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契約의 解除로 인한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와 保證人의 法的 地位
- 大法院 判例에 대한 評價 및 從來學說에 대한 批判的 觀點 -

명 순 구

I . 問題의 提起

유효하게 성립된 契約은 拘束力을 가지며, 契約當事者는 契約債務의 내용에 좇은 이행

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契約當事者의 一方이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契約債務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契約法的 制裁가 가해지게 된다. 이 제재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 내용 또는 채무불이행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데, 이는 크게 契約關係의 存續을 전제로 한 制裁와 契約關係의 破棄를 전제로 한 制裁

의 두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두 카테고리 중 전자에 관한 핵심적 규범

형태는 민법 제390조 이하가 규율하고 있는 契約責任制度이며, 후자에 관한 핵심적 규범

형태는 민법 제543조 이하가 규율하고 있는 契約解除制度이다.
契約解除制度는 로마법 이래로 내용적인 변천을 거듭하였으며 근대 이후로 각국의 법

제는 이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 제재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1) 우리 민법은 履行遲

滯(제544조 및 제545조 참조)와 履行不能(제546조 참조)을 각각 解除事由로 규정하고 일

정한 요건 하에 채무불이행의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주된 효과로서 양당사자의 原狀回復義務를 규정하고 있다(제548조 제1항 참

조).
이 글에서의 주된 논의대상은 契約當事者 一方이 他方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이들 당사자 일방의 保證人의 保證範圍에 관한 것이다. 즉 계약해제의 효

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

에서 본다면 이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특히 解除의 遡及效 論爭과 밀접하

게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현재의 通說과 大法院 判例의 입장은 명확

하다. 즉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간에 主契約이

해제된 경우에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는 保證債務의 保證範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필자도 결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설 및 판례와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

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 본다면, 때로는 이론적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현행 민법체계 하에서 채택되기에 무리라고 생

1) E . Lepelt ier , La rés olution j udiciaire d es con trats p our inexécut ion d es oblig at ions , th .
Caen , 1934, p. 39 참조: 法定解除制度의 기초관념은 그 연원을 로마법이 아닌 敎會法에 두고 있

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

약해제제도는 契約의 拘束力에 거의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던 로마법의 기본관념과 합치하

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교회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하여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만행위로서 일종의 罪惡(péché)으
로 평가되며 따라서 그는 상대방에게 계약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교회법의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법언은 신의를 깨뜨린 자에게는 더 이상 신의가

주어지지 않는다 (F rag en ti f id em non es t f id es s ervanda )이다. 이 법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

하여는 H . Rolan d/ L . Boy er , A dag es d u droit f rançais , 3e éd., P aris , Litec , 1992, pp. 282- 28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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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이론도 있다고 보여지며, 심지어는 구체적 타당성만이 강조됨으로써 법리적 근거

가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 조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

우에 그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구체적인 法制度는 그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완결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그와 연관된 다른 法制度 또는 一般的 規範體系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재

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契約解除의 效果로서의 原狀回復義務에 대하

여도 保證의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종래의 입장과는 다른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한 보완 내지는 수정을 시도하고

자 한다. 문제상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개의 大法院 判決을 소개하고(II) 이 판결들을 평가2)(III)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II . 大法院의 判決例

大法院은 主債務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

한 입장은 대법원 1967. 9. 16 선고 67다1482 판결(1)과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2)에 잘 나타나 있다.

1 . 大法院 1967 . 9 . 16 宣告 67다1482 判決3)

이 사안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판결(1) 및 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내

용(2)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 事實關係 및 原審判決

박상운은 신이근 및 최영돌과의 사이에 프로판가스用 容器 등 물품의 제조 공급을 내

용으로 하는 製作物供給契約을 체결하였으며, 都給人 박상운은 受給人에게 前渡金으로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都給人이 受給人

에게 前渡金을 지급하는 경우에 受給人은 都給人이 납득할 만한 2인의 連帶保證人을 세

워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김효태와 김준오는 물품공급자인 신

이근 및 최영돌의 連帶保證人으로서 債權關係에 편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신이근 및 최

영돌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자 채권자 박상운은 그들과의 계약을 해제하

였다. 그리고 박상운은 신이근 및 최영돌에게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의 일

환으로서 前渡金返還을 청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들의 連帶保證人인 김효태와 김준오

를 피고로 하여 前渡金返還을 訴求하였다.

2)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판례평석으로서는 金顯泰, 判例 및 學說을 中心으로 본 契約解除로

因한 原狀回復義務를 保證人은 負擔할 것이냐? , «大韓辯護士協會誌» 제5호 (1973. 5.), pp. 20- 25;
- 金俊鎬, 契約解除로 인한 原狀回復義務와 保證債務의 範圍 , «司法行政», 1982년 8월호, pp .
48- 53.

3) 대법원판결집, 제15권 제3집, 1967년, pp . 7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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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신이근 및 최영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비록 피고 김효태 및 김준오가 계약당사자 일방의 연대보

증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인 전도금반

환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근거

는 다음과 같다. 즉 契約解除의 效果로서의 原狀回復義務는 解除로 인하여 契約關係가

遡及的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 原來의 債務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의 의무로서

원래의 채무에 종속한 것이 아니므로 原契約上의 債務의 保證人인 피고들은 박상운이 소

외 신이근 및 최영돌에게 지급한 전도금반환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것이다.4)

(2 ) 大法院의 判決理由

대법원은 原審判決을 파기하였는데, 이에 관한 최고법원의 判決理由를 들어보기로 한

다.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외

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

는 공급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공급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기인하여 공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

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서

도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 본 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
호증의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전도금을 수교함에 있어서는 소외

인들은 원고가 인정할 만한 연대보증인 2인을 택하여 보증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원피

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동조항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전도금 300만원을 수교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보증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보증인인 피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위 계약에 따른 소외인들

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공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공급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책임, 특히 이미 수령한 전도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소외인들의 원고에게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

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

4) 이러한 판단은 朝鮮高等法院의 1922년 10월 6일 판결, 日本 大審院의 1903년 4월 23일 및

1916년 10월 27일 판결의 판시내용과 같다(金顯泰, 앞의 글 判例 및 學說을 中心으로 본 契約解

除로 因한 原狀回復義務를 保證人은 負擔할 것이냐? , p . 23 참조). - 原告 (上告人)의 訴訟代理人

에 의하여 작성된 上告理由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우리의 경험칙으로 하여도 매매

계약의 보증인은 위 계약이 주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주된 채무자

가 부담할 원상회복의무를 보증인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유력한 학설도 강력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집, 제15권

제3집, 1967년, p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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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전도금의 반

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피고들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 大法院 1972 . 5 . 9 宣告 7 1다1474 判決5)

이 사안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판결(1) 및 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내

용(2)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 事實關係 및 原審判決

신영출은 이영택과 마이크로버스 1대를 목적물로 하는 賣買契約을 체결하였으며, 買受

人 신영출은 車主인 이영택에게 契約金 10만원 및 中途金 12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근율은 賣渡人 이영택의 保證人으로서 채권관계에 편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영택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자 買受人 신영출은 契約解除權을 행사하여 이 계약

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런데 신영출은 이영택에게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原狀回復

義務의 일환으로서 이미 지급된 契約金과 中途金의 합계금인 22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賣渡人의 保證人인 이근율을 피고로 하여 금전의 반환을 소구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소외 이영택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

한 원상회복의무일 뿐 그의 원래의 채무인 마이크로버스의 인도의무와는 법률상 성질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피고에게 원상

회복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원고 신영출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2 ) 大法院의 判決理由

부산지방법원의 이 판결에 대하여 大法院은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

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67. 9. 16 선고, 67다1482)인 바, ... 그 판시는 전시 당원 판례에 명시된 법리를 위

배한 위법판시었다고 않을 수 없다 고 하여, 原審判決을 破棄還送하였다.

III . 大法院 判決에 대한 評價

1 . 問題狀況의 具體化

위의 두 事案에서 原審判決은 大法院에 의하여 파기되었다. 그런데 破棄理由, 즉 原審

과 上告審의 判決理由의 차이는 保證債務의 本質과 契約解除의 效果에 관하여 양 심급

5) 대법원판결집, 제20권 제2집, 1972, pp.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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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존재하는 法解釋的 側面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 두 사안에 있어서 原審은 契約解除의 效果로서의 原狀回復義務는 解除로 인하여 原

契約關係가 遡及的으로 소멸됨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 原狀回復義務는 原契約上의 債務

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채무이며, 따라서 原契約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主契約의 解除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계약해제의 遡及的 效力과 保證債務의 主債務와의 관계에서의 附從性을 주축으로

한 이론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契約解除에 遡及效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판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428조 제1
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측면과 해제제도라는 것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본다면, 위 두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최고법원에 의하여 파기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

각한다.
그렇다면 1967년 9월 16일과 1972년 5월 9일의 大法院 判決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大法院 判例로서의 位相6)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 판시내용

이 과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또한 타당한 先例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인데, 위의 두 판결, 특히 1967년 9월 16일 판결7)은 해제의 효과에 소급적 효

력을 부여하면서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 원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가 주계

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 견지에서 볼 때, 비논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논의사항은 다음의 몇가지 항

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67년 9월 16일의 대법원 판결이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듯이8), 保證債務의 本質

的 機能이란 保證人 자신이 주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6) 이러한 평가는 1972년 5월 9일의 대법원 판결은 ...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7. 9. 16 선고, 67다1482 판결 참조)인 바... 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

어 보아 의문의 여지가 없다.
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2년 5년 9일 판결은 1967년 9월 16일 판결을 대법원 판례로 삼아

여기에서 채용한 판시사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8) 위에서 적시한 1967년 9월 16일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 중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물

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외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

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하여 공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

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대법원판결집, 제15권 제3집, 1967년, p .
73 참조) 부분을 말하는 것임. 이 판시부분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유 (最高裁判所 1965년 6
월 30일 大法廷判決)와 동일한 것인데, 이 일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는 金顯泰, 앞의 글 判例 및

學說을 中心으로 본 契約解除로 因한 原狀回復義務를 保證人은 負擔할 것이냐? , pp. 23- 24 참조.

- 5 -



같은 것인가? 의 문제가 그것이다. 민법 제428조 1항을 근거로 하여 保證債務의 內容은

主債務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설명이며, 소위 內容同一性

이라는 독립적인 용어가 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채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있

어서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증인은 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법리적 장애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契約解除

의 效果에 관한 遡及的 理論構成과 保證債務의 附從性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물론 解除의 效果에 관하여 非遡及的 理論構成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

러한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의 민법체계 하에서

해제의 비소급적 이론구성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만일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서는

해제에 의한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만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 논거는 무엇이며, 또한 소

급적 이론구성을 취하는 경우에 해제의 소급효는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가? 아니면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일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데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서는 우선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內容同一性 의 문제(2)와 主契

約의 解除로 인한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와 保證債務의 범위에 관한 문제(3)를 차례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위에서 제시된 종래의 大法院 判例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한 判例理論의 형성을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 保證債務의 性質로서의 소위 內容同一性

民法上의 保證이라 함은 主債務者 자신이 債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保證人이 그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主債務의 履行을 擔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債權者와 保證人 사

이의 契約을 말한다. 그리고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서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와의 관계하에서 獨立性, 內容同一性, 附從性 및 補充性을 들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보증채무의 성질 중에서 특히 內容同一性을 중심으로 보증채무의 특

질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문제에 관한 종래 通說의 입장(1)을 살펴

보고, 그 다음으로는 위에서 든 大法院 判決과 관련하여 통설의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2)해 보기로 한다.

(1 ) 통설의 입장과 그 문제점

보증채무의 성질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소위 內容同一性 이란 保證債務의 내용은

主債務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다. 민법은 제428조 제1항에서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履行

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履行할 義務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즉 주채무)
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용동일성의 의미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경우, 主債務는 代替的 給付를 내용으로 하

는 것이어야 한다9)는 논리적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거래계에 있어서

9)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2, p. 544; - 郭潤直, «債權總論 (民法講義 III)», 博英社, 1994,
p. 3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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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거래현실의 측면에서 본

다 하더라도 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主債務가 金錢債務인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主債

務의 내용이 代替的 給付가 아닌 非代替的 給付인 경우에도 그와 같은 債務를 主債務로

하여 保證契約이 체결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래의 통설도

이러한 난점을 그저 방관만 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통설에 의하면, 非代替的 給付를 목적

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主債務가 不履行으로 인하여 損害賠償債務

로 변하는 것을 停止條件으로 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0)

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 내용의 代替性의 原則을 완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

법의 하나로 일부 학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特定物을 급부하여야 하는 채무와 같

이 보통은 主債務者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保證人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채무에 관하여도 보통의 保證債務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11) 예컨대, 不動産의 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을 위하여 保證人이 된

자가 競賣의 결과 그 부동산의 競落人이 된 때에는 買受人에게 그 不動産의 所有權을 이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중대한 法理的 誤解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위의

예에 있어서 保證人은 적법한 權原에 기하여 特定物에 대한 所有權을 취득하였음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즉 보증인은 당해 특정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임이 분명한데, 보증인이

어떠한 이유로 채권자에게 특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

가 도대체 어떠한 권원에 기해 보증인에게 그 특정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

가? 채권자는 주채무자와의 매매계약에 기한 目的物引渡債權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채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즉 보증인)에게 넘어감으로 인하여 이 채권의

내용은 이미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履行不能(특히 主

觀的 履行不能)의 예로서 이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

라면 債務不履行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債權者와 保證人 사이에는 보증계약

이라는 채권관계만이 있을 뿐이며 債權者는 그 特定物에 대하여 어떠한 支配權도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特定物債務者를 위하여 保證人이 된 자가 債權者에게 당

해 特定物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타당성을 결한 견해로 생각된다.
물론 당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그 목적물 자체를 인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主債務의 목적인 給付가 履行不能으로 된 경우 保證人은 主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부담하게 되는 損害賠償債務를 보증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 保證人과 債權者 사이에 賠償의 方法에 관한 合意가

있게되면 金錢賠償 이외의 형태로 배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민법 제394조 참조). 즉 特定

物債務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保證人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債權者에게 履

行行爲를 하였다면 이는 損害賠償의 方法에 관한 保證人과 債權者 사이의 特約의 결과인

것이지 保證人에게 特定物債務의 履行義務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12)

10) 玄勝鍾, «債權總論», 日新社, 1975, p . 259; - 金顯泰, «新債權法總論», 一潮閣, 1964, p . 210;
- 金曾漢, «債權總論 (民法講義 III)», 博英社, 1980, p. 203; - 郭潤直, 앞의 책 «債權總論 (民法講義

III)», p . 349; - 金亨培, 앞의 책 «債權總論», pp . 544, 554.
11) 金曾漢, 앞의 책 «債權總論 (民法講義 III)», p . 203.
12) 損害賠償의 方法에 관하여 민법 제394조는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으로 賠償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94조의 규정형식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損害賠償債權關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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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非代替的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主債務가 不

履行으로 인하여 損害賠償債務로 변하는 것을 停止條件으로 한 保證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해석론은 보증채무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회적이며 인위적인 이론으로 생각된다. 이 입장에 의한다면, 非代替的 給付를 목

적으로 하는 주된 債權關係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債權者와 保證人 사

이에 保證契約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停止條件으로서의 채무자에 의한 債務不履行 사

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保證契約은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保證債務의 成立 및 效力發生의 문제와 債權者의 保證人에 대한 책임추궁의 문제

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해석론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

다고 생각된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그 본질적 기능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보증채무의 내용이라는 면에서 생

있어서 당사자는 배상방법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金錢賠償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배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損害賠償이 金錢賠償이 아닌 原物賠償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본질이 損害賠償으로서 債權關係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마치 物權的 次元의 문제와 유

사한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종래 우리나라의 해석론 중에는 原物賠償의 문제와 物權秩序의 문제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위에서 본 特定物債務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내용에 관한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特定物債權에 있어서 당해 債權

關係의 目的物로부터 발생한 天然果實歸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종래의 일치된 학설에 의하

면, 채무의 履行期를 기준으로 하여 履行期 이전에 발생한 果實은 債務者에게 귀속하고 履行期

이후에 발생한 果實은 債權者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郭潤直, 앞의 책 «債權總論»,
p. 50; - 金亨培, 앞의 책 «債權總論», p. 66; - 李銀榮, 앞의 책 «債權總論», p. 56; - 金相容, 앞의

책 «債權總論», p . 48).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은 債權의 本質과 現行 物權秩序의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간단히 논증할 수 있다. 債權關係에서의 履行期

라는 것이 과연 물권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종래의 학설에 있어서, 履行期 이전에 特定物로부터 발생한 果實이 債務者에게 귀속된다고 하

는 것은 채무자가 당해 특정물을 채권자에게 引渡 또는 移轉登記를 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債

務者가 그 物件에 대한 所有權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物權變動에 있어서 소위

成立要件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민법 제102조, 제186조,
188조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은 特定物債務者의 당해 目的物에 대한 所

有權者로서의 지위는 債務의 履行期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채무의 이행기는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所有權의 歸屬時期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特定物債權關係에 있어서 당해 特定物로부터 果實이 발생했다면 이 과실이 履行期 以前의 것이

건 以後의 것이건 관계없이 원칙적인 收取權者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라고 하여야 한다.
물론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이행기 이전의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과실의 법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에 채권자에게 특정물을 인도하

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기 이후에 특정물로부터 발생된 과실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利益으로서 賠償範圍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민법 제393조 참조). 特定物債權者는 이행기 이후에

特定物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物權的 支配權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債務者에게 그 果實에

상당하는 부분을 損害賠償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果實 자체를 인도한다면 이는 그 본질에 있어서 原物賠償의 형태로 행해

지게 되는 損害賠償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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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볼 때, 주채무가 損害賠償債務로 전환되는 것을 停止條件으로 한 保證 이라는 이론

구성은 보증채무의 본래적 개념에 어울린다고 볼 수 없다.
主債務와 保證債務의 內容同一性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보

증채무의 본질적 기능과의 괴리현상을 조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은 소위 準保證 이

라는 개념설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13) 종래의 학설에서 말하는 準保證이란 主債務가 非

代替的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급부

와 동일한 이익을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이 제3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하는 것이

주채무의 내용과 다를지라도 본래의 이행이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급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이를 보증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이

경우에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계약체결시에 그들이 사용한 명칭14)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미에서의 보증계약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증관계가

아닌 보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실익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15)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準保證 이라는 것이 앞에서 본 損害賠償債務로 전환되는 것을 停止條

件으로 한 保證 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굳이 이들 양자를 구별한다면

전자, 즉 準保證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한 자가 주채무의 내용에 상응하는 다른 급부를

채권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非代替的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

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 保證人이 金錢賠償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양자 사이에는 법리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에 있어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급부는 손해배상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準保證에 있

어서는 손해배상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原物賠償의 형태로 행해진 경우인데 반

해,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보증 에 있어서는 손해의 배상이 금

전배상의 형태로 행해진 경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래의 통설이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점으

로하여 주채무의 내용은 보증인도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완전

한 의미에 있어서의 보증채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러한 통설의 견해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보증채

무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이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상황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통설이 모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

구하고 통설의 입장은 법이론적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리적 결함의 근본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보증채

무의 본질적 기능을 경시한 채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위 內容同一性 을 기계적으로 요

구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서는 이 내용동

일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3) 郭潤直, 앞의 책 «債權總論», p. 349; - 金相容, «債權總論», 法文社, 1996, pp . 380- 381; -
金亨培, 앞의 책 «債權總論», pp. 554- 555 등.

14) 주채무가 비대체적 급부인 경우에 제3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은 보증계약의 이름으로 체

결되는 것이 거래실제라고 보아야 하며, 이 제3자는 자신의 지위를 보증인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15)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내용동일성에 관하여 민법 제428조 제1항의 문리해석에 의해 그 대체

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간략하게 나마 이미 일부 학자에 의하여 주

장된 바있다: 金俊鎬, 앞의 글 契約解除로 인한 原狀回復義務와 保證債務의 範圍 , p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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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內容同一性의 意味에 관한 하나의 다른 시각

보증채무의 본질적 기능은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소위 보증채

무와 주채무의 내용동일성 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어떠한 채무가 비대체적 급부를 내용

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주채무로 한 보증을 원래 의미에서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설은 민법 제428조 제1항을 근거로 內容同一性을 보증채무의 성질의 하나로 설명하

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부터 과연 통설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내용동일성

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만일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통설과 다른 관점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내용상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42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규범내용의

핵심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428조 제1항은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履行할 義務가 있

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의 주장대로라면, 보증채무의 성립시, 즉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채권관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 견지에서 바라보지 못한 인상이

짙다. 통설에 의하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가 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主債務가 種類

物債務인 경우에 엄밀한 의미의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主債務가 種類債務인 경우에도 통설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 보증채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1995년 5월

5일 A와 B 사이에 種類物賣買契約이 체결되었고(이행기는 1995년 5월 15일로 약정), 그

로부터 며칠 후인 1995년 5월 10일 買受人 B와 X 사이의 保證契約에 의하여 X는 賣渡

人 A의 保證人이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통설은 주채무가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

므로 당연히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증채무가 성립되는 경우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논리가 타당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사안에서 賣渡人 A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特定 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특정의 방법은 채무자에 의한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 (민법

제375조 제2항 전단 참조), 즉 辨濟의 提供이다. 그러나 특정의 방법은 여기에 한하지 않

는다. 채권관계 당사자는 특정의 방법에 관한 특약을 할 수도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민법 제375조 제2항 후단 참조)한 때에도 種類物이 特

定物化된다. 종류물이 특정되었다 함은 거래계에 그러한 종류의 물건이 아무리 많다 하

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이제 거래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정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 있어서 만일 주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변제의 제공을 함으로써 종류물이

특정된 경우로 한정해서 말한다면 통설의 견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16) 그러

나 A가 B의 동의하에 특정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따라 A가 B에게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

는 방법으로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 만일 1995년 5월 7

16) 왜냐하면 A의 채무이행기인 1995년 5월 15일까지 주채무자 A에 의한 변제의 제공이 없었

다면 B의 채권은 아직 종류채권인 채로 남아있고, 따라서 주채무의 내용은 여전히 대체성을 보유

하고 있으며, 보증인 X의 보증채무의 내용도 A의 B에 대한 채무내용과 전적으로 동일성을 유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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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여 특정이 된 상태에서 5월 10일 X가 A의 보증인이 되었

다면 주채무는 이제 더 이상 代替性이 있는 種類物債務가 아닌 特定物債務로 되며, 따라

서 X의 保證債務는 A의 債務不履行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條件附保證債務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A의 지정에 의한 特定日이 B와 X 사이의 保證契約

締結 후인 5월 12일이라면, B와 X간의 보증계약이 그 성립시부터 A에 의한 지정이 있기

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증계약이었다가 A에 의한 지정이 있은 후부터는 조건부보

증계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결과가 된다.
통설에 의한다면, 5월 10일에 체결된 B와 X간의 보증계약이 때에 따라 條件附法律行

爲로 되기도 하고 單純法律行爲가 되기도 한다. 법률행위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러한 결과의 타당성은 부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통설의 부당성은 主債務의 給

付內容의 代替性 與否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달리 파악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주채무의 내용은 보증인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통설의 견해는 債權法一般論

및 保證債務本質論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主債務의 代替性 여부

는 保證債務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채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일

수 없다.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주채무에 대한 보증을 停止條件附保證契約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法律行爲의 附款으로서의 條件과 保證債務의 補充性을 혼동하는 것이

다. 소위 內容同一性 을 주채무의 내용이 보증인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시

각에서 이해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제4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증

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본 조에서 말하

는 主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債務 란 주채무의 원급부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그에게 가해지게

되는 제재, 특히 損害賠償債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원채권과의 관계에서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

증채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도 바로 이러한 관점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1967년 9월 16일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 원고와 소외인들 사

이의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외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

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의 채무에 관하

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하여 공

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

고... 17)라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한 立論이라 평가할 수 있다.

3 . 主契約의 解除와 保證人의 擔保範圍

大法院은 바로 앞에서 본 判示部分에 이어서 계속 판시하기를, ... 공급인의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상회복에 관하여서도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 18)고 하고 있다. 이 판시의 타당

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17) 대법원판결집, 제15권 제3집, 1967년, p . 73 참조.
18) 대법원판결집, 제15권 제3집, 1967년, pp . 73-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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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시에는 非論理 내지는 判例矛盾現象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이 판시부분의 문제점(1)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보증인의 의무범위(2)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의

에 있어서는 법리적 관점을 기본시각으로 할 것이며, 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무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19)

(1 ) 判決에 나타난 非論理와 判例矛盾現象

主契約의 解除로 인한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를 保證人의 債務範圍에 포함시키기 위

하여 1967년 9월 16일 대법원에 의하여 설정된 前提20)의 妥當性은 이미 논증되었다. 그

러나 이 前提와 이로부터 結論21)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論理的 正當性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前提와 結論 사이에 일종의 非論理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계약해제의 주된 효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최고법원은 계약해제에 의한 契約關

係의 遡及的 消滅을 인정하고 있다.22) 해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를 고려한다면, 1967년 9
월 16일 판결에서 대법원이 위에서 언급한 전제에 이어서 따라서 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록 전제부분에서 保證人은 主債務

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主債務者가 債權者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제로부터 保證人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의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保證債務의 附從性23)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19) 1972년 5월 9일 판결에 대한 기존의 한 평석에서도 原狀回復義務에 대하여 保證責任이 어

떠한 경로를 거쳐 미치는지에 관하여 명쾌한 이론의 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 하

여 이 부분에 관한 판례이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金俊鎬, 앞의 글 契約解除로 인한 原狀回

復義務와 保證債務의 範圍 , p . 53).
20) 전술한 ...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

외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

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

하여 공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

고... 를 가리키는 것임.
21) 전술한 ... 따라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급인이 이미 수

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상회복에 관하여서도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 를

가리키는 것임.
22) 이와 같은 입장의 판례를 형성하게 된 대법원의 주요판결을 들어보기로 한다: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

다... (대법원 1977. 5. 24 판결 75다1394: «법원공보», 1977, p . 10107);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

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

나... (대법원 1985. 4. 9 판결 84다카130, 131: «법원공보», 1985, p . 716);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82. 11. 23 판결 81다카1110: «법원공보», 1983, p . 196); ...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양

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89. 9. 12 판결 88누10916: «법원공보»,
1989, p. 422); ...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92. 12. 22 판결 92다30160: «법원공보», 1993, p. 567).
23) 保證債務가 主債務와의 관계에서 獨立性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獨立性은 債務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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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

멸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이 위 前提와 結論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非論理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契約解除에 遡及效를 인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러한 非論理 내지는 判例矛盾現象 이외에도 1967년 9월 16일 판결은 또 하나의 심각

한 법리적 오해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보증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의 하나로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부

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24)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主債務者에게 최소한 損害賠償責任이 인

정되고, 損害賠償은 당연히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민법 제429조 제1항 참

조) 그 한도내에서 保證人에게 原狀回復義務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의무를 특별

히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론은

법리상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할 賠償關係와 返還關係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

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의 판시내용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다.

(2 ) 解除後의 原狀回復義務과 保證債務의 範圍

주채무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증채무의

기능에 비추어 보아 비록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종래 판례의 입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에는 매우 중대한 법리적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

증채무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법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해

석론은 없는가? 에 대한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우선 이에 관한 학설의 입장(1)을 살펴보고, 이어서 종래의 학설과 다른 시

각에서 필자의 견해(2)를 피력하고자 한다.

1) 종래 학설의 경향과 그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解除로 인한 原狀回復義務와 保證債務의 범위는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

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해제에 遡及效를 인정할 것인가? 의 여부에 있다. 그

런데 解除의 遡及效에 관한 논의는 많은 법제에 있어서 계약법상의 주요논점으로 취급되

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들 논의를 전반적

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 글의 테마에 관련되는 사항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의 擔保 라는 보증채무의 내재적이며 본질적인 기능에 의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증채무의 독

립성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附從性

인데, 이 부종성이야말로 보증채무가 가지는 가장 특질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Ph . Simler , L e
cautionnem ent , Paris , Lit ec, 1982, n ° 42.).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보증인은

주채무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주채무자인 동시에 보증인이

될 수 없으며, 보증채무의 내용이 주채무의 그것보다 무거울 수 없는 것이다.
24) 대법원판결집, 제15권 제3집, 1967년, p .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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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除의 遡及效에 관한 이론들을 크게 양분한다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

정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다면, 大法院 判例는 전자의 카테고

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설의 경향을 본다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관

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直接效果說 과 소급효를 부정하고 해제에 의하여 원래

의 계약관계는 채권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며 원래의 계약관계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반환채권관계로 변경될 뿐이라는 淸算關係說 이 대립하고 있다.25) 학설의 형세26)를 본다

면, 오랜 기간동안 직접효과설이 다수설 내지는 통설의 위치를 점하여 왔었으나 최근에

는 오히려 청산관계설이 다수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소급적 구성을 취하면서 원래의 채무와 동

일성이 없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논

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이론구성이며, 해제의 효과에 관한 비소급적 구성에 의하고 있는

청산관계설에 의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債務를 보증채무의 범위내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27)

직접효과설의 논리적 문제점에 대한 청산관계설의 지적은 물론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

나 청산관계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효과설의 난점을 극복하고 보다 타당

한 결과에 이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형성된 청산관계설이 과연 현행 한국

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타당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독일민법이라면 몰라도 우리의 현행 민법

규정 하에서 해제의 효과에 관한 비소급적 이론구성을 채택하는 데에는 매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민법전의 기초과정에서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民法典

制定을 위한 제1위원회에서부터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었는데28), 제2위원회는 解除의

遡及效라는 예민한 문제에 관하여 확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피하고 우회적인 입장29)

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현행 BGB에까지 이어졌다.30) BGB는 해제의 소급효

를 겨냥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제346조에서 해제의 효과로서의 相互返還義務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BGB의 規範體系는 解除效果의 理論構成, 특히 遡及

25) 각 학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金亨培,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構成 , «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6, pp. 211- 224; - 金龍潭, 解除의 效果에 관한 一考察 , «民事法學», 제

4 5호 합병호 (1985), 韓國民事法學會, pp. 118- 149; - 金旭坤,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小考 , «損

害賠償法의 諸問題»(黃迪仁博士華甲記念), 博英社, 1990, pp. 711- 756 등 참조.
26) 해제효과의 이론구성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의 학설은 모두 독일민법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 이론 중에는 간접효과설도 있으나 이 견해는 독일에서도 학설사적 의미를 가질 뿐

이다(L .- J . Con st antinesco, La rés olution des contrats sy nallag m atiques en droit allem and , th .
Paris , 1940, p. 334.).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간접효과설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7) 金亨培, 앞의 글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構成 , p . 222- 223; - 金龍潭, 앞의 글 解除의 效

果에 관한 一考察 , pp. 148 등.
28) 제1위원회에서 주장된 주요입장은 간접효과설과 직접효과설이었다.
29) 해제의 소급효 문제에 대한 의도적 우회는 1980년 4월 11일의 국제상품매매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마찬가지이다 (D. T allon , La résolut ion du contrat pour inex écution imputable au
débit eur : des droit s n at ionaux à la Conv ention des Etat s - Unis sur les contrat s de v ente
int ernat ion ale de m archan dises (C.V .I.M .), Law in eas t and w es t, In stitu t e of Comparat iv e
Law , W aseda Univ er sity , T oky o, 1988, p. 598).

30) L .- J . Con st antinesco, La rés olution d es con trats sy nallag m atiques en droit allem and , th .
Paris , 1940,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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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향의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을 의미한다. 독일에 있어서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과 이와는 달리 소급

효를 부정하는 청산관계설이 모두 주장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독일 학설의 경향은 청산관계설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설의 경향도 독일의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BGB 입법자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民法典의 立法

者는 解除의 遡及的 效力에 관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 민법의 어느 규정에도 해제로 인하여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리 실정법은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 규정은 다름 아닌 민법 제550조이다. 이 규정은 현행 민법 하에서

의 해제효과에 대한 非遡及的 理論構成에 대한 결정적 장애요소 중의 하나이다. 비소급

적 이론구성에 입각하고 있는 청산관계설이 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주채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이 과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청산관계설이 채택될 수 없는 것

으로 생각한다.31)

2 ) 다른 시각에서 본 하나의 제안

다음에서는 비소급적 이론구성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현행 민법

하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 문제해결에 적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의 내용은, 첫째 우리민법상 해제는 소급효를 갖는 것으로 이론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며(가), 둘째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

단으로서의 해제의 소급효는 일정한 요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것(나)이다. 이러한

논리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保證人은 主契約이 해제된 경우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

도 보증하여야 한다 (다)는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가 ) 解除의 遡及效의 原則

민법은 제543조에서 제553조에 걸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제도를 규율

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법규정의 다른 부분에서도 간혹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32), 해제

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선진법제의 實定規範만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선진법제의 學說(또는 判例)도 입법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이다.33) 해제에 관한 규

율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550조라고 생각한다. 본조는 當事者

31) 청산관계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관하여는 金旭坤, 앞의 글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 小

考 , p . 749- 752; - 梁彰洙, 契約의 解除에 관한 學說 등에 대한 所感 , «考試硏究», 1991년 4월호,
pp . 31- 32 등 참조.

32) 契約責任에 관한 주요 규정을 不法行爲責任에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가 대표적인 예

이다. 이러한 규율태도는 우리 民法制定 당시 일본의 通說과 判例가 입법에 반영된 결과이다(鄭
鍾休, 損害賠償의 範圍規定의 構造 , «損害賠償法의 諸問題»(黃迪仁博士華甲記念), 博英社, 1990,
pp . 68 이하 참조).

33) 해제의 효과에 관한 우리 민법의 立法者意思에 관한 체계적 설명에 대하여는, 특히 金旭坤,
앞의 글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小考 , pp. 742- 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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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이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契約은 將來에 대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고 하여, 解除制

度 一般을 규정함에 있어서 解止 34)라는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륙법

계에서의 대표적인 법수출국인 프랑스35)와 독일의 민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입법태

도이다.36) 물론 이들 법제에서도 解除 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解止 의 개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解止 는 법전상의 용어는 아니다. 제550조를 민법전에 삽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두가지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선진법제에서 그

간에 형성된 이론을 실정화하였다는 것이며37), 다른 하나는, 해지는 그 비소급적 효력에

의하여 해제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제550조의 규정으로부터 볼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계약이 성립된 때로 소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소급적 이론구성에 의하는 청산관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550조는 매우 거추장스

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산관계설을 괴롭히는 규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548조 제1항 단서와 제549조 또한 비소급적 이론구성의 장애요소이다. 청산관계설에

입각한다면 이들 두 규정은 당연한 규정으로서 蛇足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이

론은 실정법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관련된 모든 규정에 나름대로의 規範的 意

味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산관계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이론

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된다.38)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현행 민법상 원칙적으로 解除는 契約關係의 遡及的 消滅이

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나 ) 解除의 遡及效의 制限要素

현행민법 하에서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곧바로 직접효과설의 정

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효과설의 입장에서는 해제의 소급효라는 전제위에서

특히 민법 제551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이

34) 근대민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전용어로서의 解止 라는 용어는 期限의 정함이 없는 契約

關係에 있어서 當事者 一方의 意思表示 또는 雙方의 合意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J . Ghest in/ M . Billiau , T raité d e droit civ il, L es eff e ts d u
con trat, Paris , L .G.D.J ., 1992, pp . 459- 460 참조).

35) 우리 민법 제550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繼續的 契約關係에 있어

서 當事者 一方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契約을 破棄하는 경우, 이 계약파기에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判例 學說上 많은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J . Gh est in , L ' effet rétroactif de la résolut ion des contrat s à ex écution su ccessiv e ,
M élang es off er ts à P . R ay naud , Paris , Dalloz- Sirey , 1985, pp. 217 et s .

36) 우리 민법 제550조는 일본 민법전 제545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다.
37) 제550조와 같은 규정은 선진법제에서의 법운용상의 발전이 입법에 반영된 예로서 후발법제

가 가지는 장점이기도 하다. - 프랑스 민법학에 있어서 해제(résolut ion )와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

로서의 해지 (résiliation )를 설명함에 있어서 계약경제성 (écon omie du contrat )을 들고 있다. 즉 계

속적 계약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적 균형이 완

전하게 유지된 경우에까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보든지 또는 계약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적 균형이 유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급

효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특히 J . Ghest in/ M . Billiau , T raité d e droit civ il, L es
eff e ts d u contrat , op . cit., n ° 493 et s . 참조).

38)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서는 梁彰洙, 앞의 글 契約의 解除에 관한 學說 등에 대한 所感 , p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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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조는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의 손해배상은 계약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것

인데,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그 責任根據인 契約關係가 解除에 의하여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551조를 단지 계약해제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것으로서 승인되기 어려운 견해이다. 그렇다면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

한다면, 해제의 소급효라는 것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소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가? 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요소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解除의 意思表示의 法的 性質의 측면39)이다. 우리 민법상 해제권은 形成權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해제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게 된다40)(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그리고 形成權이 法律行爲의 한 형태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法律行爲란 이를 행하는 行爲者의 의사에 의하여 당

해 法律行爲의 效果이 구성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法律事實 내지는 法律要件과

구별된다.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요건(또는 법률사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록 當事者의

精神作用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내에서 또한 법률이 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뿐이다. 해제의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이고, 따라서 해제의 효과의 원천은 법률행위자, 즉 解除者의 意思에서

구해지는 것이다.41) 그러나 계약해제가 하나의 독립적인 法制度로서 승인될 수 있기 위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제에 定型的인 效果를 부여할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근대민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제의 효과에 대한 일반원칙적 규

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민법 제548조도 해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제의 定型的 效果로

서 原狀回復義務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는 것으로부터 곧 당해 계약과 관계된 모든 법률관계가 예외없이 소멸된다는 결론을 이

끌어 낼 수는 없다. 解除者의 意思로부터 契約關係의 무조건적인 遡及的 消滅을 유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解除의 遡及效는 原契約債務의 履行義務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논리

적 전제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형성권으로서의 해제

권을 행사한 자의 의사내용 속에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어떠한 주장도 이를 포기

하겠다는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42)

둘째로는 解除制度의 本質的 機能의 측면43)이다.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

39)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Soon - Koo My oun g , L a rup ture d u con trat p our inex écut ion
faut iv e en droit coréen et f rançais , Bibliothèqu e de droit priv é, t . 255, Paris , L .G.D.J ., 1996,
préf. J . Gh est in , n ° 253 et s . 참조.

40) 해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민법 제543조 제1항이 해제제도에서 가지는 규범적 의미에 대하

여는 明淳龜, 민법 제544조 본문의 催告 와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 의 구별 , «安岩法學», 제3
집, 高麗大學校 安岩法學會, 1995, pp. 430- 431 참조.

41) 해제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미 청산관계설

에서도 지적되는 바이다(金龍潭, 앞의 글 解除의 效果에 관한 一考察 , p . 145).
42) 어떤 制度에 遡及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

대, 契約成立上의 결함에 대한 제재인 取消의 遡及效와 유효하게 성립된 契約債務의 不履行에 대

한 제재인 解除의 遡及效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3)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Soon - Koo My oun g , L a rup ture d u con trat p our inex écu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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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도는 債務不履行에 대한 制裁이다. 이와 같은 해제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그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약해제가 있는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아니

한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

대방으로부터 수령한 給付의 상호반환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

방에게 여전히 남게되는 損害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손해는 배상되어야 할 손해이다. 그

런데 해제로 인한 상호반환의무는 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작용을 할 수가 없

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당해 손해가 채무자에 의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범은

민법 제390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손

해배상청구권의 근거인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리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계약에서

정해진 原債務일 뿐이며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야기된 損害와 그 賠償은 解除와는 별개

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44) 손해배상은 그 기능과 법적 본질에 있어서 계약해제와 완전

히 별개의 독립성을 갖는다. 解除와 損害賠償의 경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1조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법률행위로서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해제자의 의사가 아니다. 요컨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그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법적 수단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45)

다 ) 主契約의 解除와 保證人의 原狀回復義務

위에서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解除者의 意思와 解除制度의 本質的 機

能이 결정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요소는 解

除의 遡及效의 制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는 주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主債務者에 의한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권자의 의

사표시에 保證人을 保證債務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 해제자의 진정한 의사는 차라리 그 반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증채무의 본질적

기능은 債務履行의 擔保라 할 수 있는데, 보증채무의 실효성이 특히 발휘되는 것은 주채

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며46), 특히 주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주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이 확정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계약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약정은 주계약과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일

faut iv e en droit coréen et f rançais , op . cit., n ° 219, n ° 256 et s . 참조.
44) 金旭坤, 앞의 글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 小考 , p . 747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 있다: 一般

的으로 契約解除는 契約의 拘束力으로부터의 解放效(Befreiun g sw irkun g v on der Verbindlichkeit
des V ertr ag s )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런데 契約의 拘束力이라 함은 有效하게 成立한 契約關係에

서 當事者들로 하여금 契約에서 約定한 대로의 債務를 이행하여야 할 義務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지 債務不履行의 效果 (制裁)로 인정되어지는 損害賠償義務關係까지도 포함하는 의미

인 것은 아니다 . 매우 타당한 견해로 생각한다.
45) 이에 관한 실정법상의 예로서 민법 제39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본 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액의 예정은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일정한 경우에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로서는 金旭坤, 앞의 글 解除의 效果에 관한 法理 小考 , p . 747 참조.
46) 보증채무의 보충성을 상기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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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조건하에 주계약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

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당해 約定 또는 特約이 債務不履

行 후의 상황을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主契約의 解除後

에도 이들 약정 또는 특약이 여전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요건

을 충족하는 約定은 附從性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保證債務는

이들 두 요건을 모두 구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주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그 효력을 유지하며,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비단 보증채무에 한하여 타당한 것은 아니며 다른 약정에도 적

용될 수 있다. 예컨대,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특히 債務不履行時를 대비한 管轄에 관한

合意 또는 仲裁契約도 原契約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原契

約의 解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주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이들 특약도 모두 遡及的으로 效力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는 이들 約定의 存在意

味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IV .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原契約이 해제된 경우 保證債務의 附從性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해

제의 효과로서 주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

문제를 1967년 9월 16일과 1972년 5월 9일의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학설의 입장을 비

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학설의 결론에 대하여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

과정에 대하여는 종래의 판례와 학설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 보았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의 두 대법원 판결은 日本 最高法院의 판시내용을 원형으로 한 것으

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태도는 日本의 民事判例가 우리 민법의 法源의 위치로까지 승격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의 일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法定解除制度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우리 민법의 制定에 있어서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준 선진법제, 특히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보다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실정규범이 구체적인 경우

에 이들 민법전의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종래 우리나라의 학설은 외국법제, 특히 독일에서 전개된 학설에 지나칠 정도의 무

게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민법전

의 제정 당시의 상황과 실정규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상의 해제제도에 있

어서 解除의 非遡及的 效力 또는 解除의 意思表示로 인한 原契約關係의 返還關係로의 전

환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의 내용상의 차이가 法院

의 判決 및 解釋論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法制度를 운용함

에 있어서는 당해 制度 자체 내에서의 법리적 완결성은 물론 그와 연관된 다른 규범체계

에 대한 종합적 고려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

다.
첫째, 契約解除의 效果로서의 原狀回復義務도 保證債務의 範圍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主債務와 保證債務의 內容同一性 문제에 대한 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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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轉換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민법 제428조를 근

거로 主債務의 內容이 代替性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증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상의 태도는 去來實際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債權, 物權一般理論 및 保證債務의 本質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主債務의 代替性 여부는 保證債務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러한 역할을 할 수 없

는 것이며,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에게 가해지게 되는 제재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주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非論理 내지는 判例矛盾現象까지

도 범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保證債務의 附從性과 契約解除의

遡及效에 관한 논의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종래 직접효과설의 난점을 지적하고 다른 해

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청산관계설이 있다. 그러나 이 학설은 그 자체

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채택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제제도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율구조는 해제에 의한 계약관계의 遡及的 消滅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해제의 소급효라는 것이 전면적인 것은 아

니며, 일정한 요소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환원 되는데, 이에 대하

여 필자는 해제의 소급효원칙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며 해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급효의 제한요소를 解除의 意思

表示의 法律行爲的 本質과 債務不履行에 대한 制裁로서의 解除制度의 本質的 機能에 착

안하여 새로운 해석론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해제권 행사의 법률행위적 본질로부터는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解除者의 意思內容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계약에 종속된 약정은 주계약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일반원칙

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은 일정한 조건하에 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주계약에

종속된 약정 또는 특약이 債務不履行 후의 狀況을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또한

주계약의 해제후에도 이들 약정 또는 특약이 여전히 有用性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들 약정 또는 특약은 그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

는 이들 두 요건을 모두 구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계약의 해제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主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契約解除의 遡

及效에도 불구하고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原狀回復義務의 이행도 담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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