

2. 그리고 무상계약입니다.

3. 일시적 계약입니다.

매매

개념

1. 매매(sales)란,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입니다. 돈을 내기로 한 것 빼고는 증

여와 같습니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파는 사람을 매도인(seller), 사는 사람을 매수인(buyer), 매매 상을 목적

물, 그 가인 돈을 매매 금이라 부릅니다.

3. 역시 물건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물

론, 그 자리에서 바로 돈과 물건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어디

까지나 법적으로는 매매계약이 먼저 있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각자 돈과 

물건을 처분하는 거죠.

사례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에게 자기 집에 있는 남는 바이올린을 팔기로 했습니다.

효과(목적물에 관하여)

1. 매도인에겐,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 

2. 매수인에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1=2).

효과(매매대금에 관하여)

1. 매도인에겐,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매수인에겐, 매도인에게 돈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1=2).

권리

권리

돈

목적물

의무

의무

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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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소유권

매매계약을 하는 순간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기

기로 하는 합의일 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징

1. 매매계약은 물건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의무를 갖고, 돈에 관해서는 매수인

이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가관계에 있지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2. 따라서 당연히 유상계약입니다. 매도인은 물건이라는 가를, 매수인은 돈

이라는 가를 각각 지출하게 되므로, 공짜가 아니죠. 

3. 일시적 계약입니다.

교환

1. 교환(exchange)이란, 쉽게 말해 물물교환 

계약을 말합니다.

2. 쌍무계약, 유상계약, 일시적 계약입니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용대차

개념

1. 사용 차(loans of use)란, 쉽게 말해 공짜로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입니

다. 즉, 빌려주고 어느 시점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인데, 무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

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빌려주는 사람을 주(lender), 빌리는 사

람을 차주(lendee), 사용 차 상을 목적

물이라고 부릅니다.

3. 역시 물건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권리

권리

목적물 B

목적물 A

의무

의무

당사자 당사자

권리

목적물

의무

대주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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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용완 씨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속초에 갈 일이 생겼는데 마침 차가 고장이 났

습니다. 그래서 동료 이성준 씨에게 하소연을 하였더니, 이성준 씨가 그럼 며

칠 동안 자기 차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김용완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기간 만료 전)

1. 주에게는,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생

깁니다.

2. 차주에게는, 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1=2). 

효과(기간 만료 후)

1. 주에게는, 차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

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차주에게는, 주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

무가 생깁니다(1=2).

사용대차와 소유권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주에게 있습니다.

특징

1. 기간만료 전에는 의무자는 주뿐입니다. 기간만료 후에는 의무자는 차

주뿐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편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무상계약

입니다.

2. 계속적 계약입니다.

임대차

개념

1. 임 차(lease)란, 쉽게 말해 돈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즉, 빌

려주고 어느 시점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인데, 유상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유상인 사용대차가 곧 임대차입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

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권리

목적물
반환

의무

대주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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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려주는 사람을 임 인(lessor),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lessee), 임 차 

상을 목적물, 그 가를 차임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임 차"는 임 인 

입장에서는 임 ,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입니다.

3. 역시 물건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물건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사례

서울에 살던 김용완 씨는 일 때문에 강원 화천군에서 1년 살아야 하게 됐습니

다. 화천에 연고가 없어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1년만 지낼 거라서 월세, 전세 

등을 찾고 있습니다.

1. 월세는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달 얼마씩 임 인에게 내는 방식의 임차

입니다. 집을 빌리는 가로 매달 100만 원을 내는 식이죠.

2. 전세는 처음에 거액의 보증금을 냈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 로 돌려

받는 방식의 임차입니다. 가령 임 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

한 다음,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 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자 

없이 돌려줘도 됩니다. 임 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1억 원에 한 1년

치 이자를 얻는 셈이죠.

3. 속칭 '깔세'라고 해서 처음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차임을 내는 방식의 임차

도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한꺼번에 1,200만 원을 내고 1년 간 집을 빌리

는 거죠. 단기 임 차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4. 실제로는 위 방식들이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동시

에 두는 겁니다. 가령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월차임을 50만 원으

로 하는 거죠.

어느 경우든 가(돈)를 주고 목적물을 빌리는 것이므로 모두 임 차입니다.

월세 전세 깔세

차임 매달 지급
월차임은 없지만,

전세금의 이자 상당
한꺼번에 지급

보증금 대체로 있음 전세금 형태 없음

법적 성격 임대차

권리

권리

차임

목적물

의무

의무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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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부동산임대차가 많지만, 꼭 집을 빌리는 것만 임대차가 아닙니다. 가

령 자동차, 컴퓨터, 게임CD, DVD 등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계약도 법적으로

는 모두 임대차입니다.

효과(기간 만료 전 목적물에 관하여)

1. 임 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가 생깁니다.

2. 임차인에게는, 임 인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1=2).

효과(기간 만료 전 차임에 관하여)

1. 임 인에게는, 임차인으로부터 돈(차임)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임차인에게는, 임 인에게 돈(차임)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1=2).

효과(기간 만료 후 목적물에 관하여)

1. 임 인에게는,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임차인에게는, 임 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1=2).

효과(기간 만료 후 보증금에 관하여)

1. 임 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임차인에게는, 임 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1=2).

임대차와 소유권

사용 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여전히 임 인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월세 한 번 살아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

습니다.

특징

1. 기간만료 전에는 목적물에 관해서는 임 인, 차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의

무자이며, 서로 가관계가 있습니다. 기간만료 후에는 목적물에 관해서

는 임차인, 보증금에 관해서는 임 인이 의무자이며, 서로 가관계가 있

습니다. 따라서 임 차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유

상계약입니다.

2. 계속적 계약입니다.

권리

권리

보증금
반환

목적물
반환

의무

의무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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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개념

1. 소비 차(loans of consumption) 또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같은 양으

로 반환하는 겁니다.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

인 이상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상관 없는 물건을 체물(the replace-

able)이라고 합니다. 돈, 쌀, 술 등이 표적이죠. 이런 체물을 말 그

로 소비했다가 반환하는 방식의 여입니다.

대체물의 반대말은 부대체물(the irreplaceable)입니다. 사용대차는 부대체물

의 대여죠.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

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빌려주는 사람을 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2. 역시 체물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아

니라, 체물을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

입니다.

종류

1. 유상소비 차: 이자(interest)가 있는 소비 차입니다. 쌀 10말을 빌려주

고 1년 후에 쌀 11말로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1억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1억 1,000만 원으로 갚으라는 식입니다.

2. 무상소비 차: 이자가 없는 소비 차입니다.

유상 무상

부대체물 임대차 사용대차

대체물 이자 있는 소비대차 이자 없는 소비대차

사례

김용완 씨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해 심한은행에서 3,000만 원을 연 5%의 이율

로 빌렸습니다. 이자부 소비 차로 돈을 빌리는 건데, 소비 차에서 가장 빈번

한 유형입니다.

권리

목적물

의무

대주 차주



112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효과(기간 만료 전 목적물에 관하여)

1. 주에게는, 차주에게 목적물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

2. 차주에게는, 주로부터 목적물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1=2).

효과(기간 만료 후 목적물에 관하여) 

1. 주에게는, 차주로부터 같은 종류의 목적

물로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차주에게는, 주에게 같은 종류의 목적물

로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1=2).

소비대차와 소유권

1. "빌려준다"고 말했지만, 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빌려주는 순간 차

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가령 김용완 씨가 빌린 3,000만 원은 일단 

김용완 씨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3,000만 원을 마음 로 써

도 되는 겁니다.

2. 나중에 3,000만 원을 갚을 때 은행에 반환하는 돈은 처음에 빌렸던 그 

3,000만 원이 아닙니다. "누구도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헤

라이클레토스의 말처럼요.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특징

1. 기간만료 전에는 의무자는 주뿐입니다. 기간만료 후에는 의무자는 차

주뿐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편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무상계약입

니다.

2. 계속적 계약입니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특징

1. 기간만료 전에는 목적물에 관해서는 주가, 이자에 관해서는 차주가 의

무자입니다. 기간만료 후에는 의무자는 차주뿐입니다. 쌍무계약인지는 견

해 립이 있는데, 기간만료 전에 주목하여 쌍무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많

습니다.

2. 빌려주는 가로 이자가 있으므로 유상계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3. 계속적 계약입니다.

권리

목적물
반환 의무

대주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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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또는 근로

개념

1. 고용(employment)계약과 근로(labor)계약은 이론상 구별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하는 사람을 근로자, 노무자(laborer) 

또는  피용자(employee),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을 사용자(employer)라고 합니다.

특징

유상, 쌍무, 계속적 계약입니다.

도급

개념

1. 고용계약(근로계약)은 노무(근로)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러나 도급(contract)은 그것이 아니라 노무(근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

성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도급의 핵심은 일의 수행이 아니라 일의 

완성입니다.

기간만료 전 기간만료 후

사용대차 목적물 사용: 차주 목적물 반환청구: 대주

임대차
목적물 사용: 임차인

차임 청구: 임대인

목적물 반환청구: 임대인

보증금 반환청구: 임차인

이자없는 소비대차 목적물 사용: 차주 목적물 반환청구: 대주

이자있는 소비대차
목적물 사용: 차주

이자 청구: 대주
목적물 반환청구: 대주

권리

권리

돈(임금)

근로제공
의무

의무

근로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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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을 청부라고도 합니다.

2. 도급을 시키는 사람을 도급인(contractor), 

도급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contractee)이

라고 합니다. 도급인은 '도급준다'고, 수급

인은 '도급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담당변호사인 최성호 변호사와 면담약속을 잡고 만나러 가는

데, 버스가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중 택시가 왔습니다. 김용완 

씨는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명동으로 가 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나를 명동까지 운송한다"는 일의 완성과, 그 가(미터기를 기준으로 한 

택시비) 약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쌍방 의사표시 합치로 도급계약이 체

결된 것이지요.

2. 그밖에도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맡긴 경우도 도급계약입니다.

특징

1. 유상계약, 쌍무계약입니다.

2. 택시 사례처럼 일시적계약인 경우도 있고, 건축도급처럼 계속적계약인 경

우도 있습니다. 

하도급

1. 하도급(subcontract)란, 연쇄적인 도

급을 말합니다. 즉, 수급인이 제3자에

게 도급을 주는 겁니다.

2. 처음 수급인은 하도급을 준 자, 즉 하

도급인이 됩니다. 하도급을 받은 자는 

하수급인이라 부릅니다.

하도급관계는 건설사업에서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수급인은 계약 상

대방인 수급인(하도급인)에게만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에

서 특별히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하

도급대금을 받을 수도 있게 했습니다.

권리

권리

돈

일의 완성
의무

의무

수급인 도급인

도급
(원도급)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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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

한다.

12."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

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생략>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

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위임

개념

위임(delegation)이란, 쉽게 말해 사무를 맡기는 겁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임을 한 사람을 위임인(delegator), 위임을 받은 사람을 수임인(delegatee)

이라 합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얼마 전 산천어 한 마리를 잘못 먹어서 노로바이러스로 급성위장

염에 걸렸습니다. 김용완 씨는 너무나 아파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

다. 이러한 진료계약은 법적으로는 진료 및 치료라는 사무를 의사(병원)에게 맡

긴 것으로서,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특징

1. 유상위임은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달

라서, 사무처리를 성실히 한 이상 일을 실패해도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리

사무

의무

위임인 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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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

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이 결과채무라면, 위임은 수단채무입니다.

2. 무상위임은 무상, 편무계약입니다.

3. 유상이든 무상이든 체로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임치

개념

1. 임치(bailment)란, 쉽게 말해 물건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

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맡긴 사람을 임치인(bailor), 맡은 사람을 수치인(bailee)이라고 합니다.

특징

1. 유상임치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2. 무상임치는 무상, 편무계약입니다.

3. 계속적 계약입니다.

조합

개념

1. 조합(partnership, association)이란, 쉽게 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

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를 만드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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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출자(investment)라고 합니다. 경

영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을 분배(distribution)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합계약의 당사자이자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을 조합원(member)

이라 합니다.

권리

보관

의무

임치인 수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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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용완 씨는 동료 이성준 씨, 후배 인정연 씨와 친합니다. 어느 날 셋이 의기투

합하여 음식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이성준 씨는 현금을,

2. 인정연 씨는 식당 건물을,

3. 김용완 씨는 노무를 각각 제공하고

이익금은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동업계

약이 바로 조합계약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동업체가 조합입니다.

특징

유상, 쌍무, 계속적 계약입니다.

화해

소송상화해와 재판외화해

화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소송상화해(재판상화해, settlement in court)가 있는데, 제1강에서 공부

한 그것입니다.

2. 재판외화해(extrajudicial settlement)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해계약

(conciliation)입니다.

화해계약의 개념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례

김용완 씨는 임오현 씨와 이웃인데, 얼마 전 주택 경계선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

습니다. 김용완 씨는 울타리 선을 주장하고, 임오현 씨는 도랑 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상으로도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

다 최근 극적으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

고 다툼을 그만 두자고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리

권리

A

B
의무

의무

당사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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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증 제도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 채무를 보증(guarantee)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 신 돈을 갚아야 합니다.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보증한 사람을 보증인이라 부릅니다.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원래의 채무관계

를 "주채무"라고 부릅니다.

2.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보증

채무"라고 부릅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라고 

합니다.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특징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저당권설정

제1강에서 공부한 저당권 기억나시죠?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1. 저당권설정의 합의와,

2. 등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합의가 바로 저당권설정계약입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

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의 부동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적 

담보라고 합니다.

권리

저당권
설정 의무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보증
채무

주채무

채권자 보증인

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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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개념

1.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신 갚

는다'라는 합의입니다.

2.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주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험

개념

1. 보험(insurance)이란,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자가 돈을 주기로 하는 계

약입니다.

상법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보험회사가 보험자, 계약하러 온 고객이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을 걸어둔 

물건 주인이나, 팔·다리 주인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3. 보험계약자(고객)가 보험자(보험회사)에

게 매달 조금씩 내는 돈을 보험료(insur-

ance premium)라고 합니다.

4.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고객)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insurance money)이라 합

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체결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자신을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것

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특징

유상, 쌍무, 계속적 계약입니다.

권리

보증

의무

채권자 보증인

권리

권리

보험금

보험료
의무

의무

보험

계약자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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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념

1. 백화점, 레스토랑 등 가맹점에서 신용카드(credit card)를 제시합니다.

2. 그러면 회원의 신용을 믿고 카드회사(신용카드업자)가 신 입금을 해 줍

니다(결제 행).

3. 회원이 일정한 결제일에 그 금액을 카드회사에 납입합니다.

신용카드계약

1.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카드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

는 계약입니다.

2. 회원은 카드 금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 즉, 카드회사는 카드 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3. 카드회사는 결제 행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회원은 결제 행을 요구

할 권리가 생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생략>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생략>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생략>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

은 자를 말한다.

권리

권리

결제대행

카드대금
의무

의무

회원
카드
회사

카드대금

납부

입금물품

판매

회원
카드

회사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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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Formation of Contract

언약이란 여러 사람의 같은 상에 관한 합치다.

- Gnaeus Domitius Annius Ulpianus 

머리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mutual assent)로 성립(formation)합니다. 청약

과 승낙 모두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즉, 당사자의 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과 승낙

청약

청약(offer)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 방의 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기 하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1. 예를 들어 "내가 쓰던 노트북컴퓨터인 2012년형 애픔 맷북프로를 50만 원

에 팔겠다"라는 식이죠.

2.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령, 매매계약의 청약에는 목적물, 가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

을 반드시 정액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만 포

함되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3. 묵시적(implied)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령,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택시

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이 붙은 음료수가 

들어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입니다.

4. 청약만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승낙이 있어야

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청약

50만 원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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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승낙(acceptance)이란, 어떤 청약에 해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

시입니다.

1. 예를 들면, "네가 팔겠다는 그 노트북컴퓨터를 그 가격에 사겠다"는 식입니

다. 이처럼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약 거절(rejection)을 하면 계약이 불성립합니다.

2.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청약사항 전부를 동의해야 승낙으로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가령, 목적물에 해서는 동의하는데 가격에 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식의 부분승낙(partial acceptance)은 승낙이 아니라 거절로 봅니다.

3. 청약과 마찬가지로, 승낙 또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령, 자동판매

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법적으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

는 겁니다. 또한 청약에 응해 주문품을 보내주는 것도 묵시의 승낙입니다.

계약의 성립요건

이처럼 두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계약의 성립요건(re-

quirement for formation)"이란, 양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의 합치

(agreement)입니다.

1. 청약자가 한 청약 의사표시 내용과,

2. 승낙자가 한 승낙 의사표시 내용이,

모두 "50만 원에 K노트북을 판매(구매)하는 것"이라야 합치가 인정돼 계약이 

성립합니다.

노트북

청약

승낙

50만 원

50만 원

B

B

A

A

BA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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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유인

개념

말 그 로 상 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인(invitation of offer)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준비행위라 할 수 있죠.

사례

"내가 쓰던 노트북컴퓨터인 2012년형 애픔 맷북프로를 팔겠다. 한 번 가격을 

협상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매매 금이 특정되지 않은 제안입니다. 따라

서 청약 자체가 아니고, 청약유인입니다.

청약과 청약유인의 구별

계약의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매매 금, 목적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유인에 불과합니다.

1. 단지 "내가 쓰던 물건들을 팔겠다"라고 한다거나, 구인광고, "셋방있음" 광

고, "하숙구함" 광고 등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유인입니다.

2. 청약유인만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청약이 없는 겁니다.

교차청약

개념

양 당사자가 서로 청약을 했는데, 마침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교차청약

(crossed offer)이라 합니다.

교차청약의 효과

1. 원래 청약에 해서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2. 그런데, 교차청약이 있는 경우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쌍방 합

의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노트북

청약의
유인

돈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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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청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사례

1. A가 친구 B에게 "내가 쓰던 노트북컴퓨터인 2012년형 애픔 맷북프로를 

50만 원에 팔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 그런데 마침 A가 요즘 노트북컴퓨터를 팔고자 한다는 소문을 들은 B는 위 

이메일이 온 것도 모르고 A에게 "네가 쓰던 노트북컴퓨터인 2012년형 애

픔 맷북프로를 50만 원에 팔아라"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시다.

3. 그러면 교차청약에 해당하여, 위 노트북에 관해 50만 원을 매매 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

개념

그런데 만약 청약에 해 그 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승낙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modified acceptance)의 경우,

1. 법적으로는 거절(rejection)에 해당하면서,

2. 동시에 새로운 청약(counter offer)으로 간주합니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노트북

청약

청약

50만 원

50만 원

B

B

A

A

BA

노트북

변경승낙 거절 새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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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사례

5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에 해 40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했다고 하죠. 그러

면 법적으로는,

1. 50만 원으로 제안한 청약을 거절한 것인 동시에,

2. 40만 원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청약을 한 것입니다.

효과

1.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시에는 계약이 아직 불성립합니다.

2. 처음 청약을 했던 쪽에서 새로운 청약을 승낙해야 그 때 비로소 계약이 성

립합니다.

노트북

청약

변경승낙

50만 원

40만 원

B

B

A

A

BA

노트북

노트북

새 승낙

새 청약

40만 원

40만 원

B

B

A

A

BA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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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과 의사표시부존재

의사표시부존재의 개념

의사표시부존재란, 말 그 로 청약이나 승낙 같은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상황

입니다.

계약성립과 의사표시부존재의 구별

1. 계약의 성립, 불성립 여부는 어떤 의사표시가 있을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사표시가 2개 이상 "있어야", 그 둘이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따

질 수 있죠.

2. 애당초 의사표시가 없다면 다른 문제(불법행위 등등)는 있을 수 있어도, 원

칙적으로 계약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성립과 계약효력발생

효력발생요건의 개념

한편, 계약이 성립했다 해서 계약에 언제나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1. 물론 계약이 성립하면, 부분은 효력이 있겠죠.

2.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긴 했는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다

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re-

quirement for effect)"이라 합니다.

계약성립과 계약효력발생의 구별

1. 계약의 유효, 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즉,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 무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

니다.

의사표시
존재 여부

판단

계약의
성립 여부

판단

계약의
효력 여부

판단

유효한
계약!

유효한
계약인가? 무효불성립계약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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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Validity of Contract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 Adam Smith

머리에

배경사례

1. 청약의 유인: 장보예 씨는 이번에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려고 합니다. 장

보예 씨는 김용완 씨 집에 바이올린 몇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용

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올린 한 를 사고 싶으니 한 번 만나서 이야

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2. 청약: 약속장소에서 김용완 씨는 "자기 바이올린 중에 장인 양세훈 씨가 

수제로 만든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에 사라"고 하였습니다.

3. 변경을 가한 승낙: 장보예 씨는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것 아니냐며, 2,000

만 원에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김용완 씨의 청약을 거절한 

동시에, 장보예 씨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4. 승낙: 김용완 씨는 "알겠다. 그렇게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2,000만 

원에 바이올린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이 성립(formation)했습니다.

문제 발생

1. 그런데 가령 장보예 씨는 초등학생 연습용 바이올린도 그 정도 가격이 되

는 줄로 알고 있어서 매우 경솔하게 계약을 한 것이고, 김용완 씨도 장보

예 씨의 그런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합시다.

2. 또는, 원래는 수제가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30만 원짜리 량생산 바이

올린인데, 김용완 씨가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합시다.

기타 등등, 일단 성립한 계약이라도 이제는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가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

개념

1. 유효(valid)란, 어떤 법률행위(계약)가 효력

이 있다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행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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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계약은 아닙니다. 반 로, 계약

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러한 개인이 원하는 로 효과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

고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노트북컴퓨터를 중고로 

팔 때 30만 원에 팔든, 300만 원에 팔든 자기 자유이고, 사는 사람도 살지 말지

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체결하느냐 않느냐의 자유, 

2. 누구하고 체결할 것인가를 마음 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3. 쌍방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 

4.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유를 뜻합니다.

소결

1.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때문에, 어떠한 법률행위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2. 물론, 예외 없는 원칙 없죠.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효가 될 수도 있

습니다.

계약의 무효 

개념

1. 무효(void)란, 어떤 법률행위(계약)가 법적으

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

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성립한 계약은 유효할 수도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무제한 인정해 버리면, 불법이 조장되거나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 어떤 법률행위는 무

효로 하기도 합니다.

법률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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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마약을 5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도, 서로 돈과 물건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법률행위)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상

방의 궁박을 이용해 심한 폭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공정한 계약(법률행

위)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사법 입문 제11강: 민법총칙 PART 2 (흠 있는 계약) 중 "사회질서 위반인 법

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을 참고하세요.

2. 또 예를 들어 보죠. 야간근로에 해서는 시급을 50%를 인상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너무 궁박한 나머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야

간근로도 무급으로 하고, 휴가도 없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했다고 

합시다. 그 경우 무급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법적으

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

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생략>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

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

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민사법 입문 제11강: 민법총칙 PART 2 (흠 있는 계약) 중 "강행규정 위반 법

률행위" 부분을 참고하세요. 아래 고리 금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참

고하세요.

3. 고리 금 경우도 보죠. 이자를 연 50%로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이 경우 

연 25%를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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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로 한다.

소결

1.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엔 제한이 따르므로, 예외적으로 몇몇 법률행위는 무

효가 됩니다.

2. 앞서 본 사례들은 계약할 때부터 무효인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

다는 점에서 당연무효(void ab initio, void from the outset)라고 합니다.

계약의 후발적 무효

개념

1. 처음에는 일단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2. 그 후에 발생한 어떤 사유로 인해 무효로 되

기도 합니다.

이를 후발적 무효라고 합니다. 후발적 무효는 다

시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래적 무효

1. 어떤 사유가 있은 다음 부분만 무효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장래적 무효

라고 합니다.

2. 즉, 그 사유가 있기 전 부분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3. 예를 들어,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되, 네가 취직을 하면 그만 주겠다"라고 

계약했다고 합시다. 취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 지급계약은 그 

때부터는 무효로 됩니다. 원래 유효한 법률행위가 어떤 조건의 성취로 무

효로 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합니다.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법률행위 어떤 사유

무효

법률행위 어떤 사유

유효

무효

법률행위 어떤 사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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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 무효

1. 어떤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2. 이처럼 어떤 사유가 그 사유가 있기 이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급"한다고 말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연에서는 현재가 과거에 영

향을 줄 수 없지만, 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착오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나

중에 계약(법률행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가 의무는 아니므로,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를 하면 그 순간 계약(

법률행위)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생략>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후발적 무효

로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어떤 사유'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착

오로 계약을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두

에게 유익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계약의 후발적 유효

개념

1. 처음에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2. 그 후 발생한 어떤 사유로 유효로 되기도 합

니다. 후발적 유효라 합니다.

후발적 유효는 다시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래적 유효

1. 어떤 사유가 있은 다음 부분만 유효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장래적 유

효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어떤 사유

유효

법률행위 어떤 사유

무효

법률행위 어떤 사유

무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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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그 사유가 있기 전 부분은 여전히 무효

입니다.

3. 예를 들어, "네가 S 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사 주겠다"라고 계약했다고 합시다. 물

론 계약이 존재는 하지만 아직은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겁니다. 원래 무효인 법률

행위가 어떤 조건의 성취로 유효로 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조건을 정지조

건이라 합니다.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적 유효 

1. 어떤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를 소급적 

유효라고 합니다.

2.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허

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토

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경

우입니다. 만약 그러한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했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순간 계약(법률행위)은 처음부터 유효

로 간주됩니다. 여기서의 허가에는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

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략>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생략> 허가를 받

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효

법률행위 어떤 사유

무효

법률행위 어떤 사유

유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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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유동적 유효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봤죠. 

1. 일단은 유효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뭐래도 유효입니다.

2. 앞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유무효의 운명이 갈

립니다.

이런 것들을 "유동적 유효(fluid valid)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동적 무효

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계약"을 봤죠.

1. 일단은 무효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뭐래도 무효입니다.

2. 앞으로 허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유무효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런 것들을 "유동적 무효(fluid void)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후발적 무효 후발적 유효

장래적 해제조건 성취 등 정지조건 성취 등

소급적 유동적유효 상태에서 취소권 행사 등 유동적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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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Termination of Contract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조우성 변호사

계약의 해제

머리에

취소와 해제는 다른 개념이지만, 비교하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취소의 개념

1. 계약 체결 당시 어떤 문제(착오, 사기, 강박 등)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

면 일정 요건 하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cancellation)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취소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는, 취소권행사라는 후발적 사유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해제의 개념

1. 계약 체결 당시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문제(상 방이 의무를 다하

지 않는다거나 등)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정 요건 하에 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제(retroactive termination)할 수 있습니다.

2.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도 역시 계약이 유효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해야만 

역시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해제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역시 해제권행사

라는 후발적 사유로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의 해지

해지의 개념

해지(nonretroactive termination)란, 계속적 계약(임 차 등)에서 일정한 사

유가 있을 때 장래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계약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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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3. 7. 26. 원룸 월세계약(임 차)을 해서 2015. 7. 25.까지 2년간 임

차인이 매달 50만 원씩 내고 살기로 했다고 합시다.

2. 그런데 임차인이 2013. 9.경부터 계속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임 인이 참다 못해 2013. 12. 29. 임 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4. 그러면 피장파장 2013. 12. 29.부터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원

룸을 사용할 수 없게 해도 됩니다.

소급효 여부

해지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오직 장래에 해서 무효로 됩니다. 즉, 장래

효만 있습니다.

1. 해제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와 해지는 다릅니다.

2. 해지되기 전에는 법률관계가 유효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로 되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은 지금까지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급효가 없기 때

문입니다.

취소 해제 해지

적용대상 불문 (주로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법률행위 당시 유효

취소권 등의 행사 결과 소급적 무효 장래적 무효

취소권 등의 발생 사유 법률행위 당시 사정 법률행위 이후의 사정

결론

1. 해제권의 행사는 후발적 소급적 무효사유입니다.

2. 해지권의 행사는 후발적 장래적 무효사유입니다.



136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급부부당이득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부당한 이득을 얻지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Hēsíodos

개념

급부

1. 계약 내용 로 상 방에게 무언가를 지급하는 것을 '급부'라고 말합니다.   

2. 급부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얻고, 급부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 손실을 얻

게 되었죠.

3. 그래도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준 거니까 원래는 문제가 없고, 반환할 것

도 없습니다.

부당이득

1. 누군가 법적으로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 그 이익을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라 합니다.

2. 단순히 이익이 '부당하다'고 해서 모두 부당이득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만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급부

계약
A B

무언가

원인 없는 급부

A B
무언가

보유 가능

계약
A B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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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이득자는 부당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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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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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계약

문제점

그런데 만약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법률행위)이 무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떻게 될까요?

급부부당이득

1. 비록 계약이 성립했지만 그것은 말 그 로 효력이 없습니다. 급부는 법적

으로 원인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득자(급부를 받은 사람)는 손실자(급부

를 준 사람)에게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도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

2. 이처럼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를 급부부당이득이라 합

니다. 이를 돌려주는 것을 급부부당이득의 반환(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이라 합니다.

계약에 따른 급부

계약
(무효)

A B
무언가

보유 불가
반환해야

A B

무언가

보유 불가
반환해야

A B

무언가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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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급부하지 않은 경우

물론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애당초 급부한 것이 없었다면, 돌려 줄 것도 없을 것

입니다. 계약이 무효니까 그냥 급부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정리

1. 이미 급부한 것에 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 아직 급부하지 않은 것은 급부의무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문제점

만약 사기를 당해 700만 원을 사기꾼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400만 원은 이미 줬고, 300만 원은 앞으로 줄 금액입니다. 이 때 급부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취소를 하기 전

1. 취소를 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계약(법률행위)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2. 감정적으로는 사기꾼이 급부를 보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부당이득이라 볼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

드렸죠. 급부를 받은 것이 있다면, 비록 사기꾼이 받은 거라 해도 어디까

이미 급부한 것

아직 급부하지 않은 것

부당이득 O

급부의무 X

계약
무효

급부의무X
A B

무언가

계약
(무효)

계약에 따른 급부

계약
(유동적 유효)

A B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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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그 유효한 계약에 근거해서 받은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은 여전히 있

지요. 즉, 400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사기꾼이라도 반환할 것이 

없지요.

3. 계약만 하고 실제 급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300만 원 부분은 어떤가요? 

이 경우 사기꾼은 유효한 채권자이고 나는 채무자이니, 내게 그 300만 원

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이 나를 상 로 300만 원을 

달라는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취소권의 행사

1. 그것이 싫으면, 취소를 하면 됩니다. 취소를 하면 이제는 처음부터 700만 

원의 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2. 사기꾼이 보유한 4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 400만 

원 급부를 보유할 근거가 원래는 증여계약이었는데, 그 증여계약이 무효

가 되었으므로 결국은 근거가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400만 원은 부당이

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유 가능

계약
(유효)

A B

무언가

급부의무

계약
(유효)

A B

무언가

계약 취소권 행사

유효

계약 취소권 행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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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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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직 급부를 하지 않은 300만 원 부분은 어떤가요? 증여계약은 모두 처음

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사기꾼이 내게 3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을 걸더라도 사기꾼이 패소하게 될 겁니다.

해제할 수 있는 계약

해제를 하기 전

1. 법적으로 계약(법률행위)이 유효합니다.

2. 이미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

니다.

3.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급해야 합니다.

해제권의 행사

1. 해제를 하면, 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급부의무X
A B

무언가

계약
(무효)

보유 불가반환해야

A B

무언가

계약
(무효)

계약 해제권 행사

유효

계약 해제권 행사

무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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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부를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 돌

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 중에서도 계약을 해제할 때의 부당이득반환을 "원상회복

(recovery)"이라 부르고, 특별히 취급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기억하세요.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생략>

3. 아직 급부를 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급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래는 

급부를 해야 할 줄로 알았는데, 계약이 해제되면서 이제 급부를 하지 않아

도 되는 효과가 있지요. 이를 계약해제의 해방효라고 부릅니다.

급부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머리에

급부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때, 반환범위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이자도 반

환할 것인가에 한 논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급부를 받았다면, 그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받은 돈을 일부 도박으로 날린 경

우에는 남은 돈만 반환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서도 급부를 받았다면, 현재 돈이 남아

있든 탕진했든 간에, 받았던 이득액 전액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붙여 반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 방에게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합니다. 어떤 취지

인지 알겠죠?

급부의무X
A B

무언가

계약
(무효)

보유 불가반환해야

A B

무언가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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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good faith, bona fide)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악의(bad 

faith, mala fide)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뜻, 해칠 의

도,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즉, 법률용어는 일상적 용어와 다

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경우

1. 미성년자가 혼자 법률행위를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취소의 효과는 역시 소급적무효인데, 그 반환범위는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

다. 즉, 그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이 무

효로 될 것을 미성년자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 없습니다.

3. 미성년자 등에게 유리하게 하여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취지로 생각하

면 됩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급부를 받았든, 알고 받았든 상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

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제3편 채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터 제749조까지]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등]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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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

합니다.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부터 제

553조까지]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생략>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민법 제748조가 규정하고 있지만, 해제의 경우 그]에 

관한 특칙[으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우선적용

해야 한다.]

당연무효 취소권행사 해제권행사

사유 사회질서 위반 등 착오, 사기, 강박 등 미성년자 등 이행지체 등

효과 당연무효 후발적 소급적 무효

부당이득 
반환 근거

일반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반환 범위
선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악의: 이자 붙이고 손해배상까지

현존이익 

한도 반환

이자 붙이고

 손해배상까지

아직 급부 
안 한 부분

급부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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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변하는 이유로는 본인 의사 때문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슨 권리 의무

가 생긴다"는 식으로 법이 정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

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그때 배상액

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Basic Tort Law

제3강

Pieter Bruegel the Elder
The Fall of the Rebel Angels, 1562

Oil on oak, 117 × 16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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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일을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아라. 

빨리 하려고 들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이익을 돌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자

 

머리에

오늘은 김용완 씨의 청구 중 휴 전화기 파손으로 손해 100만 원을 배상해 달

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청구의 근거

월급 청구와 차이

린 월급 400만 원 달라는 청구의 근거는 장혜성 씨의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에 있지만, 100만 원 손해배상 하라는 청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

니다.

법률요건으로서의 불법행위

1.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불법행위(tort)라 합니다. 정확

히는 차차 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장혜성 씨가 김용완 씨의 휴 전화기를 

파손한 건 불법행위입니다.

2. 이처럼 불법행위라는 사건 때문에, 김용완 씨가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생

기고, 장혜성 씨는 100만 원 줄 채무가 생깁니다. 법률관계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법률요건(legal requir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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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장혜성김용완

불법행위
사실

법률관계

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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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본질

법률행위가 아님

법률요건이긴 하지만,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즉, 계약이나 단독행위가 아닙니

다. 의사표시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1. 당사자들이 채권채무관계를 만들려 한 결과 채권채무관계가 생긴 게 아닙

니다. 약속이나 합의로 채권을 만든 게 아닙니다.

2. 불법행위를 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생긴다고 민법이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

다. 약속, 합의는 없었지만, 불법행위라는 사건이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소결

한 마디로, 김용완 씨의 100만 원 채권은

1. 약정채권(claim by agreement)이 아니라,

2. 법정채권(claim by statute)입니다.

조언

만약 여기까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불법행위법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더 빠른 방법입니다.

법률요건

법률행위
계약

OOOO
단독행위

XXXX

불법행위

의
사
표
시
X

의
사
표
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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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 종류
The Classification of Tort

이러한 분류는 단지 분류 그 자체를 위하여 사고의 서랍을 만들어 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일정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것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일반불법행위

개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

위가 성립합니다. 일반 불법행위(gen-

eral tort)는, 말 그 로 일반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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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합니다.

2.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합

니다.

고의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천사마 씨는 나순아 씨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나순아 씨와 시비가 붙었

습니다. 천사마 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나순아 씨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

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했습니다.

1. 천사마 씨는 가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나순아 씨는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장혜성 씨는 김용완 씨의 휴 전화기를 실수로 파손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1. 장혜성 씨는 가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김용완 씨는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결

일반 불법행위의 효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

가해자피해자

손해배상 채권

채권자 채무자

가해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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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개념

여럿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을 공동불법행위(joint tort)라 합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가해자들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조복장 씨, 한성갈 씨, 최힘찬 씨는 종로에서 뺨을 맞고 기분이 나쁘다며, 한강

에서 함께 지나던 행인인 김겸손 씨를 폭행했습니다.

1. 조복장 씨, 한성갈 씨, 최힘찬 씨 모두 가해자로서 각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김겸손 씨는 피해자로서 3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최고야 씨, 김동군 씨, 박예정 씨는 같은 병원 의사들입니다. 홍은형 씨가 입원

해서 위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홍은

형 씨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1. 최고야 씨, 김동군 씨, 박예정 씨 모두 가해자로서 각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홍은형 씨는 피해자로서 3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원 왕청룡 씨는 박순진 씨를 속여, 박순진 씨가 왕청룡 씨

가 알려준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위 계좌는 제갈명 씨 명의인데, 

불법행위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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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룡 씨가 미리 제갈명 씨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비 번호와 함께 달라."고 요구해 받아 두었던 겁니다. 왕청룡 씨는 제갈명 씨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도망갔습니다. 제갈명 씨는 자기 명의 계좌

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합시다.

1. 왕청룡 씨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 제갈명 씨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고의는 없지만, 결

과적으로 자신의 실수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가능했던 겁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걸로 봅니다.

3. 박순진 씨는 피해자로, 왕청룡 씨와 제갈명 씨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결

공동 불법행위의 효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수불법행위

개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불법행위를 가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돈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또는, 물건(돌멩이 등)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물건(돌멩이 

등)을 상 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누군가 신 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져야 합니다. 이것도 불법행위 책임인데, 특수불법행위라 합니다.

1. 직접 가해자 또는 물건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문제와 별개로,

2. 가해자나 물건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피해자는 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 책임 

한이발 씨는 미친 사람입니다. 민호진 씨가 한이발 씨를 감독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합시다. 한이발 씨가 지나가는 홍미영 씨를 도끼로 찍어 중상을 입혔다

고 합시다. 감독자 책임(supervisor's liability)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채권

채권자

채무자들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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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이발 씨는 직접 가해자이지만, 심신상실

자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민호진 씨는 한이발 씨의 법정감독의무자

로서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

3. 홍미영 씨는 피해자로서 민호진 씨를 상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미성년자] 또

는 제754조[심신상실자]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판별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감독자 책임(parental liablity)을 집니다. 

사용자 책임

최태운 씨는 가게에 아르바이트생 맹호열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맹호열 씨

는 손님인 손건태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맹호열 씨는 손건태 씨의 배를 발로 

강하게 차 손건태 씨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용자 책임(employer's liability) 

문제입니다.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질 을 때, 사용자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맹호열 씨는 피용자(고용된 사람)이며 일

반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 최태운 씨는 사용자(고용한 사람)로서 사

용자 책임을 집니다.

3. 손건태 씨는 피해자로서 맹호열 씨와 최

태운 씨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

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공작물 책임

김보연 씨는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공간을 아끼기 위해, 계단을 비정상적으

로 높고 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구수운 씨가 가게에 방문했다 계단 구조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공작물책임(structure liability) 문제입니다.

감독관계

피해자 가해자

감독자

불법행위

고용관계

피해자
가해자

(피용자)

사용자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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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은 직접 가해물이지만, 계단 자체가 권

리나 의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2. 김보연 씨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

상 책임을 집니다.

3. 구수운 씨는 피해자로서 김보연 씨를 상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생략>

동물관리자 책임

오와택 씨는 미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제 로 관리를 하지 않아 미친 개가 심

현목 씨를 물어 심현목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동물관리자 책임 문제입니다.

1. 미친 개는 직접 가해 동물이지만, 개 자체

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2. 오와택 씨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심현목 씨는 피해자로서 오와택 씨를 상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소결

특수 불법행위의 효과로, 누군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설치·보존

피해자 공작물

점유자

하자

보관

피해자 동물

점유자

가해

손해배상
채권

피해자

누군가

채무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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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Tort Liability on Special Law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오래된 법언

기초개념: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개념

1. 동일한 사안에 A법과 B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합시다.

2. 만약 A법이 일반법이고 B법이 특별법이라면, B법을 우선해 적용합니다.

3. 즉, 특별법(the special)은 일반법(the general)에 우선합니다. 

사례

유영천 씨는 칼을 들고 김숙녀 씨를 협박해서 강제로 김숙녀 씨와 성교를 했

습니다.

1. 일단 형법 제297조에 있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2.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에도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

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강간에 관해서는 위 특례법(B법)이 형법(A법)에 비해 특별법이므로, 위 특례법

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위로 2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특별
구성요건

일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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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책임

개념

국가( 한민국)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두 국가배상(state com-

pensation)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이 잘못하거나, 국가가 설치한 시설에 어

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보다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을 우선 적용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

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생략>

1. 공무원(public officer) 또는 영조물(establishment) 자체가 손해배상 책

임을 지는지 문제와 별개로,

2. 한민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책임

나명성 씨는 길을 걷다가 지명수배범과 닮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

니다. 경찰 황국영 씨는 나명성 씨를 심문하며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

한 국가의 책임, 줄여서 공무원 책임(public liabilty) 문제입니다.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생략>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생략>

참고로, 위 "공무원 책임"이라는 용어는 널리 쓰지는 않습니다.

1. 황국영 씨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 한민국은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3. 나명성 씨는 피해자로서 황국영 씨와 

한민국 모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관리 감독

피해자
가해자

(공무원)

국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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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

심재후 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심하게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차체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장마 때 생긴 구멍인데,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합시다.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책임, 줄여서 영조물 책임(establishment liablity) 문제입니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

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생략>

1. 한민국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

상 책임을 집니다.

2. 심재후 씨는 피해자로서 한민국에 손

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영조물"이란, 도로, 하천, 

공공시설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소결

1. 공무원책임은, 국가의 사용자책임 격이죠.

2. 영조물책임은, 국가의 공작물책임 격이죠.

국가배상 책임의 효과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행자 책임

개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히 취급합니다. 즉, 

민법보다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합니다. 운행자 책임(oper-

ator's liability) 문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

여는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영조물

국가

하자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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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driver)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문제와 별개로,

2. 가해 자동차를 관리하는 자, 즉 운행자(operator)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

다. 보통은 자동차 소유자를 운행자로 봅니다.

3. 피해자는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조영기 씨는 자기 차를 몰다가 실수로 도진완 씨

를 쳐서, 도진완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1. 조영기 씨는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

니다.

2. 도진완 씨는 피해자로서 조영기 씨에게 손

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씨의 보험사에서 조영기 씨와 함께 책임을 같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도진완 씨는 조영기 씨와 조영기 씨의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결

운행자 책임의 효과로, 운행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조물 책임

개념

제조물(product) 결함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취급합니다. 제조물 책임(product lia-

bility) 문제입니다. 민법보다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생략>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민법 불법행위 조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동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피해자 운전자

운행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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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

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

는 것을 말한다. <생략>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

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1. 제조물 자체는 물건이므로, 제조물 자체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는 없습

니다.

2.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나시청 씨는 TV 1 를 주문했는데, 시청 

중 폭발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TV 자체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2. XX전자 주식회사는 제조업자로서 손

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나시청 씨는 피해자로서 XX전자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소결

제조물 책임의 효과로, 제조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제조물

제조업자

하자

제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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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책임

개념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특별히 취급합니다. 민법보다 

환경정책기본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

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

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

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확정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현 제44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

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

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원인을 발생시킨 자, 즉 원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피해자는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농부 송민아 씨는 최근 공장폐수 때문에 심각한 재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공

장폐수는 OO중공업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1. OO중공업 주식회사는 원인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송민아 씨는 OO중공업 주식회사에

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결

원인자 책임의 효과로, 원인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환경오염 등

원인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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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
Establishing Tort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규칙이 법이라면, "네 이웃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가 

된다. 그 때 법률가의 질문은 바로 "그러면 누가 이웃인가?"이다. - Lord Atkin

머리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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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2. 위법행위를 해서

3. 그로 인해

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5.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옥상에서 돌을 던져 누군가 맞아 다쳤다고 합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봅

시다.

고의

개념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

는 심리상태[이다.]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고의를 인

정합니다.

1. 결과발생의 인식

2. 결과발생의 의사

책임능력

위법성
고의

손해

과실
인과
관계

책임능력

위법성
고의

손해

과실
인과
관계

결과발생 인식

결과발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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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옥상에서 친구들과 돌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던진 경우, 고의가 없습니다. 고의

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발생의 인식

결과발생을 예상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사람이 맞을 줄 알았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결과발생(consequence)만 인식하면 되지, 자신의 행위가 불법(illegality)

이라고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돌을 던져 사람을 맞추는 

게 법에 위반된다는 걸 몰랐더라도, 고의는 얼마든지 인정됩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

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발생의 의사

결과발생을 의도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사람을 맞춘다는 의사가 있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행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누구라도 맞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던졌다고 합시다. 이것도 결과발생을 의도한 걸로 봅니다. "사

람을 맞춘다"는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불법행위 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본다.]

과실

개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생략>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한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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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negligence)이란 쉽게 말해 부주

의입니다. 다음 두 가지 모두 있어야 과

실을 인정합니다.

1. 결과발생의 인식이 가능 

2. 결과발생의 회피가 가능

사례

사람이 전혀 지나다닐 리 없는 건물 옥상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웬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돌에 맞아 다쳤다면, 과실

도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발생의 인식 가능

결과발생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즉,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

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

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생

략>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

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생략>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결과발생의 회피 가능

결과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돌을 안 던져도 되는 상황이라거나, 돌을 꼭 던져야 한다면 아

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거나 해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즉,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능력

위법성
고의

손해

과실
인과
관계

결과발생 인식 가능

결과발생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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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판단 기준

1. 과실은 추상적으로(abstractly) 판단합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

람은 주의깊고, 어떤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여기서 사회평균인의 주의 정

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2. 사례는 구체적으로(concretely) 판단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

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고의와 과실의 관계

형법에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

문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문제이므로, 가해자의 심리상태가 중요

한 겁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생략>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

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유무를 논[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생략>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피고[의사]가 원고[환자]의 조루 증상의 치료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음경배부신경차

단술]을 선택한 것[에는] <생략>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손해의 배상 

책임까지는 없다. 그러나] 피고[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과실이 있으므로] <생략>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큼은 인정되는 사안이다.]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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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

별한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

이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에 관해, 고의와 과실 구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메워주는 문제이므로, 가

해자의 심리상태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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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

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물론, 대체로 그렇다는 의미이지,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

민사적으로, 아래 1, 2, 3 사례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아래 4 사례는 가해자에게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1. 확정적 고의: "사람을 맞춰야겠다."

2. 미필적 고의: "사람이 맞더라도 괜찮다."

3. 과실: (만연히) "사람이 맞을 리는 없겠지."

4. 무과실: (사고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맞을 리는 없겠지."

고의 과실

형법
≠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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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개념

1. 위법성(illegality)이란, 쉽게 말해 법에 위반된다

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가해행위가 법질서에 반하

여 사회생활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만약 가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

법성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위법성을 깨뜨리

는 것인데, 이를 위법성 조각이라 부릅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를 위법성조

각사유(justification)라 부릅니다.

사례

떼강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져 방어한 것이라면, 가

해행위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항해 방어 목적으로 하는 가해행위를 정당방위

(self-defense)라 합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없습니다. 

1. 예를 들어, 위 떼강도 사건에서 돌을 던진 건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없

습니다.

2. 방어 목적이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가령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여전히 위법합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생략>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행위를 긴급피난(necessity)이

라 합니다. 역시 위법성이 없습니다.

1.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 밖으로 도망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져 

창문을 깬 것이라면,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2. 피난 목적이 아니라면 긴급피난이 아닙니다. 불이 나자 평소 악감정을 갖

고 있던 집주인에게 분풀이로 창문에 돌을 던진 뒤, 창문이 아닌 문으로 

유유히 빠져 나왔다고 합시다.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여전히 위법합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책임능력

위법성
고의

손해

과실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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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 기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

다만, 몇 가지 유형별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1. 생활방해(nuisance)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

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

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

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명예훼손(defamation)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생략>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

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

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

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권의 침해(claim infringement)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생

략>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생략> 제3자가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

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

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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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4. 권리행사(exercise of right)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

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

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였다는 것인바, <생략>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생략>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손해 

개념

불법행위(tort)로 인한 손해(damages)란, 불법행위 때

문에 피해자(victim)가 입은 손실을 말합니다. 옥상에

서 돌을 던져 10만 원짜리 꽃병 1개가 완전히 깨져 전

혀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만 원의 손해가 발생

합니다.

손해는 불법행위 말고도 "채무불이행"에서도 문제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

서는 나중에 차차 배울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

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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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살포시 떨어져 누구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합시다. 손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의

1. 불법행위가 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2. 따라서 손해의 발생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3.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받습니다.

인과관계

개념

1.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causation)가 

필요합니다.

2. "만약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

았을 것이다"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조건

적 관계(conditional relation)라 합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생략>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

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즉, 인과관계가 없

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례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잠시 뒤 누군가 손을 다쳤다면서 찾아와 배상을 요구

합니다. 알고 보니 엉뚱한 곳에서 일하다가 망치에 손을 다친 것이지, 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불

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이지만, 법학에서는 법적으로 평가합니다. 경험상 어

떤 행위로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보통일 때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

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proximate causation)라 합니다.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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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령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돌도 던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모님이 나

를 낳아준 것과 돌 맞은 사람의 피해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2. 하지만 법학에서 이런 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

는 것이 경험상(experience rule)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

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이념적 또는 법률

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

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있

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3.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는 다시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 구체

적, 개별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침해를 당하는 이익]

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책임능력 

개념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

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합니다.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라 해서 불법행위능력

이라고도 합니다.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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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살 짜리 꼬마가 옥상에서 돌을 던져 지나던 사람이 돌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

다. 가해자(꼬마)의 고의나 과실은 얼마든지 인정됩니다. 위법하기도 하죠. 그

러나 가해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 물론, 부모가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2. 직접 가해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나이가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미성년자(minor)가 책임능력이 없

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1. 미성년자 중에서도 판단능력(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정도가 돼야 책

임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이 전쟁놀이 중 장난감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총

으로 땅콩 크기의 돌을 발사하여 같이 놀던 아이의 좌안을 실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책임능력을 부정한 사례]

2. 뒤집어 말하면, 미성년자라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정신이상으로 책임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심신상실(insanity)이란, 쉽게 말해 

미친 겁니다. 정신이상 때문에 판단능력이나 제어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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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판단 기준

미성년자든 심신상실자든, 핵심은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체로 초등학교 졸업 연령이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부터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tendency)이 있습

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하여 획

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심신상실자의 경우: 역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체로 심한 정도의 정신

질환이 있는지 등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형사 책임능력과 비교

형법에도 책임능력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입니

다. 역시 미성년자와 심신장애가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비난하기 어

렵다고 해서 무죄 등을 선고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 19세가 아니라 1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과 다르죠. 

14세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어떤 단서

도 없습니다. 그냥 무죄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사 형사

미성년자 기준 19세 14세

미성년자 효과 일정 경우 책임능력 X 책임능력 X

2. 형사심신상실자: 쉽게 말해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나 

심신상실이라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심신상실 때문에 책임변식지능

이 없는 경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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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심신미약자: 쉽게 말해 약간 미친 사람입니다. 유죄이지만, 형을 감

경합니다.

책임능력, 미성년자, 심신장애 등은 용어 면에서 겹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

사는 다르므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 입문 제4강: 책임론 중 "책임

능력" 부분을 참조하세요. 

결론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2. 위법행위로

3. 다른 사람에 손해를 가하고,

4.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5. 책임능력이 있는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능력

위법성
고의

손해

과실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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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분류
The Classification of Damages

법학은, 미학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만들어서 법에 한 이해를 돕는다. 

- F. Colonna d'Istria

머리에

손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concept) 문제입니다.

대상에 따른 분류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economic damages)란,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입니다.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란, 그밖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생

명, 자유, 명예, 신용 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emotional 

damages)가 표적입니다. 이를 배상하는 돈을 위자료(consolation money)

라 합니다.

구조에 따른 분류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active damages)란, 기존 상태가 침해되어 재산이 감소하는 손

해입니다.

가령, 부서진 물건값, 치료비 등이죠.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passive damages)란, 앞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방해돼 받는 손

해입니다.

가령, 다쳐서 일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입니다. 일실손해(lost earnings)라고

도 부릅니다.

정신적 손해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치료비 등 배상

휴업손해 배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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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

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

투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침해이익에 따른 분류

이행손해

이행손해(expectation damages)란, 이행이익과 관련된 손해입니다.

신뢰손해

신뢰손해(reliance damages)란, 신뢰이익과 관련된 손해입니다.

일단은 이행손해와 신뢰손해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개념은, 민사법 입문 제8강: 채권의 효력 PART 2 (강제이행 대신 구할 

수 있는 것) 중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부분을 참고하세요.

손해범위에 따른 분류

통상손해

통상손해(ordinary damages)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보통 발생할 걸로 생각

되는 손해입니다.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항소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생략

>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

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다.]

1. 예를 들어, A가 B의 물펌프 1 를 부쉈습니다. 물펌프의 시가는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이 피해자 B의 통상손해입니다.

2. A가 B의 컴퓨터 1 를 부쉈습니다. 컴퓨터의 시가는 100만 원이라 합시

다. 그러면 100만 원이 피해자 B의 통상손해입니다.

3. A가 실수로 B의 전기시설을 완전히 부숴 버렸습니다. 전기시설은 50만 원 

상당이라 합시다. 그러면 50만 원이 피해자 B의 통상손해입니다.

특별손해

특별손해(extraordinary damages)란, 통상손해를 뛰어 넘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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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항소

통상손해[에서와 같은]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다.]

1. 위 사례에서, 마침 B는 물펌프를 C에게 1,40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해 놓

은 상태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자 B의 통상손해는 1,000만 원이고, 특

별손해는 400만 원입니다.

2. 위 사례에서 사실은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1,000만 원 상당의 중요 

자료가 들어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피해자 B의 통상손해는 100만 원이고 

특별손해는 1,000만 원입니다.

3. 위 사례에서 그 때문에 B의 수족관에 전기공급이 끊겨 전어가 모두 죽어서 

5,000만 원의 재산손해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자 B의 통상손해는 

50만 원이고, 특별손해는 5,000만 원입니다.

특별손해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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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방법
The Method of Damages

일단 생긴 손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손해는 오직 전보, 즉 메워질 수 있을 뿐이다.

- 곽윤직 교수

머리에

손해를 배상할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의 방법(method) 문제입니다.

배상 방식의 유형

금전배상 방식

금전배상(compensation) 방식이란, 손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그 돈으로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1. 물건을 부쉈는데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비를 줍니다.

2. 물건을 부쉈는데 수리 불가능할 정도라면, 물건의 시가 상당액을 줍니다.

3.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줍니다.

원상회복 방식

원상회복(restoration) 방식이란, 손해의 원인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이키

는 방식입니다.

1. 물건을 부쉈는데 수리할 수 있다면, 물건을 수리해 줍니다.

2. 물건을 부쉈는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줍

니다.

3.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다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금전배상 방식의 채택

원상회복 방식의 문제점

원상회복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회복해야 할 원래의 상태가 과연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를 알더라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회복해야 할지가 불분명해, 방법을 두

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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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4.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가능하더라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 원칙

그래서 민법은 금전배상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돌을 던져 10만 

원짜리 화분이 깨졌다면, 화분 자체가 아니라 화분 시가 상당액인 10만 원을 

줍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금전배상 의미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개념

1. 일시금(lump sum) 배상 방식: 가령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1

회의 지급으로 끝나는 배상 방식입니다.

일시금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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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금(periodical) 배상 방식: 가령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의 자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제한

1. 일시금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절차만 번잡하게 

하는 정기금 배상 청구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령 물건 파손으로 100만 원

의 손해를 본 사람이 하루에 100원씩 1만 일동안 배상할 것을 구하는 것

은 부적절합니다.

2. 거꾸로 정기금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일시금 배상을 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money)으로 배상할 의

무가 있습니다.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

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비

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권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

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지급과 일시금지급 중 어

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 자신이 임의로 선

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    기    금    배    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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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The Range of Damages

꼴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러 오기 전에 당신 척추의 가격부터 따져봐요, 워커씨… 

아울러 당신 자궁의 값어치도요, 산체스 양. 그 다음 계산기로 거기다 100을 곱하세요. 

그 이하면 나타날 생각도 말아요. -"에린 브로코비치" 중

머리에

손해를 배상할 때,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의 범위(range) 문제입니다.

배상 범위의 유형

전보적 손해배상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이란, 실제(actual) 손해를 끼친 만

큼만 배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손해액 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실제 손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배상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의미가 있습니다.

1.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벌합니다.

2. 손해의 재발을 막습니다.

전보적 손해배상의 채택

통상 손해

원칙적으로 통상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손해(ordinary damages)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보통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입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무엇이 통상손해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각각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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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

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

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손해

특별손해(extraordinary)란, 통상손해를 뛰어 넘는 손해입니다. 예외적으로 다

음 두 가지 경우에는 특별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합니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악의(예견한 경우): 배상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

2. 과실(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합리적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

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

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

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소송에서 다툼이 있다면,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악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통상손해까지만 배상받게 되겠죠.

사례

돌을 던져서 50만 원 상당의 전기시설을 완전히 부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수족관에 전기공급이 끊겨 전어가 죽어서 5,000만 원의 재산손해가 났다고 합

시다.

1. 만약 가해자가 전기시설이 전어가 있는 수족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통상손해 50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2. 만약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 5,000만 원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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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통상손해든 특별손해든, 어디까지나 실제 손해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가

령, 위 사례에서 5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모두 피해자가 실제로 입

은 손해입니다.

2. 결국 민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전보적 손해배상만 인정

하고 있습니다.

예견가능성 기준 시기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가 특별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히 불법행

위를 했다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별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2. 불법행위 당시에는 특별손해를 예견할 수가 없었다가, 사고 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통상손해까지만 배상하면 됩니

다. 가령 돌을 던질 때는 수족관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통상

손해까지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법 입문 제2강: 구성요건론 중 "인과관계" 부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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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의 산정
The Assessment of Economic Damges

계산이라는 과정은 그저 직관을 일깨운다. 계산은 실험이 아니다.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머리에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하는지 하는 산정(assessment) 문제

입니다. 앞서 본 손해의 개념(concept)에 기초해서,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과

정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

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산정의 표준시

문제점

1.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배상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표준시(standard time)가 필요합니다.

2. 산정의 표준시는 통상손해, 특별손해 모두에 공통인 문제입니다.

3.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와는 다

른 문제입니다.

표준시: 불법행위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생략>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사기]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

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고, 그 후 <생략> 부동

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사례

돌을 던져 화분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그 당시 화분 시가가 10만 원이었는

데, 그 직후 우연히 꽃축제가 열리면서 화분 가격이 갑자기 올라 20만 원이 되

었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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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일 것 같습니다.

2. 만약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1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적극적 손해의 산정

개념

쉽게 말해, 사고 때문에 지출하게 된 돈입니다.

물적 손해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감소한 가치 상당액 또는 수리비입니다. 100만 원 

짜리 물건이 70만 원 짜리로 되었다면, 30만 원 재산 손해가 있는 거죠.

2. 완전히 부순 경우: 그 물건의 시가 상당액입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부

쉈으면, 100만 원 재산 손해가 있는 거죠.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

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다.]

인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전액입니다.

2. 향후 치료비: 원칙적으로 향후 실제 치료가 필요한 전액입니다.

다만, 미래의 지출이기 때문에 산정방법에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

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

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

할 수밖에 없[다.]

소극적 손해의 산정

개념

쉽게 말해,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돈입니다. 일실손해(lost earnings)라

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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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개념

사고 이전엔 노동능력(ability to work)이 100%였는데, 사고로 노동능력이 

70%가 됐다고 합시다. 원래 하루에 10만 원 벌던 사람이었다면, 하루 7만 원

밖에 못 벌게 됐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

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

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1.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가 생긴 경우: 사고일부터 평생 몇 %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합니다.

2. 한시장해(temporary disability)가 생긴 경우: 사고일부터 한시적으로(가

령 3년, 5년, 10년) 몇 %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합니다. 그 기간을 장해

기간이라 합니다.

3. 입원(hospitalization)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만큼은 그냥 100%의 노동능

력상실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른바 전치 주수), 입원기간, 장해기간은 모두 별개 개념

입니다.

기준소득의 개념

"사고 전에 원래 얼만큼 벌 수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소득입니다. 보통은 월소득(monthly earnings)을 말합니다. 

1. 실제소득이 나타나 있다면, 실제소득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

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

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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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소득을 알 수 없다면, 추정소득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실제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소득은 보장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판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

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매년 2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이 보고서를 추정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소득인 일반노동임금도 이 보고서상 '보통인부'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당(daily wage)이 나와 있는데, 도시근로자는 보통 그 일당에 

22일을 곱한 값을 월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가동연한의 개념

1. 실제소득이든 추정소득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월소득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앞으로 몇십 년간 벌 금액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2. 그래서 벌 수 있는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인지 계산해서, 기준소득(월소득)과 

곱하죠. 그 값이 바로 일실손해(lost earnings)입니다.

3. 여기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정년이 바로 가동연한입니다. 가동연한까

지만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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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①]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

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

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②]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

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직업마다 다르지만, 가동연한을 60세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예를 들어, 미래의 어떤 달에 받을 200만 원을 미리 불법행위일에 지급한다면, 

200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1. 즉, 장래에 발생할 수입을 미리 받게 되는 셈이므로, 중간이자(interme-

diary interest)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과잉배상

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이처럼 미래의 200만 원을 "불법행위일 현재의" 금액으로 환원해야 합니

다. 그렇게 환원한 금액을 현가액이라 합니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

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략> 호프만식 계산법[단리 방식]에 의하여 중

간이식을 공제[해도 된다.]

중간이자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하는 계산법은 나중에 차차 배웁시다. 지금

은 중간이자 공제 및 현가액 개념, 필요성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사례

매우 건강하고 성년인 피해자가 2013. 11. 1.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손

과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기준소득(월) 명목소득액 현가액

노임단가 × 22일

가동연한 중간이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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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주라고 합니다.

2. 사고일부터 1달동안 입원 했습니다.

3. 사고일부터 3년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50%, 그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

률이 20%입니다.

4. 실제소득은 월 200만 원이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5. 정년이 되는 날이 2023. 10. 31.이라 합시다.

입원기간 한시장해 정년까지

기간
2013. 11. 1. ~ 

2013. 11. 30.

2013. 12. 1. ~ 

2016. 10. 31.

2016. 11. 1. ~ 

2023. 10. 31.

노동능력상실률 100% 50% 20%

기준소득(월) 200만원

명목소득액
1개월 동안 

200만 원

35개월 동안 

3,500만 원

84개월 동안 

3,360만 원

현가액 약 199만 원 약 3,248만 원 약 2,546만 원

현가액 합계 약 5,993만 원

그러면, 불법행위일 현재를 기준으로, 일실손해는 약 5,993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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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The Adjustment of Economic Damages

권(權)이란 이익과 손해를 치우침 없이 고려하는 것이다. - "경설"

머리에

지금까지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손해 전부 그

로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손해액"과 "배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도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

니다. 이것이 과실상계입니다.

2. 피해자가 손해발생으로 이익을 봤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

다. 이것이 손익상계입니다.

과실상계

개념

1.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 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합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knia.or.kr)에 가면, 실무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합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

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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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해자는 가해자가 옥상에서 돌을 밑에 떨어뜨릴 뻔하며 계속 위험하게 작업하

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굳이 그 바로 밑에서 스마트폰으로 "클

레이 오브 클랜"이라는 중독성 높은 게임을 하며 계속 앉아 있다가, 돌에 맞아 

다쳤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도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손해액이 200만 원이라 합시다.

2.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10%라 합시다.

3. 그러면 배상액은 180만 원[= 200만 

원 × (100-10)%]입니다.

취지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다음 두 개념은 비슷하지만, 엄 히는 서로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가해자의 '과실'

2. 과실상계 사유로서 피해자의 '과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건

1. 피해자에게도 과실(negligence)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가해자가 돌을 가

지고 옥상에서 놀고 있는 걸 피해자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

면 피해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과실비율

손해액 배상액

가해자 부담

피해자 부담

손해
200만 원

180만 원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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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도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피

해자가 건물 밑으로 굳이 가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돌에 맞을 상황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

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효과

1. 배상액 = 손해액 × (100% - 피해자의 과실비율)

2.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과실상계를 주장하

지 않더라도, 법원이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른 청구의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배상(compensation)에 적용합니다. 계약 내용 로 이행(per-

formance)을 하라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생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

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

기예탁금 계약에 기한 정기예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

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장혜성 씨에게 월급 4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1.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닙니다.

2. 이것은 이행청구입니다. 즉, "약속한 내용 로 이행하라"는 청구입니다.

3. 따라서 김용완 씨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D DN=D×(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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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를 해야 할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애당초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손해는 100만 원이고, 과실상계 비율은 40%라고 합시다.

1. 만약 70만 원을 청구하면 60만 

원을 인용합니다.

2. 만약 60만 원을 청구하면 60만 

원을 인용합니다.

3. 만약 50만 원을 청구하면 50만 

원을 인용합니다. 처분권주의 때

문에, 청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인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

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

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

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

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

고 할 것이다.

처분권주의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구조론 중 "처분권주의"를 참

조하세요.

과실상계 주장의 금지

실제 분쟁이 생기면, 체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액을 최 한 줄이려 합니다.

1.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금지합니다. 널리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른바 

개미귀신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

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

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00만 원
청구

과실상계
40만 원

청구액 인용액

손해
100만 원

70만 원
청구

60만 원
청구

5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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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게 아니라 단지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

지른 경우라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허용합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

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의칙이 무엇인지는, 민사법 입문 제10강: 민법총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서 배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의칙 위반이란 "너무한 것"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손익상계 

개념

손해 발생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

법행위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그 이익을 공제해

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offset of profits and 

losses)라고 합니다.

손익공제, 이득공제라고도 합니다.

사례

1. 사안: 옥상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피해자가 맞고 즉사했습니다. 피해자

의 상속인들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피해자가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앞으로 직장에서 받을 월급 등 총 

수입액이 3억 원이라고 합시다. 피해자는 사망으로 그 수입을 얻지 못하

게 되었습니다.

3. 이익: 한편, 피해자가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앞으로 지출할 식사비, 교통

비 등 총 생활비가 1억 원이라고 합시다. 피해자는 사망으로 그 지출을 면

하게 되었습니다.

4. 배상액: 불법행위로 인해 B는 3억 원의 손해(소극적 손해)를 본 반면, 1억 

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배상액은 2억 원(= 3억 원 - 1억 원)이 

됩니다(위자료는 논외로 합시다).

이득액

손해액 배상액

손해
200만 원

과실상계
허용

과실상계
금지부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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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만약 손익상계를 하지 않은채 그 로 배상을 받게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전

보다도 더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손보상

(전보배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

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 피해자에게 새로운 이득(profits)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을 던져 10

만 원짜리 화분이 파손되어, 그 가치가 1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여기

서 1만 원은 "이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익상계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손

해배상액은 9만 원일 것입니다. 1만 원의'이득(profits)'이 생겨서 9만 원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손해(losses)'자체가 9만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생략>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

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그 이득과 손해원인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득이 있더라도, 그 이득이 손해원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익상

계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

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그래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득액

손해액
10

9
9

9

1 1

배상액

(×) (○)

잔존값

손해액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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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념상, 이익이 손해에 응(correspondence)하는 성질이어야 합니

다. 이득이 손해에 응하는 게 아니라면, 손익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

위 2, 3요건은 넓게 보면 같은 요건입니다.

효과

1. 배상액 = 손해액 - 이득액

2. 손익상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손익상계를 주장하

지 않더라도, 법원이 손익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

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산정의 순서

문제점

1. 피해자의 손해는 100만 원,

2. 피해자의 과실은 30%,

3. 피해자의 이익은 30만 원이라 합시다.

과실상계를 먼저 할 경우

배상액은 40만 원입니다.

1. 과실상계를 하면 일단 70만 원[= 100만 원 × (100% - 30%)],

2. 거기에 손익상계를 하면 40만 원(= 70만 원 - 30만 원)이 나옵니다.

손해액 산정 손익상계

D DP=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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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를 먼저 할 경우

배상액은 49만 원입니다.

1. 손익상계를 하면, 일단 70만 원(= 100만 원 - 30만 원),

2. 거기에 과실상계를 하면 49만 원[= 70만 원 × (100% - 30%)]이 나옵

니다.

정당한 순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결론

재산상 손해 배상액(amount of property compensation)은 다음 순서로 정

합니다.

1. 재산상 손해액(amount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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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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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의 산정
The Assessment of Emotional Damages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 "탈무드"

머리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구별해야 합니다.

1. 가령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 배상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를 하

지 않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도, 재산상 손해와 재산 

이외의 손해액을 합산해 청구합니다.

방금까지 재산적 손해 배상 부분을 보았으니, 이제 정신적 손해 배상(emotion-

al damages)을 공부합시다.

개념

1.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2.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돈으로라도 메워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위자료(consolation mon-

ey)입니다.

사례

옥상 위에서 던진 돌에 맞아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치

료비는 전액 보험 처리가 되었고, 파손된 물건도 전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

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1. 돌을 맞을 때 깜짝 놀라고 아팠을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라도 메워 줘야 합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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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외의 손해 개념

정신적 고통

재산 이외의 손해로는, 정신적 고통이 표적입니다. 

실무상 "재산 이외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22442 판결

피고들[B, C]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생략> 피고 B가 아무

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피고 C에게 합계 [1700여만 원]

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

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피고 B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 피

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기타

그러나 "재산 이외의 손해"를 정신적 고통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

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

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회사]의 신용을 훼

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기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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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손해와의 관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 원칙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이

유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예외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

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

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침해 배상을 보완하는 위자료

1. 재산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위자료가 증액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

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는 있[다.]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

액의 확정이 불가능[한]<생략>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런 기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분류·확정이 가능한 <생략> 손해를 심

리·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할 수는 없다. 즉, 그와 같

이]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

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개념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

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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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와 Q는 친족입니다. P가 죽으면 Q가 슬픕니다. 

Q의 슬픔을 돈으로라도 메워 주는 겁니다.

1. 즉, 이 위자료청구권은 사망한 자(P)의 친족

(Q)이 갖는 자기 고유의 권리입니다.

2.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친족(Q)입니다.

민법 제752조의 친족 경우

1.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2.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3. 배우자[남편, 아내]

이들은 민법 제752조에 따라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친족 경우

1. 나머지 친족[형제자매, 삼촌, 이모,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

리, 사위 등등]은, 민법 제752조 적용 상은 아닙니다.

2. 그러나 민법 제751조에 따라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545 판결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인 규정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 규정된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3031 판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명상을 받을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

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치명상을 받은 그 시간에 심신상실상태에 있

었다 하여도 그 상실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자료
청구권

친족

ㅠㅠ

K

Q

P

원래 Q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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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 개념

P는 죽을 때 매우 아팠다거나, 아픈 것으로 간

주(legal fiction)해야 합니다. P의 고통을 돈

으로라도 메워 줘야 합니다. 사망한 본인(P)도 

그 순간 위자료청구권을 갖습니다.

1. 그리고 그 권리를 P의 친족(Q)이 상속합

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채권인데, 물건처

럼 채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건 P로

부터 상속받은 권리일뿐, 친족(Q) 자신의 고유한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2.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바로 사망한 사람(P) 본인입니다.

공존관계 

다음 두 권리는 별개로 각각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친족 Q

의 고유 권리)

2. 상속 받는 위자료청구권(사망자 P의 고

유 권리 = 친족 Q의 상속재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42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이유로 보유하게 되었던 [사망자 P의] 위자료청구권

은 그 상속인[Q]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그 피상속인[P]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상속

인[Q] 자신의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따로이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의 산정

원칙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친족
상속

ㅠㅠ
K

Q

P

원래 P의 권리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ㅠㅠ

ㅠㅠ

K

Q

P

원래 Q의 권리

원래 P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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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위자료 인정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시 약 8,000만 원(유족들의 몫 합계)

2. 중상해시 약 8,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3. 폭행시 전치 1주당 약 70만 원

4. 이혼시 약 3,000만 원

5. 명예훼손시 100만 원부터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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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배상액의 결정
The Adjustment of Compensation

하나의 불행을 다른 불행으로 치유하여서는 안 된다. - Hoffmann

머리에

지금까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합산한 

다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봅시다. 즉, 피고가 결국 원고에게 지급할 돈

을 계산해 봅시다.

배상액의 경감

개념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불법행위 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

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

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사례

옥상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는데, 마침 밑에 정차해 

있던 람보르기니 차에 떨어졌습니다. 수리비가 1억 원이나 나왔다고 합시다. 이 

경우 배상액 경감(reduction)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지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계

하지만 배상액 경감을 남용하면, 자칫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보다 보호하는 

셈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이 조항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가산

지연손해금의 개념

지연손해금(damages for delay)이란,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날짜를 넘긴 경우 

추가로 배상해야 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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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와 비슷한 모습이라, '지연이자'라고도 부릅니다.

2. 돈을 받을 사람으로서는 늦게 받는 자체로 그 만큼 손해가 생깁니다. 이걸 

배상해 주는 겁니다.

3. 그리고 만약 지연손해금이란 게 없다면, 돈을 줘야 할 사람으로서는 배째

라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겠죠.

불법행위와 지연손해금

1.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날 바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

서 이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바로 붙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

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

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

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지연손해금률은 연 5%입니다.

자세히는 "민사법 입문 제8강: 채권의 효력 PART 2 (강제이행 신 구할 수 있

는 것)" 중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부분을 참조하세요.

사례

가해자가 2014. 1. 1. 돌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

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원본 100만 원

2. 이에 한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

사례 연구

사안

매우 건강하고 성년인 피해자가 2013. 11. 1. 돌에 맞아 손과 발을 다쳤습니다. 

들고 있던 화분도 완전히 깨져 못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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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주라고 합니다.

2. 화분값은 10만 원입니다.

3. 기왕 치료비로 총 150만 원이 들었고, 향후 치료비로 총 30만 원이 들 예정

입니다(이상 모든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라 합시다).

4. 사고일부터 1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5. 사고일부터 3년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5%, 그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

률이 10%입니다.

6. 소득이 전혀 없는 백수입니다.

7. 만 60세가 되는 날이 2023. 10. 31.이라 합시다.

8. 돌에 맞으면서 깜짝 놀라고 너무 아팠습니다. 위자료는 500만 원이라 합

시다.

9. 사고에 피해자 본인 과실이 20% 있습니다.

가해자는 얼마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적극적 손해

1. 물적 손해 10만 원

2. 인적 손해 180만 원(= 기왕치료비 150만 원 + 향후치료비 30만 원)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3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운데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지급하여야 할 향후치료비는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

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190만 원(= 10만 원 + 180만 원)

소극적 손해

1. 직업이 없더라도, 기준소득 월 약 184만 원(=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8만 3,975원 × 22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사고일의 현가액을 구하면 2,250만 원(= 183만 원 + 896만 원 + 1,171

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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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한시장해 정년까지

기간
2013. 11. 1. ~ 

2013. 11. 30.

2013. 12. 1. ~ 

2016. 10. 31.

2016. 11. 1. ~ 

2023. 10. 31.

노동능력상실률 100% 15% 10%

기준소득(월) 약 184만 원

명목소득액
1개월 동안 

약 184만 원

35개월 동안 

약 966만 원

84개월 동안 

약 1,545만 원

현가액 약 183만 원 약 896만 원 약 1,171만 원

현가액 합계 약 2,250만 원

배상액의 조정

1. 재산상 손해액은 2,440만 원(= 적극적 손해 190만 원 + 소극적 손해 

2,250만 원)입니다.

2.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면 1,952만 원[= 2,440만 원 × (100 - 20)%]입

니다.

위자료

500만 원

소결

1. 배상액 원본은 2,452만 원(= 조정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1,952만 원 + 위

자료 500만 원)입니다.

2.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452만 원 및 이에 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 명목소득액 현가액

위자료

과실상계 후
금액

손익상계 후
금액

노임단가 × 22일

가동연한 과실상계

+

손익상계

중간이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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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Joint Tort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란다. 두 아이는 함께 똑같은 

굴뚝을 청소했다. 따라서 한 아이의 얼굴이 깨끗한데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 조세희, "뫼비우스의 띠"

머리에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동불법행위에는 

다음 3종류가 있습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공동으로 행한 행위(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함께 손해를 가한 경우

2. 가해자 불명의 행위(제2항의 공동불법행위): 함께는 아니지만, 누구 때문

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3. 교사·방조(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가해하도록 시키거나, 가해자를 도

운 경우

공동으로 행한 행위(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개념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를 "좁은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라고도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공동으로 행한 행위

가해자 불명의 행위

교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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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B, C 세 사람이 함께 무거운 돌을 들어 던져 사람이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취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의의

가해자들의 행위(action)가 공동이라면,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1. 공동인지 공동이 아닌지는 객관적으로(objectively) 판단합니다. 가해자들

끼리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자고 공모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행

위들이 관련되어만 있다면 "공동으로" 가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

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

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사안이다.]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

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으로

A

C

B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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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한 고의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공동불법행

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

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이다. 과실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고의범인]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

다고 한 사례.

형사 공동정범과 비교

형사법에서, 범인들의 행위(action)가 공동이라면 공동정범이라 합니다. 형법 

제30조를 적용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공동정범에서도, 공동인지 공동이 아닌지 역시 객관적으로(objectively) 

판단합니다. 범인들끼리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자고 공모할 필요까지는 없

습니다. 객관적으로 행위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공동으로" 가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

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

2.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합니다.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생략> 서로 의사

를 연락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였[으므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가해자 불명의 여러 행위(제2항의 공동불법행위)

개념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같다.



208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사례

건물 위에 A, B, C가 각각 돌을 던져 사람이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그 건

물에 있던 사람은 위 3명뿐인데, 그 중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는 알 수 없습

니다. 그래도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취지

전제

적어도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probability)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공

동성도 없고 심지어 아무 개연성조차도 없다면,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여러]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의

가해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동이 아니라면,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

합니다.

1. 가해자들의 개별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2. 가해자 스스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그 증명

에 실패하면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위 제2항은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객관

적 행위관련성이 없어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 반면 어느 행위가 손

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즉,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각각

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

?

A

CB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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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가해자 스스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가해자는 

면책됩니다.

형사 동시범과 비교

형사법에서, 범인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동이 아니라면 동시범(concurrent 

crime)이라 합니다. 형법 제19조를 적용합니다.

1. 범인들의 개별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민법에서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릅니다.

2. 검사가 개별 범인들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그 증명에 실패하면 미수로 처리합니다.

3. 범인 스스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했지만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

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생략> 위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중 1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① 단독범:]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한다.]

[② 동시범: 그러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

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독립행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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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방조(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개념

사례

A가 옥상에서 돌을 던져 사람이 맞고 다쳤습니다.

1. B가 A를 꼬득여 A가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2. 한편, A는 돌을 던지기 전에 C에게 "어떻게 하면 돌을 던진 뒤 잘 숨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C는 A에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B는 교사자, C는 방조자로서,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③ 공동정범: 그리고]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 경

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민사 형사

객관적 행위 공동 O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 전부 책임

공동정범

= 전부 책임

객관적 행위 공동 X 
& 관련성 O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

= 전부 책임 (원칙)

동시범

= 제 몫만 책임 (원칙)

객관적 행위 공동 X 
& 관련성 X

공동불법행위 아님

= 제 몫만 책임

단독범

= 제 몫만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교사

방조

A

C

B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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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교사

교사란 불법행위할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조

효과

각자 전액 책임

위 조문에서 '연 '란, 진정한 의미의 연 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진정연 '라고 

부릅니다. 연 니 부진정연 니 하는 개념은 차차 배우도록 합시다.

사례

A, B, C가 함께 돌을 던져 사람이 다쳐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누가 어떻게 던졌고 누구의 돌이 맞았든 간에,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하는 이상, A, B, C 모두 각자 100만 원 전액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

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

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

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

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

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

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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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A, B, C 각자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1. A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채무)가 있습니다.

2. B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채무)가 있습니다.

3. C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채무)가 있습니다.

4.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30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는 누구로부

터든 합계 100만 원까지만 받을 권리(채권)가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피해자가 B로부터 6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A든 B

든 C든 남은 채무는 각자 40만 원이 되고, 피해자의 남은 채권도 40만 원

이 되는 겁니다.

구상권

구상권의 개념

구상이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 신 돈을 낸 다음, 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

려받는 겁니다. 즉, 구상권(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은 다른 사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40만 원60만 원
지급

40만 원

40만 원100만 원

A

B

C

피해자

X

X

X

X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A

B

C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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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지출한 자가 그 다른 사람에 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

다. 예를 들어,

1. 보증인이 신 돈을 갚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 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배상하면, 회사가 그 직원을 상 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

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내부적 부담부분의 개념

1. 예를 들어, A, B, C가 각자 1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

나 A, B, C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더 부담할 사람, 덜 부담할 사람이 있습

니다. 각자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A, B, 

C 사이에서는 A는 70만 원, B는 10만 원, C는 20만 원만큼 책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

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

10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7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1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20만 원

A

B

C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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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적 부담부분을 정하는 기준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가해자의 

과실"입니다. 즉,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집

니다.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

하여지는 것[이다.]

구상 사례

위와 같이 A, B, C 내부적 부담부분이 7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라 합시

다. 그 상황에서 B가 피해자를 만나서, 10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했

다고 합시다.

1. B는 자기의 부담부분보다 90만 원(= 100만 원 - 10만 원)을 초과해 지출

했습니다. 이제 A, B, C 세 명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B는 A에게 70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만 원

보다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B는 C에게 20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원

보다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B가 A에게는 70만 원 상환을 받았는데, C가 거지라서 C에게는 전혀 상환

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B가 A에게 "너가 C 신 돈

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외 : 100만 원   
내 :   2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지급 A

B

C

피해자

X

X

외 : 100만 원
내 :   10만 원

외 : 100만 원   

외 : 100만 원    

100만 원

피해자

X

X

X

외 : 100만 원    X

외 : 100만 원   

외 : 100만 원    

100만 원

피해자

X100만 원X100만 원

X외 : 100만 원    X외 : 100만 원    

X외 : 100만 원   X외 : 100만 원   

외 : 100만 원    X외 : 100만 원    X외 : 100만 원    

100만 원
지급

70만 원
구상 가능

20만 원
구상 가능

A

B

C

내 :   70만 원

내 :   10만 원

내 :   20만 원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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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B]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

인인 경우[를 보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A, C]의 구상권자[B]에 대한 채무

는 <생략>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생략> [A, C의 구상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C가 거지라면, 구상권자(B)는 불안합니다.

배상과 구상의 관계

개념

1. 배상(compensation): 피해자에 한 외부관계 문제

2. 구상(reimbursement):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내부관계 문제

사례

앞 사례를 조금만 바꿔서, B가 손 안에 현금이 60만 원밖에 없어서 손해배상조

로 60만 원만 지급했다고 가정합시다. 피해자는 아직 40만 원 손해가 남아 있

죠. 이 때 피해자가 B에게 나머지 40만 원도 배상하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1. B는 자기는 이미 부담부분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

다. 즉, 나머지 40만 원에 해서도 피해자가 달라면 줘야 합니다.

2. B의 자기 부담부분이란, 말 그 로 내부 부담비율일 뿐이기 때문이죠. 피

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B에게는 60만 원 배상을 받았는데, C가 거지라서 C에게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본 것처럼, 피해자는 B에게(또는 A

에게) 나머지 4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C가 거지라도,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외 : 100만 원
내 :   2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7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지급

X

X

X

외 : 100만 원
내 :   10만 원

X

외 : 100만 원
내 :   2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7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지급

X100만 원X100만 원

X외 : 100만 원X외 : 100만 원

X외 : 100만 원X외 : 100만 원

외 : 100만 원
내 :   10만 원

X외 : 100만 원X외 : 10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A

B

C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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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Employer's Liability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크다. - Lucius Annaeus Seneca

머리에

피용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사용자가 지게 되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특수 불

법행위책임에 해당합니다.

개념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

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사례

A가 옥상에서 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맞고 다쳤습니다. A는 개인공사업자 K에

게 고용된 석공으로, 일하던 중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K가 A에게 안전

교육을 제 로 하지도 않았다고 합시다.

1. A는 직접 가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2. K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취지

1. 피용자가 법적으로는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현실적으로 피용자는 재산이 

없어 사실상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기

도 어려워 집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사용자

고용

피용자
(직접 가해자)

A

K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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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그래야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민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

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하고 각 피용자로 하여금 그 조직내에서 자

기의 담당하는 직무를 그 조직의 내부적 규율에 따라 집행하게 하는 것이나,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

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책임과 그 면책 및 그 책임의 한도 등을 가릴려면 이와 같은 원

리에 따라 구체적 사안마다 그 구성요건을 따져 가려야 할 것이다.

성립요건

개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여 사용자에게도 배상책임을 지우려면,

1.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야 하고,

2.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며,

3.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을 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

임이[다.]

2.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체를 할 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용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만약 피용자(직접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

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질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판결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

한 때에만 위 [피용자]의 사용자<생략>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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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의 존재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

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미 

퇴직한 다음에 임의로 옥상에서 돌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A와 K는 사용관계가 

없으므로, K는 사용자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

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1. 지휘·감독을 했는지(have done)가 아니라, 했어야 했는지(should have 

done)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

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

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

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

의 관계가 있다.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직무관련성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

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직무와 관련성(relevance)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인 A가 주인 K로부터 욕을 듣고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다음 옥상

에 올라가 아무에게나 돌을 던졌다고 합시다. 이 경우 A의 가해행위는 직무관

련성이 없으므로, K는 사용자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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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보기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

면 됩니다. A의 속마음은 상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

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

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특정한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행위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5다825 판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본조 제1항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무집행자체 또는 집행에 필요한 행위뿐 아니라 이와 적당한 견련관

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3. 심지어 피용자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

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위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면책

개요

이상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면책(exemption)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용자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았거나, 몰랐더

라도 모른 데 중 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또는, 사용자가 상당한 감독을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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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직무관련성은 겉보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해자와 거래를 해서 

그 결과 손해를 입었다면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배상책

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생략>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

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생략>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악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법학에서 선악은 "좋고 나

쁘고"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알고"의 문제입니다.

2. 중과실: 그러한 사정을 중 한 과실로 모른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

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

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K

A피해자

악의/중과실 또는
상당한
감독

면책



221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가령, 비정상적 금융거래로 고객이 손해를 본 경우, 고객에게 악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甲[피해자]이 乙 은행[사용자] 지점 고객상담실에서 부지점장 丙[피용자]에게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면서 현금보관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예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

를 요구하지도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가, 丙 등[피용자]이 

수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손해를 입[은 사안이다. 피해자인 甲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 사용자인 乙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없다.]

사용자의 상당한 감독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

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

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 K가 직원 

A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제 로 하고 근무중에도 수시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돌을 던졌다면, 이 

경우에는 K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2.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어차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면책됩

니다. 예를 들어, 직원 A는 K에게 고용되기 전부터 어차피 돌을 던질 계

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도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고 가정하면, K가 

실제로 교육이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K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런 사정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사실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면책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효과

각자 전액 책임

1. 피용자(A)도 전액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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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A]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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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K)도 전액 책임을 집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A]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K]는 피용자[A]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생략>

모두 각자 전액 책임을 집니다. 연 채무(joint obligation) 비슷한데, 엄 하게 

말하면 연 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진정연 채무(quasi-joint obligation)

라 합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

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

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사례

예를 들어, A가 돌을 던져 사람이 다쳐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K는 A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이상, A, K 모두 각자 100만 

원 전액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구상권

사용자책임과 구상권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생략>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K

A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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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부담부분

예를 들어, A, K가 각자 100만 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A, K 내

부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피용자가 그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 불

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피용자인 A가 100%이고, 사용자인 K는 0%라고 보

는 거죠. 그러면 A, K 사이에서는 A는 100만 원, K는 0원만큼 책임지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구상 사례

A, K 내부적 부담부분이 100만 원, 0원이라 합시다. 여기서 K가 피해자를 만

나자, 일단 손에 있던 돈 전액인 60만 원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했다고 합시다. 

1. K는 자기의 부담부분보다 60만 원(= 60만 원 - 0원)을 초과해 지출했습

니다.

2. 따라서 K가 A에게 60만 원 전액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K에게 60만 원을 받았지만, 아직 40만 원 손해가 남았죠. K는 

그 40만 원에 해서도 피해자가 달라면 줘야 합니다.

외 : 100만 원

내 : 0원

외 : 100만 원

내 : 10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40만 원60만 원
지급

60만 원
구상 가능

40만 원

K

A피해자

X

X

X

100만 원

K

A피해자

외 : 100만 원
내 : 0원

외 : 100만 원
내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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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한 구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

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

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생략>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의칙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 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입니다. 자세히는, 민사법 입

문 제11강: 민법총칙 PART 1 (기본 사항) 중 "신의성실의 원칙" 부분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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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Several Compensators & Comparative Negligence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Friedrich Nietzsche

머리에

공동불법행위든 사용자책임이든 간에, 불법행위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를 보았

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한다고 

했죠. 불법행위 책임자가 1명이면 간단한데, 여럿이면 복잡합니다.

과실상계 비율 산정

문제점

과실상계를 하려면, 피해자 과실비율이 몇 %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전체적 평가

과실상계 비율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정합니다. 즉, 과실상계 비율을 가해자별

로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한 배상책임(= 

외부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

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사례

예를 들어, A, B, C가 함께 돌을 던져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에

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 피해자와 가해자 A 사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20%만큼 과실이 있고,

2. 피해자와 가해자 B 사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5%만큼 과실이 있고,

3. 피해자와 가해자 C사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5%만큼 과실이 있다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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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가해자 전원에 해 피해자 과실비율을 1개로 정한다는 겁니다. 가

령 10%라 정합시다. 그러면 A, B, C 모두 각자 90만 원[= 100만 원 × (100-

10)%]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상계 주장

문제점

일단 과실상계 비율을 전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때 여러 책임자 모두 과실상

계를 주장하면서 배상액을 깎아 달라 할 수 있을까요?

과실상계 문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철거 중

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A가 쳐서 떨어진 돌 조각에 맞고 다쳤다고 합

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과실비율

을 10%라고 합시다.

1. 그런데 직접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령 

A가 일부러 피해자를 낙석 위험이 큰 건물로 유인해서 돌에 맞게 한 거라

면, A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따라서 A는 100만 원 전액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

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그

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

이다.]

10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A

B

C

피해자

10%

20%

5%

5%

X



227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2. 한편, A의 사용자 K가 사용자책임을 질 때, K는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

죠. K의 과실상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K는 90만 

원[= 100만 원 × (100-10)%]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A]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

법행위자[K]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소결

비록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더라도, 과실상계 

결과 사용자와 피용자 각자의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

1. 과실상계 자체: 피해자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2. 과실상계 주장: 신의칙 때문에 개별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의칙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1강: 민법총칙 PART 1 (기본 사항) 중 "신

의성실의 원칙" 부분을 참고하세요.

1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부주의 이용
고의

K

A피해자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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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바로 물권인데, 물권은 채권과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일단 방금 나열한 각 권리의 개념을 이해

하고, 물권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보

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물권법의 기초개념

Basic Real Property Law

제4강

David Bailly
Selbstbildnis mit Vanitassymbolen (Self-Portrait with Vanitas Symbols), 1651

Oil on canvas, 65 × 9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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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손 안의 새 한 마리가 숲 속 새 두 마리만큼 값지다. - 영국 속담

 

머리에

김용완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앞으로 부산 해운 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택 매수

이번에는 부산 해운 구에서 오래 지낼 예정이라, 아예 집을 한 채 사려고 합니

다. 다행히 김용완 씨는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침 정진원 씨가 부산 해운

구 돼지로 133에 있는 자기 집을 딱 김용완 씨가 찾던 조건으로 내놓게 되었습

니다. 둘이 만나 협상한 끝에,

정진원 씨가 2억 원에 위 주택을 김용완 씨에게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매수

김용완 씨는 서울에 살 때는 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자가용 자동차

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완 씨는 강상국 씨의 "줴보레"사의 "그루즈" 모델 자동차를 중고로 1,500

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올린 매수

김용완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소리에 요즘 불만이라, 좀 더 비싸더

라도 더 좋은 바이올린을 한  산 다음 지방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소문에 의

하면 독일제 최고급 바이올린을 가진 훌륭한 연주자인 이혜지 씨가 요즘은 너

무 바빠 악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완 씨는 이혜지 씨에게 연락해서 자기한테 그 바이올린을 팔라고 했고, 결

국 5,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의 성립

모두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매매계약 사례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얼마에 무엇을 사겠다"는 의사표시

와 "당신에게 얼마에 무엇을 팔겠다"는 의사표시

가 합치해, 즉 청약과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성립

한 것이지요.

권리

권리

의무

돈

목적물

의무

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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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성립의 효과

1. 지난 강의에서 보았듯,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물

건을 넘길 의무가 생기고, 그 가로 매수인에게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

깁니다.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가 변동합

니다.

2.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는 점입니다. 즉,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권

리의무"가 변동하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

가 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물

건을 넘길 의무"가 발생할 뿐, 그 자체로 "물건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3. 예를 들어, 김용완 씨와 이혜지 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며 매매 금 5,000만 원도 모두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혜지 

씨가 바이올린을 넘기지 않고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면 아직 그 바이올린의 소유권은 이혜지 씨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넘기지도 않

은 바이올린이 당연히 김용완 씨 소유로 되는 건 아닙니다.

소결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

요합니다.

각 사례의 경우

주택 매매

1.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선 "등기(registration)"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토지] 서울시 양천구 금성동 191                                   고유번호 1234-0987-292929 

수수료 1,2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2월 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

    [표    제    부]                 ( 건물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5년 4월 4일 서울 양천구 금성동 191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00㎡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5년 4월 4일 

제999호

소유자 홍길동 441231-1234567 

서울 양천구 화성동 54-2

2 소유권이전
2006년 2월 3일 

제191호
2006년 2월 2일 매매

소유자 강백호 760303-1414114 

서울 종로구 북산동 39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07년 9월 5일 

제1020호
2007년 9월 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채무자 강백호 

    서울 종로구 북산동 39 

근저당권자 사일록 

681101-1717112 

    서울 강남구 배니스동 12

채권O

소유권X

목적물

채무O

매도인

목적물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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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와 등기부가 무엇인지는 제1강에서 잠깐 봤었죠. 쉽게 말해 "어느 주택

에 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3. 김용완 씨와 정진원 씨가 함께 매매계약서 등 몇 가지 서류를 들고 관할 등

기소에 갑니다. 등기부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정진원 씨로부터 김용완 

씨에게 넘긴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죠. 오

늘날은 전산처리되어 입력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등기부에 입력이 되어야 

그 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누구나 등기소에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라 

합니다.

자동차 매매

1. 자동차 매매도 비슷합니다.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자동차의 소유권

이 넘어갑니다.

"등기", "등록" 모두 registration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라고 해서 "어느 자동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내역도 기재합니다. 

주택의 경우 "등기", 자동차의 경우 "등록"이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적인 취지는 비슷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제 201301-09191 호                                         총 4 면   중   제 1 면

자동차등록번호 88주1234 제원관리번호
1-01257- 
0001-0041 말소등록일

차명       그루즈 3.0 디젤 차종 승용 준중형

차대번호
F0A4K3ENO1

234567 원동기형식 Z20D1 용도 자가용

모델연도 2012 색상 검정 출처 구분 전입차

최초 등록일 2012-09-22 최초 접수번호
3813-2012- 

414141 제작연월일 2012-09-18

최종 소유자      강상국
주민(법인)등록

번호
830202- 
1313113

사용본거지 
(차고지)      수원시 권선구 명왕로 21

검사 유효기간
2012-09-22 ~ 2015-09-21. 

주행거리: 62,123km

등록사항 확인일

폐쇄일

순위번호 사항란
주민(법인)등록

번호 등록일 접수번호
주등록|부기등록

1-1
신규등록(신조차) 
성명(상호) : 이태백 (상품용) 
주소 : 서울 용산구 바보로 91

770415- 
1918877

2012-09-22 54321

1-2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 : 강상국 
                (매매업자거래이전) 
주소 : 수원시 권선구 명왕로 21

830202- 
1313113 2012-12-24 123456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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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용완 씨는 자동차를 매수했다면서 해운 구청장에게 그 등록신청을 해

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등록원부에 입력이 돼야 그 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바이올린 매매

1. 바이올린의 경우 등기부나 등록원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바이올린은 "인

도(delivery)"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2. 차차 보겠지만, 일단 인도란 건네주고 건네받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

니다.

3. 매매계약 후 김용완 씨는 이혜지 씨에게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이혜지 씨

는 너무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드디어 집에 있는 바이올린을 가져 와서, 김

용완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건네받으면 이 때 비로소 소

유권이 넘어갑니다.

결론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1. 어떤 것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예를 들

어 주택이 그렇습니다.

2. 어떤 것은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3. 어떤 것은 인도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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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Property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 없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 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 손자

물건의 개념

물건(property)이란 다음 두 개념을 통칭하

는 것입니다.

1. 유체물

2. 관리 가능한 자연력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

예를 들어 바이올린, 중고 "그루즈" 자동차, "부산 해운 구 돼지로 133 건물", 

"부산 해운 구 우리동 388 토지" 등은 모두 유체물(corporeal)로 물건입니다.

관리 가능한 자연력

1. 전기, 가스, 동력 등 자연력(natural force)은 유체물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관리할 수 있는 이상 "물건"에는 해당합니다.

부동산

개념

부동산(immovable property, real estate)은 말 그 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

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

1. 땅은 이동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입니다.

2. 예를 들어, "부산 해운 구 우리동 388 토지"는 토지로서 부동산입니다.

물건

유체물

관리 가능한
자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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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도 물건입니다.

토지 자체에는 도로명주소 개념이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관한 주소

입니다.

토지의 정착물(건물 등)

1. 토지의 정착물이란 건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토지에 고정된 물건

도 이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입니다.

2. 예를 들어, "부산 해운 구 돼지로 133 건물"은 건물로서 부동산입니다. 

3. 건물도 물건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관계

1. 완공된 건물은 그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즉, 하나의 토지 위에 하

나의 건물이 있다면, 부동산의 갯수는 토지 1개, 건물 1개 식으로 총 2개

입니다. 

2. 다만, 아직 외벽이나 지붕을 만들지 못한 공사 중인 건물이라면 아직은 하

나의 독립한 건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건물은 토지

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토지 1개, 건물 0개 식으로 총 1개의 부동산만 있

다는 겁니다.

동산

동산(movable property, personal estate)은 말 그 로 움직이는 재산입니

다. 법적으로는,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

어, 바이올린, 중고 '그루즈' 자동차, 노트북컴퓨터 등은 모두 동산입니다. 물

론 모두 물건이지요.

제99조(부동산, 동산)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완공된
건물

토지

부동산 2개
(토지 1개 + 건물 1개)

토지

공사중
건물

외벽 or 지붕X

부동산 1개
(토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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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분류 

물건의 첨부

개념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1개의 물건이 되거나, 물건이 가공되어 새로운 물

건이 생기는 경우를 첨부(accretion)라고 합니다.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으

로 나뉩니다.

부합

1. 부합(attachment)이란, 2개 이상의 물건이 사실상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부합된 물건은 기존 물건의 일부가 됩니다.

2.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지붕이나 외벽도 없는 상

태에서 멈췄다고 합시다. 분석해 보면, 공사자재(석재, 철근, 콘크리트 등)

가 토지에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산인 공사자재들

이 부동산인 토지에 부합된 것이죠. 이렇게 부합된 결과 공사자재 또는 건

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즉, 이제 물건은 

토지 1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3. 동산과 동산의 부합: 예를 들어, 인쇄를 하면 A4용지에 잉크가 묻어 나옵

니다. 원래 잉크와 A4용지는 별개의 물건이었는데, 사실상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이 되어 이제는 1개의 물건이지요. 묻은 잉크는 이제 법적으로

는 종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건

유체물

관리 가능한
자연력

동산 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기타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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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

혼화(mixture)란, 쉽게 말해 물건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인 겁니다. 예

를 들어, 소금과 물을 섞으면 소금물이라는 1개의 물건이 됩니다.

가공

가공(fabrication)이란, 다른 사람 동산에 노력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소결

1. 위의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2. 그래서 첨부 상태를 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도록 한 겁니다.

주물과 종물

개념

주가 되는 물건을 주물(principal), 주물에 종속된 물건을 종물(accessories)이

라고 합니다. 곧 주물의 부속품(appurtenance)이 종물입니다. 물론 주물과 종

물 각각 독립한 물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종물이 없다면 주물은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사례

예를 들어, 음료수 병을 주물이라고 했을 때, 병뚜껑은 종물이 됩니다. 여기서 

병뚜껑과 음료수 병은 각자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병뚜껑이 없다면 음료

수 병은 음료를 보관하는 의미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병뚜껑은 음료수 병의 부

속품으로 종물이라는 겁니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

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

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

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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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요건

1. 그 물건의 상용(ordinary use)에 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물의 효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2. 자기 소유인: 예외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같은 사람 소

유여야 합니다.

3. 다른 물건: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즉, 부합된 경

우는 종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병 위에 글씨나 문양이 인쇄된 

경우 법적으로는 그 잉크는 음료수 병에 부합되었을 뿐, 종물이 아닙니다.

4. 부속: 장소적으로 접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가치

가치의 개념

물건의 가치(value)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원천입니다.

가치의 종류

1. 사용가치(use value): 내가 어떤 물건을 직접 소비하거나 사용해서 효용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가치를 말합니다. 목적으로서의 가치라고

도 합니다.

2. 교환가치(exchange value): 어떤 물건으로부터 직접 효용을 얻는다기보

다, 사용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기에 생기는 가치를 말합니

다.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도 합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계

부분의 물건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갖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맥

락에 따라 어떤 물건은 사용가치의 비율이 높고, 어떤 물건은 교환가치의 비율

이 높기도 하죠.

1. 짜장면은 사용가치가 있지만, 짜장면을 들고 가서 음료수, 책, 담배 등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교환가치는 낮습니다.

2. 반 로 지폐는 그 자체로는 사용가치를 생각하기 어렵지만, 교환가치는 크

죠. 지폐를 갖고 다니는 것은 효용을 누릴 물건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지, 

지폐 자체에서 효용을 누리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짜장면보다 콜라, 콜라보다 담배가 교환가치 비율이 높겠죠.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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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Real Right

옛날, 제나라 사람으로 금을 탐낸 자가 있었다. 아침에 옷을 입고 시장에 갔다. 

금장사 옆에 가, 뜸 금을 훔쳐 달아나다가 포졸에게 붙잡혔다. 

사람 많은데서 겁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포졸이 묻자 도둑은 말하되, 

"금이 탐나 사람은 안 보고 금만 보았소"라 하였다. - "열자" 

물권의 개념

물권

물권(real right)이란, 물건에 한 권리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

물권을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property law)이라 합니다. 즉, 물권법이란 각종

의 재화에 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물권법정주의

개념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인정됩니다. 법률규정도 없이 물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합니다.

'법률'에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권의 임의창설 금지

민법에 없는 물권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채권법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권 종류의 한정

민법이 정한 물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그 이외의 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 점유권(right of possession) 

2. 소유권(right of ownership)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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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surface right)

4. 지역권(easement right)

5. 전세권(right to lease on a de-

posit basis)

6. 유치권(right of retention)

7. 질권(right of pledge)

8. 저당권(right of mortgage)

채권법에서 계약으로 매매, 증여, 임대

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

약의 종류는 예시일 뿐입니다. 규정이 

없는 계약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물권의 성질

물권은 직접성, 배타성, 절 성을 가집니다. 이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냥 "물권은 채권과 다른 특

징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직접성

개념

물권의 경우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물권

의 직접성이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물건의 소유권자(물권자)는 타인의 행위 없이도 직접 바로 물건으로

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과의 비교

이에 비해, 물건의 수증자는 증여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을 가질뿐입니다. 수증자(채권자)는 증여자의 

행위가 없으면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없습니

다. 소송으로 가야만 하죠.

물건

물권자

지배O

채권자

물건
지배X

채무자

계약

예시 한정

물권

매매 점유권

증여 소유권

임대차 지상권

현상광고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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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성 

개념

하나의 물건에 어떤 사람의 지배가 성립하면, 다른 사

람은 같은 물건에 관해 같은 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립불가능한 물권의 성질을 물권의 배타성이

라 합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하나의 물건 위에 2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즉, A

의 소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B의 소유일 수가 없다는 거죠.

2. 마찬가지로, 하나의 토지 위에 2개의 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치입니다.

채권과의 비교

이에 비해, 하나의 물건에 해 같은 내용의 여러 매매

계약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양립가능하죠. 즉, 

어떤 사람이 같은 물건을 C에게도 매도하고, D에게도 

매도하는 것을 2중매매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두 매매

계약 모두 유효합니다.

주의사항

비록 물권에 배타성이 있다고 해도,

1. 하나의 물건 위에 제1번저당권, 제2번저당권 식으로 순위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저당권은 차차 배웁니다).

2. 그리고 공유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을 가령 누구는 몇 %, 누구는 몇 % 지분

을 갖는 식으로 여럿이 함께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물건에 관해 각자 "다른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절대성(대세효)

개념

물권은 원래 특정 상 방이라는 것이 없어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절 적입니다.

물건

물권자 물권자XX물건X자X물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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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를 들어, A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자라면,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A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침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게 됩니다. 

채권과의 비교

이에 비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해서만 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 해

서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그 결과, 채권은 그 채무자만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이 침해되는 셈입니다.

제3자

제3자

제3자

제3자

물건

물권자

제3자

채무자

제3자

제3자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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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The Right of Possession

자연적 점유가 선행하지 않는 한,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점유를 취득할 수 없다. 

- Proculus 

개념

점유의 개념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

(possession)라고 합니다.

2. 그럼 과연 언제 사실상 지배가 있고, 언제 

없는 건가요? 사건마다 다르다고 답할 수

밖에 없죠.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

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

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점유권의 개념

1. 이러한 점유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민법은 일단 점유를 하고 있

는 사실적 지배상태를 인정하고, 점유 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점유를 하는 자가 누리는 법적 지위를 점유권(right of posses-

sion)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물건을 빼앗아가면 점유권자는 반환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아니라도 말이죠. 점유권 자체의 효력이

기 때문입니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생략>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를 본권(legal right)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권 자체'의 효과만으로도 각종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례

현재 김용완 씨가 가족들과 함께 어느 집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 

한 점유권을 가집니다.

점유 점유권
물건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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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을 본권으로 하는 점유: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임차권을 본권으로 하는 점유: 다른 사람 소유지만 그로부

터 빌려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본권 없는 점유: 다른 사람 집에 방문을 했다거나, 장기간 

비어 있는 집을 무단점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유권의 보호

위 모든 경우,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일단 점유권자로는 보호를 받게 됩니

다. 점유를 침해하는 자를 상 로, 점유권에 근거해 청구(점유보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가령 제3자가 점유자로부터 몰래 동산을 가져갔다

고 합시다(점유의 침탈).

1. 이 때, 점유자는 점유의 회수를 할 수 있습

니다.

2. 즉, ① 반환청구 및 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죠.

방해제거청구

가령 주택을 점유하는데, 제3자가 근처 공사로 극

심한 소음을 내고 있다고 합시다(점유의 방해).

1. 이 때, 점유자는 점유의 보유를 할 수도 있

습니다.

2. 즉, ① 방해제거청구 및 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죠.

방해예방청구 

가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3자가 세운 담장이 쓰러져서 주택을 

덮치기 일보 직전입니다(점유의 방해염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화

본권

점유

침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물건물건

점유자 침탈자

방해
물건

점유자 방해자

방해제거청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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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 점유자는 점유의 보전을 할 수 있

습니다.

2. 즉, ① 방해예방청구 및 ② 손해배상의 담

보청구를 할 수 있죠.

자력구제

개념

자력구제란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집에 가서 강제로 금전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같은 거죠.

자력구제의 금지

법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

하세요.

1. 점유의 보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건 법

적으로 그렇게 청구할 '권리(rights)'가 있다는 의미이지, 점유권을 침해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력으로 강제력을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즉, 상 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상 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구해서(claim) 

승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적 허용

그러나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첫째로 자력방위입니다(민법 제209조 제1항).

2. 두 번째 예외는 자력탈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훔치는 도둑을 현장

에서 쫓아가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209조 제2항).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방해염려

방해예방청구
손해담보청구

물건

점유자 염려자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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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훔쳐간 자전거를 찾았다면 강제로 도둑으로

부터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09조 제2항은 "현장성" 또는 "추적"을 요

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돌려받

는다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자력구제)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

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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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The Right of Ownership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다른 인간에 한 소유 개념으로까지 발달했다. - D. Bhugra

개념

1. 소유(ownership)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겠죠. 소

유권(right of ownership)이란 쉽게 말해 물건 주인이 갖는 권리입니다.

2. 앞서 본 점유권이 물건에 한 사실상의 지배라면, 소유권은 물건에 한 

법률상의 지배라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크게 다음 3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1. 사용권: 물건을 사용할 권리

2. 수익권: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

3. 처분권: 물건을 처분할 권리

사용·수익권

사용·수익은 결국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처분권

1.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개조, 파괴와 같은 사실적 처분도 있습니다.

2. 한편, 팔아 넘기거나 담보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법률적 처분도 있습

니다. 법률적 처분의 경우, 결국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셈입니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가 있다.

물건사용

가치

교환

가치

사용 수익 법률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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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용·수익

1. 김용완 씨는 자기 소유의 책을 읽으

면서, 감명을 받은 부분에 표시도 합

니다(사용).

2. 김용완 씨 땅에 스스로 심은 나무에

서 열리는 과일은 김용완 씨 것입니

다(수익).

처분

1. 김용완 씨는 자기가 입던 옷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거나, 찢거나, 버

릴 수 있습니다.

2. 김용완 씨는 자기 땅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보호

점유권자도 보호를 받듯, 소유권자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상 로, 소유권에 근거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가령 어떤 물건을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1.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즉, ① 반환청구(인도청구) 및 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란 결국 물건의 인도청구입니다. 동산인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인도도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자를 나가라 하는 것도, 넓게 보아 '

반환청구'에 속합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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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

수익

양도
폐기

담보
제공

물건

물권자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물건

소유자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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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으로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구하는 사건을 보죠(민법 제

213조 본문). 만약 상대방이 내게 물건을 빌린 것이고 아직 임대기간 중이라면, 

그는 당연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같은 조 단서).

방해제거청구

내 땅 위에 누군가 건축물을 지어 놓았다고 합

시다.

1. 원칙적으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권은 토지 지표

면뿐만 아니라, 그 위 공간에도 미치기 때문

입니다. 건물 축조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

을 침해하는 겁니다.

2. 즉, ① 방해제거청구 및 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죠. 응하지 않으면 법

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점유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방해제

거를 할 수 없습니다.

방해예방청구

가령, 내 땅위에 누군가 건축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생략>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乙이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이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점유·사용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생략> [법원은] 乙이 건물에 사무실 집기 등 물건을 가져다 둠으로써 

甲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는 금전적으로 얼마로 평가되

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방해

물건

방해제거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유자 방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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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소유물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즉, ① 방해예방청구 및 ② 손해배상의 담

보청구를 할 수 있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의

1. 물건에 한 권리이므로 물권(real rights)입니다.

2.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완전물권

이라 합니다.

3.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물건을 매수하거나 수증받는 등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식으로 법이 정해 뒀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은 물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생략>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

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염려

물건

방해예방청구
손해담보청구

소유자 염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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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The Superficies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가옥이 임의매매에 의하여 각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가옥을 현상의 상태로 그 지상에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권리에 기하여 가옥소유자에 하여 그 철거를 강요할 수 

없음은 조선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이다. - 조선고등법원 1916. 9. 29. 민상제151호 판결

개념

원래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고, 짓더라도 그 건물은 철거되어야 한

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 건물 주인이 땅 주인에게 땅을 건

물 부지로 쓰기 위해 빌렸을 수도 

있고(토지임 차),

2. 원래 땅과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

다가 건물만 팔아서 땅과 건물 소

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었다거나 하

는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개념

1. 그 중에서도 지상권(surface right, superficies)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입니다. 

즉,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이 있다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위해 지상권을 내어 주는 것을 지상권의 설정

(creation, establishment)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와 같이 지상권을 설

정받은 자를 지상권자, 토지소유자와 같이 지상권을 설정해 준 자를 지상

권설정자라고 부릅니다.

토지임차권과 지상권의 비교

토지임차권이란 말 그 로 땅을 빌린 사람의 권리입니다. 물론, 지상권자든, 토

지임차권자든 모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토지임차권과 지상권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

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남의 땅

존속 근거 토지임차인

지상권자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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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권

원래 임 차계약의 목적물은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토지

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임 차계약의 목적물을 토지로 하는 임 차

가 토지임 차일 뿐이죠.

1. 토지임차권은 채권입니다.

2. 따라서 토지임차인(A)은 자신의 권리를 계

약 상 방인 토지임 인(B)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여

기서는 B)에 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3. 만약 임 차계약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토

지소유자가 제3자(C)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새로운 토지소유자(C)는 토지임차인(A)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임차인(A)은 자신의 토지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C)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

니다. 결국 건물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4. 채권관계란 본래 그런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차차 공부하기로 하죠.

지상권 

1. 그러나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2. 지상권자(A)는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

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사람이 아니라 물

건(여기서는 그 토지)에 한 권리이기 때문

입니다.

3. 만약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B에서 제3자(C)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 경

우에도 지상권자(A)는 새로운 토지소유자(C)

에게도 지상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건

물은 철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죠.

4. 물권관계란 본래 이렇습니다.

A

B C

K토지 임차인

K토지 소유권

임대차관계O 임대차관계X

B(사람)에 대한
권리

A

B C

K토지 지상권자

K토지 소유권

지상권

K(물건)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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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

1. 김용완 씨는 팬더시 반달곰구에 허허벌판인 땅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

느 날 유경섭 씨가 김용완 씨 땅 위에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2. 김용완 씨가 남의 땅 위에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고 묻자, 법에 달통한 

유경섭 씨는 민법에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지료를 매년 얼마씩 낼

테니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 했습니다. 합의가 되어, 김용완 씨는 유경섭 

씨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의 합의(계약)를 '지상권설정

계약'이라 합니다.

3. 그 둘은 관할 등기소에 지상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4.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설정 사례입니다. '유경섭 씨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다'라는 김용완 씨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

1.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법률행위가 없는데도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2. 이처럼 법률행위는 없지만, 법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도록 정해 놓은 경우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위 조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법정지상권

이란 것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관습지상권

관습법

1.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모두가 인정하는 질서나 관행을 관습

(custom)이라 합니다.

2. 그런데 관습이 굳어져 법의 효력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을 관습법(customary law)이라 합니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

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

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이 이를 정한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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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에서는 관습형법이 금지되지만, 민사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됩니다.

관습지상권의 개념

법정지상권이긴 한데, 명시규정은 없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

습니다. 이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줄여서 관습법상 지상권, 또는 관습지상

권이라 합니다.

1. 원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데, 건물이든 토지든 그 중 어느 하

나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

에 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이 의도한 결과에 맞지 않습니다. 즉,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관습법이 된 거죠.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설정되기에 분명히 법정지상권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

도를 인정한 이론적 근거가 당사자의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외

물론,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습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

다. 가령,

1. 별도로 토지임 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

차피 토지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2. 또는, 매매를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식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도, 

관습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점유

A

A

A

A

A

B

B

B

A

토지 점유

건물 소유권

건물

사례1: 토지만 양도 사례2: 건물만 양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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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물권입니다.

2. 결국 지상권자는 이처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 가령 지상권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

다. 물건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소유권과 달리, 물건의 가치를 제한적으

로 지배할 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라 부릅니다.

3. 구체적으로는 어떤 토지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쉽게 말해 토

지를 이용하기 위한 물권인 거죠. 그러한 물권을 용익물권이라 부릅니다.

4. 의사표시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약정용익물권), 법정지상권처럼 의

사표시와 상관없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정용익물권).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

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

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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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The Easement

명나라로 가려 하니 길을 빌려 달라. -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념

1. 지역권(easement)이란,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물권입니다. 쉽게 말해 옆에 있는 토지를 부려서 이익을 얻

는 거죠.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 다른 토지(A)를 위해 자기 토지(B)를 쓰게 내어 주는 것을 지역권의 설정

(creation, establishment)이라 합니다. 여기서 편익이 필요한 토지가 요

역지(A), 편익을 제공해 주는 토지가 승역지(B)가 됩니다. 요역지 소유자

를 지역권자, 승역지 소유자를 지역권설정자라 합니다.

3. 지역권은 승역지(B)에 설정되는 겁니다. 지역권은 승역지에 관한 권리입

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A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큰길에서 A토지로 가려면 박

세안 씨의 땅인 B토지를 통해 가는 

게 편합니다. 안 그러면 먼 길을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B토지를
이용

A토지에게
편익제공

A토지

설정

(요역지) (승역지)
B토지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A토지
(김용완)

(박세안)
B토지

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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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김용완 씨는 박세안 씨에게 매년 얼마씩 지료를 낼테니 B토지를 통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세안 씨가 김용완 씨에게 지

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계약)를 지역권설정계약이라 합

니다.

3.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 B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길이 없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를 승

역지, 맹지를 요역지로 하여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의

1.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물권입니다.

2. 승역지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 용익물권이고, 제한물권입니다.

3. 체로 의사표시에 의해 설정됩니다(약정용익물권). 물론, 아닌 경우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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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The right of Retention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 이탈리아 속담

개념

1. 남의 물건을 점유하게 된 자에게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러면 점유자는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right of retention)이라 합니다.

2. 채권자로서 점유자를 유치권자, 그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물, 유치권이 발

생하는 것을 유치권의 성립 또는 설정, 채권자의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 변

제를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유치라 부릅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괄하므로, 동산, 부동산 모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기계에 달통한 사촌동생 정종무 씨를 찾아가 유상으로 휴 전

화기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15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김용완 씨가 찾으러 왔는데, 김용완 씨는 만연히 10만 원 정

도만 나올 줄 알고 10만 원만 가져온 겁니다.

2. 그러면 정종무 씨는 실제 비용 15만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휴 전화기를 

돌려줄 수 없다며 휴 전화기를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유치

권이라 합니다.

기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유치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

게 됩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
피담보채권

관련성

성립

유치

유치물

유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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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유치권은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유치권 제도를 둔 겁니다. 

물건과의 관련성

원칙(민법상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

를 관련성(relevancy)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김용완 씨가 작년에 

디지털카메라를 사기 위해 정종무 씨에게 50만 원을 빌린 게 있었다고 합시다.

1. 정종무 씨는 휴 전화기 수리비용을 다 받을 때까지 휴 전화기를 유치하

는 건 가능합니다. 즉,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2. 그러나 수리비용 15만 원을 다 받았는데도 여금 50만 원을 받기 위해 휴

전화기를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휴 전화기와 여금채권 50만 원의 관

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련성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가 문제인데, 역시 사안마다 개

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상사유치권)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1. 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물건과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유

치권이 성립하는데, 이걸 상사유치권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장사꾼들

끼리는 웬만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

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

우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

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

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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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를 들어, 도매상 A가 창고업자 B에게 에어컨 1,000 를 맡겼다가 찾아

갔는데, 창고료 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 후 A는 다른 물품인 

전자레인지 1,500 를 B에게 맡겼다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B로서는 

위 미지급 창고료 2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전자레인지를 유치할 수 있습니

다. 전자레인지와 200만 원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는 겁니다.

상사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민사유치권)의 특별규정입니다. 나중에 배울테지

만, 이런 식으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의의

1. 물건에 관한 권리이므로 물권입니다.

2. 유치권은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 즉 담보물권입니

다. 유치권자로서는 유치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죠. 제한물권이기

도 하죠.

3. 한편, 유치권은 '유치권을 설정해준다'는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

니다. 의사표시와 전혀 무관하게,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법

정물권입니다. 결국 법정담보물권이죠.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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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The Right of Pledge

"모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 하려는 것을 앎이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 현진건, "빈처"

개념

동산질권

1. 채권자가 채권 담보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동산을 받기도 합니다.

2. 소유권까지 이전받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무

를 모두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동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를 동산질권

(pledge of movables)이라 합니다.

3. 나아가 그 동산이 경매되면 그 경락 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채권자로서 점유자를 질권자, 그 점유하는 물건을 목적물 또는 질물, 질권

이 발생하는 것을 질권의 성립 또는 설정,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입질, 질

권을 설정해 준 질물의 소유자를 질권설정자, 채권자의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걸 유치라 부릅니다.

권리질권

1. 동산 신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과 같은 재산권을 담보로 받을 수도 있

습니다.

2. 가령 채권자가 자기 채권(A)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무자

가 제3자에 해 갖는 다른 채권(B)을 넘겨받는 거죠. 채무자에게 물건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권(B)이라도 담보로 받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무(A)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는 받은 채권(B)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를 권리질권(pledge of rights)이라 합니다.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

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

을 권리가 있다.

피담보채권

채무자 채권자

입질
설정

유치질권
설정자

질권자

질물 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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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가 계속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제 받은 채권(B)을 자기가 직

접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담보조로 권리(B)를 양수한 자를 질권자, 그 권리(B)를 목적채권, 목적채

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질권이 발생하는 것을 질권의 성립 또는 설정,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입질, 질권을 설정해 준 자(목적채권의 채권자)를 질

권설정자,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A)을 피담보채권이라 합니다.

사례

동산질권

1. 김용완 씨는 과외활동으로 개인렛슨도 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

로 백 훈 씨에게 개인렛슨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 훈 씨가 아

직 학생이어서 현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2. 그래서 혹시 제 때 입금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백 훈 씨 소유의 최

신형 플레이 스테이크 게임기를 담보로 받아 놓았습니다.

3. 그러면, 김용완 씨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게임기를 유치할 수 있

습니다. 게임기에 동산질권이 설정된 것이죠.

목적채권이 금전채권인 권리질권

1. 김민겸 씨는 2,000만 원이 필요해서 친구인 김용완 씨에게 빌리려고 합니

다. 김민겸 씨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기에, 김용완 씨는 김민겸 

씨에게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생략>

질권
설정자

제3채무자

질권자

A채권 채무자

피담보채권
A

A채권 채권자

B채권 채권자

B채권 채무자

입질
설정

B
B

목
적
채
권 

 목
      적
           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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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김민겸 씨는 특별히 동산도, 부동산도 없고, 다만 부산에 있는 P주

택에 임 차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세입자로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김

민겸 씨가 담보로 줄 동산, 부동산이 없다고 하소연하자, 김용완 씨는 "그

러면 임 차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을 

텐데, 그렇게 보증금 받을 권리를 나한테 담보로 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였습니다.

3. 그래서 김민겸 씨는 2,000만 원의 금전소비 차채권(A)의 담보로 위 보증

금반환채권(B)을 김용완 씨에게 넘기고, 임 차계약서까지 넘겨 줬습니다.

 

4. 임 차보증금반환채권(B)에 권리질권(채권질권)이 설정된 겁니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민

법 제345조 단서), 주택임차권에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반

환채권은 그게 아니라 금전채권일 뿐이므로,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목적채권이 동산인도채권인 권리질권

1. 최은지 씨 역시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해서 친구인 김용완 씨에게 빌

리려고 합니다. 

2. 그런데 최은지 씨는 며칠 전에 주식회사 팀파니에서 2캐럿 다이아몬드 반

지를 3,000만 원 주고 샀는데 물건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 그래서 최은지 씨는 2,000만 원의 금전소비 차채권(A)의 담보로 반지

를 받을 권리(B)를 김용완 씨에게 넘기고, 매매계약서까지 넘겨줬습니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민겸

P주택
집주인

김용완

대여금 채무자

대여금채권

대여금 채권자

보증금 채권자

보증금 채무자

입질
설정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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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면 반지인도채권(B)에 권리질권(채권질권)이 설정된 겁니다.

주의사항

반지 자체에 질권이 설정된 것(동산질권)과, 반지를 받을 권리에 질권이 설정된 

것(권리질권)은 다릅니다.

1. 최은지 씨가 반지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반지는 최은지 씨 소유가 

아니라, 아직 주식회사 팀파니 소유입니다.

2.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최은지 씨가 반지 자체에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

니다.

기능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면,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1. 따라서 질권은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 질권 공통인 겁니다.

2. 다만, 질권의 경우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유치적 효

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의사표시에 따라 설정되는 거죠. 공평의 원칙 

때문에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유치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권의 실행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안 하면, 채권자(질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자, 경매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편하도

록 부대비용을 무시하겠습니다.

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최은지

(주)
팀파니

김용완

대여금 채무자 대여금 채권자

반지인도 채권자

반지인도 채무자

입질
설정

반지
인도
채권

대여금채권
2,000만 원

   반지
       인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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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

1. 동산질권의 경우, 질물을 경매에 붙여서 경매 금을 자기 채권액만큼 충

당합니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법원에 플레이 스테이크 게임기 경매를 

신청해서 29만 원에 팔렸다면, 20만 원을 자기 렛슨비채권에 충당하는 거

죠. 나머지 9만 원은 백 훈 씨가 가져가야죠.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

시한다.

2. 권리질권의 경우에도, 그냥 동산질권의 경우처럼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때 목적물이 동산이 아니라 권리(채권)가 될 뿐이죠. 채

권 자체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권리(채

권)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생략>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

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

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제3관 채권과 그 밖

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백대훈

질물

29만 원

경매
9만 원

약정금 채권
20만 원

20
만
원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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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하지만 권리질권의 경우, 꼭 경매라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B)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직접청

구권).

2. 예를 들어, 김용완 씨는 김민겸 씨가 집주인에 해 갖고 있는 3,000만 원

의 임 차보증금반환채권(B)을 직접 자신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래 김용완 씨는 그 임 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래는 자기에게 임

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채권관계). 하지만 법에서 

질권자로서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B]

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물론, 3,000만 원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B]의 

직접 청구는 김용완 씨의 자기 채권[A](2,000만 원) 한도에서만 가능하죠.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② 채권[B]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A]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권리질권의 동산질권화

특히, 목적채권이 동산인도채권인 권리질권인 경우, 결국 동산질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김민겸

P주택
집주인

김용완
대여금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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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반지
인도
채권

대여금채권
2,000만 원

   반지
       인도
           채권
                

유치

인도

(주)
팀파니

김용완

반지

반지

1. 즉, 김용완 씨는 최은지 씨가 주식회사 팀파니에 해 갖고 있는 반지인도

채권(B)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결과 김용완 씨가 반지를 수령한 다음에는, 그 반지에 질권을 행사할 수

도 있게 됩니다. 즉, 원래 권리질권이었는데, 이제는 동산질권으로 된 것입

니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그러면, 이제는 마치 동산질권처럼 자기채권(A)을 위해 반지 자체를 경매

에 부쳐 경매 금으로 충당받을 수 있습니다.

유질의 금지

유질의 개념

1. 채무자가 변제기(갚을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질권자가 질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혹은 채권자가 질물을 마음 로 팔아 그 매매

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유질(foreclosure)이라 부릅니다.

2. 즉,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는 질권 실행이죠.

최은지

반지

2,500만 원

경매
500만 원

2,000
만 원

김용완
대여금 채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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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민법상 질권)

변제기 전의 유질계약은 금지됩니다.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

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

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보다 훨씬 비싼 물건을 입질하고 제 때 갚지를 못

해 질물을 빼앗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외(상사질권 등)

그러나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민사상 질권이라도, 변제기 후의 유질계약은 허용됩니다(민법 제339조의 

반 해석).

2. 또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유질계약이 허용됩니다(상

법 제59조).

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

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1. 물건에 관한 권리이므로 물권입니다. 권리질권의 경우도 동산질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물권으로 봅니다.

2. 질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이기도 하죠.

3. 한편, 질권은 기본적으로 '질권을 설정해준다'는 의사표시로 발생합니다. 

약정담보물권이죠.

물론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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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The Right of Mortgage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 "잠언" 제6장 제1-2절

저당권

저당권의 개념

1.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해 채무자 측으로부터 부

동산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2. 소유권까지 이전받는 건 아닙

니다. 담보로만 제공받는 겁니

다. 이 점은 질권과 같죠.

3. 점유이전도 없습니다. 단지 등

기부에 기록합니다. 이 점에서 질권과 다르죠.

4. 그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빚을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당권(right of 

mortgage)이라 합니다.

5. 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를 저당권자, 그 부동

산을 저당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여 저당권이 발생하는 것을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저당물의 소유자를 저당권설정자, 채권자의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부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maximum amount mortgage, collateral security)이란, 저당권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1. 일단 저당권이긴 합니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

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정

채무자 채권자

저당권
설정자 피담보채권

저당권자

저당물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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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피담보채권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일단은 최고액만을 정해 놓고 

앞으로 생길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유동, 교체되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

을 하게 됩니다. 이 때를 '확정시'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확정시의 채무만을 

담보합니다. 확정 후에 소멸하거나 추가된 채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시 피담보채무로 A, B가 있었다고 합시다.

2. 그런데 그 후 B채무는 갚고 한편 C채무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근

저당권확정시에는 A, C가 있습니다.

3. 그러다 그 후 A채무가 소멸해서, 배당시에는 C채무만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확정시의 채무, 즉 A, C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에 들어갈 채무가 고정되는 현상을 피담보채무의 확정이

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본채무가 확정된다는 의미로서, 원본채무의 추가, 변경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뒤집어 말해, 확정된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담

보합니다. 물론, 최고액까지만 담보합니다.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

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

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7조(근저당)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A채권

B채권

C채권

A채권

C채권

소멸

소멸

설정시 확정시 배당시

발생

B채권권 B채권권

A채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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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의 개념

근저당권은 설정시에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1. 그래도 채권최고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만을 담보합니다.

2. 다만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최고액까지로 제한될 뿐이죠.

쉽게 말해, "확정된 실제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작은 액수만큼만 담

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이용

실무상 보통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사례가 없고, 모두 근저당권으로 설정되고 있

습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의 채권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에 해서도 근저

당권 방식으로 설정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흔히 '저당권'이라 하면 '근저당권'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채무자 아닌 자의 담보제공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저당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자기

는 채무자가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가 저당물로 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일단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권자에게 그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1. 이 때 제3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

당물을 양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설정

채무자 채권자
소유권
양도

저당권
설정자 피담보채권

저당권자

저당물
(부동산)

등기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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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변제가 제 로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 안 된 부동

산보다 저렴하게 사겠죠.

물상보증인

처음부터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같긴 하지만, 엄 히 말해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물

건(부동산)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상보증(surety on property)'

이라 말합니다.

1. 채무자는 채무자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부동산소유자

가 곧 저당권설정자죠. 이 사람이 물상보증을 해 준 사람, 즉 물상보증인

입니다.

2. 역시 채무변제가 제 로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아무 이유 없이 저당권설정을 하지는 않죠. 보통 

채무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3. 그리고 물상보증의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채권자)와 

저당권설정자(부동산소유자)입니다.

사례

계속적인 거래관계

송연정 씨는 소금과 사료의 도매상이고, 이아연 씨는 그 중간상인입니다. 둘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상되며 이아연 씨가 송연정 씨에게 물품 금채무를 질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물품을 얼만큼 공급할지 특정할 수 없

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설정

물상보증인

채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피담보채권

저당권자

저당물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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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설정

그러나 담보도 없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송연정 씨의 요

구로, 이아연 씨가 물품 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시가 10억 원 K

토지에 송연정 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

었습니다.

저당물의 양도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최승오 변호사가 K토지의 수익성을 내다보고 이아연 

씨로부터 매수하겠다고 제의해 옵니다. 물론, 원래는 10억 원 정도 하는 토지

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

가 성사되었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상 K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최승오 변호사(

제3취득자) 앞으로 되었습니다.

기능

1.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도 설정자는 저당물(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에 유치적 효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채무변제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저당권자로서는 안심하고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현재 금융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순위

개념

하나의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이아연 씨는 송연정 씨 말고도 조운선 씨와 최윤점 씨와도 채무관계

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아연 씨는 거래관계를 맺을 때마다 같은 K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1번 근저당권, 제2번 근저당권 식으

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 송연정 씨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조운선 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2. 송연정 씨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는 최윤점 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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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1번 근저당권자는 조운선 씨, 제2번 근저당권자는 송연정 씨, 제3번 

근저당권자는 최윤점 씨입니다.

용어

어떤 저당권을 기준으로,

1. 그보다 순위가 앞서는(prior) 저당권을 선순위저당권(senior mortgage),

2. 순위가 뒤쳐진(posterior) 저당권을 후순위저당권(junior mortgage)이라

고 합니다.

공동저당권

개념

거꾸로 1개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저당(joint mortgage)이라 합니다.

물론, 1개의 저당권인 건 아니고, 부동산의 수만큼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

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이 동일할 뿐이죠.

사례

예를 들어 이아연 씨가 김미예 씨에게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아연 씨 

소유의 X토지(시가 5억 원), Y토지(시가 4억 원), Z토지(시가 2억 원) 모두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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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1번
최고액 6억 원

제2번
최고액 2억 5,000만 원

제3번
최고액 4억 원

조운선

K토지 송연정

최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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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미예 씨는 3개 모두 경매부쳐도 됩니다. 

2. 물론, 그 중 일부만 경매에 부쳐도 됩니다.

의의

김미예 씨는 가령 X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은 훼손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1개 토지에

만 설정했다면,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저당을 하면 위험분

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절차와 저당권실행

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부쳐 매각 금으로 피담보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를 저당권의 실행이라 합니다.

분량이 많으니 따로 보겠습니다.

의의

1. 물건에 관한 권리이므로 물권입니다.

2.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이기도 하죠.

3. 기본적으로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물론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법

정담보물권에 해당합니다.

시가 5억 원

시가 4억 원

피담보채무
공통

시가 2억 원

X토지

Y토지

Z토지

김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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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날짐승들이 박쥐에게 자신들의 군 에 참여하라고 부탁하였다. 박쥐는 

"난 길짐승이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번에는 길짐승들이 박쥐에게 자신들에게 

참여하라고 부탁하였다. 박쥐는 이번에는 "난 새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 "이솝 우화"

개념

시작

1.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습니다.

2. 신, 이용자는 부동산을 인도받고 일정 기간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

습니다.

3.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등기도 해야 합니다.

종료

1. 그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소유자는 전세금을 그 로 돌려줘야 합니다.

2. 신, 이용자는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그 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라

도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점유하는 게 바로 전세금반환채

권의 담보이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곧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전세금반환채권의 채무자입니다. 전

세권자가 곧 부동산의 이용자이자, 전세금반환채권의 채권자입니다.

전세물
(부동산)

전세물
(부동산)

소유자 이용자

전세금 지급
사용
수익

설정

인도

등기

전세물
(부동산)

전세물
(부동산)

채무자 채권자

피담보채권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금반환청구

유치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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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위와 같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전세권(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이라 합니다.

2. 여기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을 전세권자, 그 부동산을 전세물, 부동산

을 이용하게 하고 후일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

세권의 설정, 전세권을 설정해준 부동산소유자를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으

로 담보되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부릅니다.

부동산임차권과 구별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제2강에서 배웠던 전세 방식의 부동산임차권과 비슷하

지만, 다릅니다.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세효 여부

1. 부동산임차권자는 계약상 방인 임 인에 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 차계약 후에 부동산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면, 부동산임차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항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

해, 새로운 소유자가 쫓아내면 나가야 한다는 거죠.

2. 그러나 전세권자는 누구에 해서든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요건 차이

1. 부동산임차권은 당사자의 임 차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2. 그러나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금을 실제로 지

급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야만 성립합니다.

본질

1. 전세 방식의 부동산임 차를 채권적 전세라고 하고, 

2. 전세권을 물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물권적 전세는 절차가 번거로운 등 문제가 있어서, 실제 전세는 거의 부분 채

권적 전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

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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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류만지 씨는 직장 관계로 고양시에서 2년 정도 살게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양후 드라이시티' 오피스텔 1808호를 전세놓은 것

을 발견했습니다.

2. 법을 잘 아는 류만지 씨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채권적 전세 말고 물권적 전

세를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며 내키지 않아 했

지만, 류만지 씨가 전세금을 좀 더 올려 내겠다고 하자, 전세금 1억 2,000

만 원에 2년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3. 주인과 류만지 씨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았습니다.

기능

1.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자로서는 거액의 전세금을 이자 없이 빌리는 셈입니다. 경제

적으로는 매달 그 이자만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 하는 것과 비슷합

니다.

3.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가 있고, 전세권자

는 목적물(부동산)인도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인도청구권

을 서로 담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 방이 돌려줄 때까지 나

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전세권의 실행

전세기간이 끝난 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

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이 담보

물이 되는 것이죠.

전세방식 부동산임차권 전세권

본질 채권 (채권적 전세) 물권 (물권적 전세)

대세효 X (원칙) O

성립요건 계약 계약 + 등기 등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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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물권

물건에 관한 권리이므로 물권입니다.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1. 전세기간 중에 전세권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입니다.

2. 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난 다음 전세권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점에

서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제한물권이기도 하죠.

약정물권

기본적으로 약정물권입니다.

물론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전세권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

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리고] 단지 전세

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

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용익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담보

지배 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사용+교환

동산/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동산

/부동산
동산 부동산 부동산

약정/법정
약정(예외: 

법정지상권)

약정

(예외 있음)
법정

약정(예외: 

법정질권)

약정(예외: 

법정저당권)
약정

유치적 효력 O O X X

경매청구권 O O O O

우선변제효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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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실행
The Exercise of Maximum Amount Mortgage

재물을 멸시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을 너무 신용하지 말라. - F. Bacon

경매개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근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순위와는 상관 없습니다. 조운선 씨, 송연정 씨, 최윤점 씨 어느 근저당권

자라도 자기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근저당권자와는 상관 없이 법

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강에서 보았던 담보

권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임의경매라고도 합니다.

매각

경매절차에서 누군가 건물을 낙찰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이라 하고, 금을 

매각 금이라 합니다. 낙찰받는 사람은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1. 어쨌든, 위 사례에서 토지가 9억 원에 박지예 씨에게 낙찰됐다고 합시다.

2. 그러면 매수인인 박지예 씨가 매각 금 9억 원을 법원 측에 내면 K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

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

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저

당권 실행의 경우 저당물인 부동산]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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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

소멸주의

이제 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1. 역시 순위와는 상관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앞, 뒤 순위 근

저당권 모두 소멸합니다.

2. 예를 들어, 제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번, 제2번, 

제3번 근저당권 모두 소멸합니다.

영향

1. 물론 이따가 보겠지만, 그렇다고 근저당권자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

는 건 아니고, 매각 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2. 그렇게 돼도 매수인인 박지예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

습니다.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더 이상 유동, 교체되지 않게 되는 것을 근저당권의 

확정이라 했죠. 확정이 되어야 배당도 가능하겠죠.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그렇다면 과연 언제 확정될까요? 당사자들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경매신청시 확정됩니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

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

로 소멸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

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

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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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매수인이 매각 금을 모

두 낸 때 확정됩니다.

사례

1. 제2번 근저당권자인 송연정 씨의 경매신청시에는 피담보채권액이 ① 조운

선 씨 5억 원, ② 송연정 씨 2억 원, ③ 최윤점 씨 3억 원이었다고 합시다.

2. 매수인 박지예 씨가 매각 금을 낸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이 ① 조운선 씨 

8억 원, ② 송연정 씨 2억 5,000만 원, ③ 최윤점 씨 4억 원으로 증가됐

다고 합시다.

3. 그러면 일단, ① 조운선 씨 8억 원(매각 금완납시), ② 송연정 씨 2억 원

(경매신청시), ③ 최윤점 씨 4억 원(매각 금완납시)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① 조운선 씨의 경우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8억 원이 채권최고액 6억 원

을 초과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는 범위는 채권최고액인 6억 원

입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

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

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

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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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개념

매각 금 9억 원은 근저당권자들에게 충당됩니다.

1. 만약에 이아연 씨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다고 해도, 그들을 제치고 먼

저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 충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right to preferential payment)이 있다고 합니다.

2. 물론, 근저당권자들끼리는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충당에서는 순위가 매

우 중요하죠.

제1순위 근저당권

1. 먼저 위 9억 원이 조운선 씨(제1순위)에게 배당됩니다.

2. 조운선 씨에게는 6억 원이 배당됩니다. 이 액수는 매각 금완납시 피담보

채권액 8억 원, 채권최고액 6억 원 중 작은 금액이죠.

3. 어쨌든 3억 원이 남습니다.

제2순위 근저당권

1. 다음 위 3억 원이 송연정 씨(제2순위)에게 배당됩니다.

2. 송연정 씨에게는 2억 원이 배당되죠. 이 액수는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액 

2억 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3. 1억 원만 남네요.

제3순위 근저당권

1. 마지막으로 위 1억 원은 최윤점 씨(제3순위)에게 배당됩니다.

2. 최윤점 씨는 피담보채권액이 4억 원임에도 순위에서 려서 다 받지 못하

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경매비용은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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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기초개념
The Basic Concept of Possession

추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 로마 법언

간접점유

개념

1. 직접점유(direct possession)란, 물건을 직접 소지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

합니다. 단순히 '점유'라 하면, 직접점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2. 간접점유(indirect possession)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점

유하게 하여, 그렇게 직접점유하는 사람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

을 말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건물 주인 장보예 씨가 박성건 씨에게 건물을 임 해서, 박성건 씨

가 그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합시다.

1. 임차인인 박성건 씨는 직접점유자입니다.

2. 임 인인 장보예 씨는 간접점유자입니다.

점유매개관계

임 차 같이 간접점유의 원인이 되는 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 합니다. 도둑이 물

건을 훔쳐간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없어서 간접점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자는 누구인가

직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입니다. 즉, 어느 하나의 

점유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점유권자로 봅니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

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점유매개

임차인임대인

임대

장보예 박성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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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

개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지시로 인한 경우가 있

습니다.

1. 그 경우, 지시를 하는 사람을 점유자로 간주합니다.

2. 여기서, 지시를 받는 사람을 점유보조자(possession assistant)라고 합니

다. 점유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사례

예를 들어, 은행원이 은행 금고 속의 현금을 관리한다고 합시다.

1. 은행을 영업상 관계에서 지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은행이 점유자입니다.

2. 은행원은 그 지시를 받는 자로,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권자는 누구인가

1. 오직 지시를 하는 자만 점유권자입니다.

2. 즉,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자주점유(autonomous possession)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처럼 지배

하려는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임차인인 박성건 씨의 점유

는 타주점유입니다. 객관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

사가 없기 때문이죠.

점유자 점유보조자

지시

영업상

은행 은행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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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주점유(heteronomy possession)란,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입니다. 임

인인 장보예 씨의 점유(간접점유)는 자주점유인 건 당연하죠.

3. 이처럼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점유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따

라 판단합니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점유하는 경우가 선의(bona fides, good 

faith)점유입니다.

2.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경우가 악의(mala fides, bad 

faith)점유입니다.

쉽게 말해, 몰랐으면 선의점유, 알았으면 악의점유입니다.

평온·공연한 점유

평온(tranquility)한 점유, 공연(apparentness)한 점유의 의미는 다음 판례를 

참조하세요.

추정과 추정의 깨짐

머리에

점유자는 자주점유·선의점유·평온한 점유·공연한 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점유자에게 유리한 거죠. 점유권의 효력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여기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

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

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

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감추는(conceal)] 점유가 아

닌 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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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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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개념

추정(presumption)이란, 그 추정을 깰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인정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원고는 A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

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A사실이 있

다'고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1. 그러면 피고가 A사실이 없다고 증명해 내지 못한 이상, 법원은 A사실이 있

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2.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을 진다는 거죠.

추정의 깨짐

추정은 깨질 수 있기에 추정입니다. 개념 자체로, 깨질 수 있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죠. 이렇게 추정이 깨지면 달리 봐야 합니다.

1. 위 사례에서, 피고가 확실한 증거를 내서 'A사실이 없다'고 증명(proof)해 

내면, 추정이 깨지게(rebuttal) 됩니다.

2. 그러면 법원은 A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

므로 <생략>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

을 주장하[는] <생략>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는"

추정

법률규정O

"선의점유자다"

원인사실 A사실

"점유자이지만"

추정이 깨짐

추정

"선의점유 아니다"

원인사실

A아님

A사실

악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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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추정의 깨짐

자주점유 추정 규정을 봤는데요, 이 추정 역시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1. 악의점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즉, 여전

히 자주점유입니다.

2. 그러나 더 나아가 무단으로 악의점유를 한 것이었다면 그 때에는 추정이 

깨져 타주점유로 봅니다.

① 단순한 "악의"점유와 ② 점유 개시 당시 "악의로 무단"점유한 경우를 구별

하세요.

점유의 승계

점유권자가 바뀌는 것을 점유권의 이전, 짧게 점유이전이라 합니다. 다음 두 경

우에 종전 점유자로부터 새로운 점유자로 점유가 승계(succession)된다고 합

니다. 

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자가 물건을 건네주면, 이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점유권자가 됩니다.

1. 점유물의 인도(delivery)로 인하여,

2. 점유권이 양도(transfer)된다는 의미입니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

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

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

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

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

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

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

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점유물

점유자

점유물
인도

점유권
양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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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

하므로, 점유권도 상속(inheritance)

받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이 점유권

까지도 이전받게 됩니다. 

2. 상속인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점유하

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망 즉시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유기간

의의

점유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가령, '점유기간이 20년이 넘었다', '8년간 점유하

다가 5년 동안 점유를 하지 못했고 다시 10년 점유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점유계속의 추정

1. 가령 김용완 씨가 K토지를 2012. 1. 1.에도 점유했고, 2013. 8. 31.에도 

점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2012. 1. 1.부터 2013. 8. 31.까지 계속 점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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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인
점유권
이전

사망

점유물

점유자

점유 점유

2012. 1 .1 2013. 8. 31.

추정

김용완 김용완

계속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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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이므로 역시 깨질 수 있습니다. 가령 2013. 5. 5.에 K토지를 오세안 

씨가 점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위 추정은 깨집니다.

점유승계와 점유기간

가령 김용완 씨가 L건물을 2012. 1. 1.부터 점유하고 있었는데, 장안  씨에게 

2013. 1. 1. 팔아서 장안  씨가 2013. 6. 31.까지 점유했다고 합시다. 그런

데 L건물은 사실 권혁채 씨 소유인데, 그 사실을 김용완 씨는 알고 있었고, 장

안  씨는 몰랐다고 합니다.

1. 장안  씨는 2013. 1. 1.부터 2013. 6. 31.까지 6개월간 점유했다고 주장

해도 됩니다. 6개월간의 선의점유죠.

2. 장안  씨는 2012. 1. 1.부터 2013. 6. 31.까지 1년 6개월간 점유했다고 

주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김용완 씨가 악의점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

면 1년 6개월간 악의점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후자로 주장할 때, 앞의 1년은 악의, 뒤의 6개월은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전체가 악의점유로 되는 겁니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점유 점유

점유

2012. 1 .1 2013. 8. 31.2013. 5. 5.

추정의 깨짐

김용완 김용완

계속점유

오세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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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원리
The Principle of Alteration of Real Rights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

는데, 인간은 항상 불변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고정적인 것은 없는데도, 그

것을 실체라고 고집하려 하는 데에 고통의 원인이 있다. - 석가모니

물권변동의 개념

정의

아주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물권은 변동합니다. 이처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물권의 변동(alteration)이라 합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하기도 합니다.

2. 또 예를 들어 의사표시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간에 어떤 경우에는 지상권

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3.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기간 만료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물권의 득실

방금 전 소유권 변동 사례를 봅시다.

1. A 입장에서 보면, 물건의 소유권을 상

실(loss)한 것입니다.

2. B 입장에서 보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

득(acquisition)한 것입니다.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자의 입장에서는 곧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을 의미합니다. 취

득, 변경, 상실을 통칭해 득실변경(acquisi-

tion, loss and transfer)이라 합니다.

물권의 변동이란, 누군가에게는 물권의 득실입니다.

A B

물건

소유권
상실

A소유      B소유
소유권 변경

소유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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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원인

물권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1. 하나는 의사표시에 따른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legal act)에 의한 물권변

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적 계약이 먼저 있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

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입니다.

2.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즉, 법률규정(provisions)

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계약 같은 법률행위는 물권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계약 때문에 

물권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2. 예를 들어, 매매계약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기도 합니다. 계약 같은 법률행위는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죠. 법률행위의 

핵심은 의사표시라 했습니다.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기기로 한다'는 의사표

시에 따라 그것 로 물권이 변동하는 겁니다.

3. 지상권설정계약, 질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등으로 

각 물권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어떤 물권을 설정해 준다'는 의사표시가 있

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그 로 물권이 변동하는 겁니다.

4.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만으로 곧바로 물권이 변동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에 본 것처럼, 추가로 등기나 인도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약정물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두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약정물권이 변경, 소

멸하는 원인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반 로,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법에서 물권이 변동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규정 때문에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

도 있다는 겁니다.

2. 가령, 유치권 같은 법정물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한

다'는 합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유치권 발생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3. 법정지상권 같은 것도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는 의사표시가 없지만 발생합

니다. 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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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물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두 법률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정물권이 변경, 소

멸하는 원인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가 있고, 나아가 등기까지 돼야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2.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 후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으면, 설사 매매

금을 모두 냈다고 해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3. 이를 "등기(registration)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

이라 말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경

1. 법률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유효합

니다. 예를 들어, 원래 토지와 건물이 모두 A 소유였는데, 건물에만 K은

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건물을 매수했

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에 의해 지상

권자가 됩니다. 이것은 말 그 로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

므로, B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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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생략>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생략>

양도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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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위와 같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그 때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B가 그 지상권을 제3자인 C에게 팔아 넘기려면, 이제는 지상권

설정등기와 지상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기 없이 C가 지상권

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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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

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동산 물권변동

머리에

1. 법률행위가 있고, 나아가 인도까지 돼야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풀어 말하면, 인도는 사실상 지배의 이전을 말

합니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예를 들어, 동산매매 후 매수인이 

인도받지 않으면, 설사 매매 금

을 모두 냈다고 해도 동산은 여전

히 매도인 소유입니다.

3. 이를 '인도(delivery)는 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요건이다'라 합니다.

4. 인도에는 현실인도와 관념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양

도)가 있는데, 모두 여기서의 인도에 해당합니다. 관념인도는 비록 현실의 

지배력 이전은 없는데도 인도로 간주하는 겁니다.

현실인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현실의 지배력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1. 동산 인도란, 물건을 건네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2. 건물 인도란, 살림살이 물건을 꺼내거나 들여와 퇴거 및 입주하는 걸로 이

해하면 됩니다.

3. 토지 인도란, 그 위에 경작을 한다거나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정도로 이해

하면 됩니다.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말 그 로 건물의 점유일 뿐, 토지 점유가 아닙니다. "건

물을 소유"하는 자가 곧 "토지를 점유"하는 자입니다.

양도

매매계약

인도

목적물
(동산)

목적물
(동산)

매수인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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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인도 

1. A가 B에게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처

음부터 B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합

시다.

2. 그렇다면 A가 B로부터 굳이 물건을 돌려받은 다음 다시 B에게 인도해 주

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3. 이럴 때는 A가 B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B가 A로부터 MP3 플레이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것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유개정

1. A가 자기 물건을 B에게 팔 건데, 사

용은 A가 계속 하고 싶을 수도 있습

니다. 이럴 때는 매매계약과 임 차

계약을 함께 체결하기도 합니다. 즉, 

A가 B에게 물건을 매매하되, A는 새

로운 소유자가 될 B로부터 그 물건을 임차해서 쓰는 거죠.

2. 그렇다면 A가 B에게 굳이 물건을 건넨 다음 다시 B로부터 건네 받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3. 이럴 때는 A와 B 합의로 그냥 A가 종전 로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 A가 B에게 인도하려는데, 물건을 제

3자 C에게 수리를 맡긴 상태이고 아

직 수리가 다 되지 않아 C가 보관하

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A가 C로부터 물건을 돌려

받은 다음 B에게 건네고, 다시 B가 

C에게 수리를 맡기는 것은 너무 번

거롭고 불필요합니다.

A
매매계약

처음부터
점유

B

동산

매매계약

매도 후
임차

B

동산

A

A B

동산
C

매매계약

청구권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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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럴 때는 그냥 A가 C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를 B에게 넘기면 됩니

다. 즉, 현실인도 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공시 제도

공시방법

물권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시(public no-

tice)라고 합니다. 공시의 수단(도구)을 공시방법(method of public notice)이

라고 합니다. 앞서 본 등기, 인도가 바로 공시방법입니다.

1.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registration)입니다. 등기부에 부동

산 물권변동 사항이 기재되고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delivery)입니다. 인도로써 

외부에서도 소유권 변동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3.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동산은 인도가 아니라 등록(registration)이나 등

기가 공시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서는 등록이 

효력요건입니다. 그 결과 등록이 바로 공시방법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

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등기, 등록 모두 registration으로 번역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

두 공시방법이라는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공시의 원칙

1. 물권변동에는 언제나 공시방법이 따라야 합니다. 이를 공시의 원칙(prin-

ciple of public notice)이라고 합니다.

2. 물권은 채권과 달리 절 성,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3자가 그 

물권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두지 않으면 제3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

를 입게 됩니다. 거래안전을 해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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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반드시 공시방법을 갖추도록 강제할 방법은 무엇

일까요? 즉, 공시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두어야만 할

까요?

1.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성립요건(requisite of establishment)

이라는 의미입니다.

2. 항요건주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해도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

동이 유효하긴 한데, 제3자에게까지 그러한 물권변동을 주장할 수 있으려

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항

요건이라는 의미(requisite of opposition)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시방법이 효력요건입니다. 즉,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뉘앙스

이와 관련해 똑같이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겨도,

1. 매도는 "물건을 팔았다"라는 뉘앙스가 있고

2. 양도는 "물건을 팔아서 공시방법을 갖춰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는 뉘앙스

가 있습니다.

무효인 물권변동

개념

말 그 로 물권변동에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A가 B에게 K토지

를 증여해서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B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원인

물권변동이 무효인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제1원인: 계약의 무효

2. 제2원인: 양도인이 물권자가 아님

매도 양도
인도

등기

“매매계약을
했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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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인(법칙): 계약이 무효라면 물권변동도 무효

계약(법률행위)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났는데, 그 계약이 무효라면 물권변동

이 무효입니다.

1. 원시적 무효든, 후발·소급적 무효든 상관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혹은 취소되었다

면, B는 K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2원인(법칙): 양도인이 물권자가 아니면 물권변동 무효

계약(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양도인에게 그 물권 자체가 없었다면 역

시 물권변동이 무효입니다.

1.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2. 설령 A,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A에

게 K토지의 소유권이 없었다면, 역시 물권변동이 무효입니다.

3. 양도인(A)에게 물권(K토지의 소유권)이 없었다고 해서, 양도인(A)과 양수

인(B) 사이의 계약(증여계약)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팔거나 임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즉, 물권이 없

어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것일 뿐이지, 물권이 없다고 해서 채권계약까지 

무효인 건 아니죠.

효과

물권변동이 무효라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편의상 위 제1법칙 사례를 들어 봅

시다.

계약

A B

K토지 K토지K토지K토지K토지

계약
A B

K토지 K토지K토지K토지K토지K토지K토지K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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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토지의 소유명의가 B앞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B가 아니라 A입니

다. 공시된 것과 실제 권리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인데 

남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A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권이 방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2. 그렇다면 A는 이 상태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A소유로 공시되도

록 만들어야죠.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생략>

3. 이에 따라 A는 소유권자로서 B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란, 쉽게 말하면 기존에 등기된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말소등

기"라는 새로운 등기를 추가하는 건데, 편의상 "등기를 말소한다"고 표현

합니다. 이렇게 B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를 보면 A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합 사례

배경

1. P부동산은 원래 갑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2. 갑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을에게 "P부동산 바로 옆에 내년에 롯 백화점이 

들어오니 땅값이 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순진한 을은 이에 

속아서, 갑으로부터 P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3. 다시 을은 병에게 P부동산을 매도해서(이걸 흔히 "전매"라고 합니다) 병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시다.

병은 "갑이 을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4. 일단 P부동산 소유권은 갑, 을, 병 순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계약

계약

갑 을

병

P토지 P토지

P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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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취소와 제1법칙의 적용

1. 그러다가 을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갑과 을 사이

의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갑,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시로 소급해 무효로 됩니다.

2. 그런데 아까 계약이 무효라면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했습니다(제1법칙). 따

라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겁니다.

을의 소유권상실과 제2법칙의 적용

1. 그 결과 을은 법적으로 한 순간도 P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적이 없게 됩니

다. 소급효 때문이죠. 을은 P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병에게 P부

동산을 매도한 셈이 됐습니다.

2. 아까 "양도인에게 물권 자체가 없었다면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제2법칙). 따라서 을에서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됩

니다.

해결

1. 을, 병으로의 물권변동이 모두 소급해 무효로 된 결과, 갑은 처음부터 소유

권을 잃었던 적이 법적으로는 단 한 순간도 없게 됩니다.

계약

갑

P토지

계약

계약
갑 을

P토지 P토지

계약

P토지P토지P토지

을

병

P토지

P토지

P토지P토지P토지

P토지P토지P토지계약

을

병

P토지

P토지

P토지P토지P토지

P토지P토지P토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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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소유권자로서, 을과 병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갑은 P토지를 자기 명의로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공신력의 부정

1. 등기부는 위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A가 K토지의 소유자로 써 있

다고 해서 반드시 A가 소유자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동산의 점

유자라 해서 그가 반드시 소유자인 것도 아니죠.

2. 이처럼 등기나 인도를 받은 자라고 해서 그에게 반드시 그 물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 등기나 인도 같은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했다고 해도 보

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를 공시방법에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신력(public 

confidence)이 없다고 말합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공신"의 원칙을 채택

하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 물론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 로 예외일 뿐입니다. 예

외는 차차 배우기로 하죠.

결론

등기나 인도는 외부에 물건의 권리관계를 알리는 도구이지만, 그 권리관계의 진

정성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1. 법률행위로 물권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합니다(공시 

제도).

2. 역으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물권변동이 유효한 건 아닙니

다(공시방법에 공신력 부정).



이 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제목 건의, 내용 수정, 오탈자 교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에 후원 및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감사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누워서 읽는 법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강권영 김별다비 나인선 박미자 서경희 이성봉 이수주 조도준 

주일규 최용우 형철MD

SKKU GE(조경모, 유선중, 남동렬, 임종우) 강경묵 권승현 권영준 

권준혁 금교완 김 호 김도완 김상오 김아주 김에셀 김영훈 김용구 

김용석 김용혁 김용환 김유정 김은영 김은혜 김인호 김정국 김종완 

김청수 김하은 류범선 문의빈 문진영 박성렬 방지원 배유나 서숙희 

서현민 손성민 송태호 송현정 신도연 신병우 안동근 양소영 엄진웅 

원성환 유병준 이규열 이 엽 이동훈 이보미 이석준 이수경 이용재 

이은총 임정훈 전지혜 정민철 정수연 정승희 정준선 정준선 조해준 

진원준 최건우 최수현 한경숙 

양신혜, 곽준영, 조용운 외 762명

책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강경묵 김동환 김성훈 김영민 손현진 우지원 윤경섭 이강호

강민영 김소정 김영호 김용구 김재학 김평우 심정운 안문경 양희석 

오진주 위재원 유기성 이수경 전은경 조민현 케보



<이 부분은 맨 앞부분이랑 겹치기 때문에, ISBN과 *표시 

등을 앞에 있는 곳으로 으로 옮기고 요 페이지 삭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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