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
【질 문】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연대채무인가? 아니
면 부진정연대채무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1999년 사건번호 99다34499에서 상계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만일 이
사건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부진정연대채
무라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는 상대적효력만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인데, 만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
대채무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김준호 교수는 이 판례를 들면서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효력
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판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 답】
명 순 구
I . 문제상황의 인식
대법원 판결(대판 1999. 11. 26. 99다34499)의 핵심적 판시사항 중의 하나는 다음
과 같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즉 보험자- 피보험자(가해자)- 피해자 3자관계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해자 사
이에서 행해진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부 학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부진정연
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418조 제1항의 적용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적용을 부정하는 쪽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등
판례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 제418조 제1항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 판
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판례의 입장 자체는 그러
하다.
그렇다면 '대판 1999. 11. 26. 99다34499'과 '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 은 서로
상치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II . 상황의 별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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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 11. 26. 99다34499'과 ' 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의 관계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 판례는 상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판례라는 것이다. 그러
므로 양 판결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대판 1999. 11. 26. 99다
34499' 에 의하여 ' 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 의 기존입장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위 두 판결이 서로 별개성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은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가 부진정연대채무인 경우를 전
제로 한 것임에 반해, '대판 1999. 11. 26. 99다34499' 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판단이다.
대판 1999. 11. 26. 99다34499'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그렇다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서 살피기로 한다.
III.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
대판 1999. 11. 26. 99다34499' 과 관련하여 질문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교통
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연대채무인가?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인가? 아니
면 다른 어떤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물음에 대한 판레의 태도는 다
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다."
' 대판 1999. 11. 26. 99다34499' 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개정 상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
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
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대판 1994. 5.
27. 94다6819; 대판 1995. 7. 25. 94다 52911; 대판 1998. 7. 10. 97다17544; 대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질문자가 적시한 ' 대판 1999. 11. 26. 99다34499' 도
바로 이러한 판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보험자 A , 피보험자(=
가해자) X, 피해자 Y.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A를 X의 Y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보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질문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환원될 수 있다: "병존
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
민법 제418조 제1항이 적용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또한 다음과 같
은 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
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
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6. 12. 10. 95다2436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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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4. 22. 96다56443; 대판 1999. 2. 12. 98다44956 )." 판례는 병존적 채무인수
에 있어서 원채무자와 인수인의 채권자와의 관계를 연대채무관계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
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원채무자와 인수인을 연대채무자로 보는 판례의 경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대판 1999. 11. 26. 99다34499'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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