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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判決要旨】

[1] 競爭入札에서 單純 最低價 落札制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

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不實工事를 防止하고 계약의 履行을 담보할 필

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落札받은 자는 豫定價格과 落札金

額의 差額을 差額保證金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債務不履行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發注者

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約款條項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에 抵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舊 豫算會計法(1995. 1. 5. 법률 제486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廢止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수급자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보증금에 관하여 약정한 이상 그 약정이 당연히 失效된다

고는 볼 수 없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

위원 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優越的 地位 濫用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利用하여야 한다.

[4] 국가가 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독과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시

설공사계약이 競爭入札의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체결과정에 국가가 계약의 상대방인 수

급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抑壓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수급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

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동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 의한 차액보증금은 最低價落札制를 시행함



에 있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

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違約罰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

는 것으로서 損害賠償의 豫定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減額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

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公序良俗에 반하

여 無效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6]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자가 공사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차액보증금을 국가에 歸屬시킴으로써 수급자에 대하여 制裁를 가함과 동시에 수급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間接的으로 强制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

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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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의 槪要】

I. 事案의 槪要



1. 事實關係

가. 工事都給契約(政府契約)

(주) 甲주택(甲건설(주)로 상호변경)은 원고가 1993. 6. 2. 실시한 연무-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

장공사에 대한 入札에 참여하여 공사를 落札받은 다음 1993. 8. 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

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계약금액: 7,269,319,800원, ②계약보증금: 961,431,984원, ③차액

보증금: 10,051,160,400원, ④착공연월일: 1993. 8. 7.

나. 差額保證金約定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하면, 원고가 정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

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계약보증금과 함께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되, 차액보

증금을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며(3조 3항),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 1항).

다. 差額保證金에 관한 保證契約의 締結과 契約內容의 變更(保證金額의 減額)

⑴ 예정가격은 12,294,900,000원이고, 甲주택의 낙찰가격은 그 59.12%인 7,269,319,800원이므로,

甲주택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差額의 2배에 해당하는 피고 발행의 10,051,160,400원의 保證書

를 제출하였다가 1998. 3. 5. 보증서를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2조 2항에 따라서 위 차액에 해당

하는 피고 발행의 5,025,580,200원의 보증서로 대체하였다.

⑵ 피고는 甲주택이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

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되, 피고가 보증하는 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

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차액보증약관 제1조, 제2조).

위 보증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①보증금액: 5,025,580,200원, ②계약금액: 7,269,319,800원, ③계약

명: 연무-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④낙찰일: 1993. 7. 23., ⑤계약이행기일: 1996. 7. 16., ⑥보

증기간: 1993. 7. 30.부터 1996. 9. 4.까지(다만 보증서의 효력은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본공사

의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 ⑦계약자: 甲건설 (주)이다.

라. 甲 建設의 債務不履行(保證事故의 發生)

甲건설은 1998. 7. 9. 부도가 나서 1998.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工事抛棄覺書를 제출하였



으며 이에 원고는 1998. 10. 28.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II. 第1審과 原審의 判斷

1. 原告의 主張

⑴ 원고와 甲건설 사이의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國庫歸屬約定은 甲건설이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손해를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상당으로 예정하여 배상하기

로 한 損害賠償豫定 및 違約罰의 약정이다.

⑵ 甲건설이 위 공사를 抛棄함으로써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액보증

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액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한 피고로서는 이를 支給할 의

무가 있다.

2. 訴訟의 經過

가. 第1審 : 原告 一部 勝訴(→ 原告만이 不服하여 抗訴)

① 차액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서 5,025,580,200원(50여억원)은 不當하게 過多하

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398조 2항에 의하여 1억원으로 減額함이 상당하다.

② 1억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原審 : 原告 敗訴部分 중 4億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 部分을 取消하고, 原告

의 나머지 抗訴棄却

① 제1심과 마찬가지로 차액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서 5,025,580,200원은 부당하

게 過多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5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② 4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追加로 명하였다.

III. 上告 및 附帶上告의 範圍와 그 理由의 要旨

1. 原告의 上告 및 被告의 附帶上告의 不服範圍

⑴ 원고의 상고 : 원고 패소부분(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감액당한 부분)

⑵ 피고의 부대상고 : 피고 패소부분( 4억원 및 지연손해금부분)



2. 原告의 上告理由의 要旨

가. 第1點 : 差額保證金에 관한 法理誤解(= 違約罰이다)

차액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계약보증금과는 달리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차액보증금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다. 그런데도 손해배상액의 예

정으로 보고서 감액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나. 第2點: (豫備的 上告理由) 民法 第398條에 관한 法理誤解 

가사 차액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차액보증금의 약정이 민법 제398

조 제2항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액한 것은 민법 제398

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被告의 附帶上告의 要旨

⑴ 제1점: 차액보증금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⑵ 제2점: 차액보증금조항이 國家契約法의 시행으로 遡及하여 失效되었고, "제3자를 위한 보증

계약"에서 민법 제542조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제대로 審理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⑶ 제3점: 차액보증금조항이 公正去來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불공정거

래행위의기준및유형’ 제6조 제4호에 위반되어 無效이다.

⑷ 제4점: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

하고 차액보증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損害賠償額의 豫定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附帶上告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 사건에는 피고는 上告權이 消滅하

기 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獨立的 附帶上告2)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등 참조.

2)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의존하는 은혜적인 것이므로 주된 상고가 취하 또는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지만,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대

상고는 독립상고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의 취하, 각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解 說】

I. 爭 點

①舊 豫算會計法上의 차액보증금은 損害賠償額의 豫定인지 아니면 違約罰인지 여부 및 ②건설

공제조합법상의 차액보증계약의 法的性質을 순수한 保證契約으로 볼 것인지 제3자를 위한 보증

계약으로 볼 것인지가 이 事件의 核心 爭點이다.

II. 差額保證金의 性質

1. 差額保證金 制度의 趣旨

이 사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액보증금제도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원고(대한민국)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는 約款(이하 ‘이 사

건 약관’이라고 한다)으로 만들어 그대로 援用한 것이다.

구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에 기초한 차액보증금 제도는,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1965. 7. 19. 최초로 도입․시행되어 왔고,

1983. 4.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실시되어 오던 低價審議制가 심의기준의 非計量化

등의 이유로 1993. 2. 廢止되고 최저가낙찰제로 바뀌면서 現金納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强化되었다가 1995. 7.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最低價落札制 대신 適格

審査落札制가 도입됨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낙찰자로 결정한 이상 계약

의 적정한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차액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 폐지된 것이다.

2.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別에 대한 判斷基準

가. 區別에 대한 一般論

⑴ 민법 제398조 제4항은 違約金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다른 성질의 위약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통설,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위약금으로서 위약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⑵ 통설, 판례에 의하면, ①위약벌은 위약금을 교부한 자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이 이를 沒收

하는 것, 즉 制裁를 통한 채무이행만을 確保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재와는 별도로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위약벌의 약정이 公序良俗에 반하여 일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를 減額할 수 없음3)에 반하여,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주로 손해액에 대

한 입증의 곤란 및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簡易化함과 동시에 채무자

에게 心理的인 警告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예정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

할 수 없고, 그 액수가 부당히 過多한 경우에 減額이 허용된다.4)

⑶ 결국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목적이 이행확보를 위한 制裁金인 경우에는 違約罰로 인정

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歸責事由나 손해발생 또는 그 액수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을 容易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5)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

하여야 한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목적은 법률관계의 간이화와 함께 채무이행을 확보하

려는 것인 반면, 위약벌의 목적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私的인 制裁를 本質的인 요소로 하는 것이

므로 그 구별도 이러한 差異點에 입각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약정의 경위, 약정된

금액과 통상 예견되는 손해액과의 관계, 去來慣行 등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6),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약벌인지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당사자의 法律行爲의 解釋을 통

해서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7)

나. 大法院判例의 흐름

(1) 入札保證金 내지 分讓申請豫約金의 경우(= 損害賠償額의 豫定)

대법원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이 行政訴訟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4) 金永泰「工事都給契約에 있어서 工事履行保證金의 性質(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

別)」對象判例: 大判 1995.12.12. 95다28526, 대법원판례해설24號 (95년 하반기 96.05) 73-74

쪽.

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 14478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본질 및 기능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

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

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라고 판시하

고 있다.

6) 孫智烈「損害補償額算定 約款條項에 대한 內容統制」對象判例: 大判 1994.5.10. 93다30082,

民事判例硏究 18卷 (96.05) 10-11쪽.

7)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는 그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편집대표 郭潤直,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

(1995) 674면), 과연 어떠한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여야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결

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사안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私法上 계약이라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 5(현

행법 제77조)의 입찰보증금은 落札者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

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塡補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判示8)한 이래, 택지·상업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수분양자가 本契約 체결을 포기하고 입

찰보증금 내지 분양신청예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그 귀속약정은 수분양자가 예약 또는 낙

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9)

(2) 契約保證金의 경우

(가)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본 事例

①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10) : 원고가 피고(경산시)와 사이에 피고가 조성한

지방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계약 체결 후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입주 포기할 경우 예정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약금의 납부 액수와 시기 및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금 약정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였다.11)

②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지

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하고,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매수인은 즉시 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의 합리적인 의도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이 해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

증금의 몰취로서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매수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지,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몰취하고 그로써 전보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등.

10) 이에 대한 판례해설 또는 판례평석으로는, 金昶寶「債務者의 歸責事由로 賣買契約이 解除

되었을 때 債務者는 契約保證金을 債權者에게 귀속시키고 損害賠償責任도 지기로 약정한

경우, 契約保證金 귀속의 약정을 違約罰이 아닌 일종의 損害賠償의 豫定이라고 해석한 사

례」對象判例: 大判 1999.4.27. 97다24009, 대법원판례해설 1999년 상반기(통권 제32호),

62-73쪽과 金東勳「契約保證金 沒取約定의 해석」對象判例: 大判 1999.4.27. 97다24009 법

률신문 1999.9.13.자(제2820호) 14-15쪽 參照.

11) (同旨) 대법원 1968. 12. 6. 선고 68다1869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 1998.

12. 23. 선고 98다33697 판결, 1999. 9. 17. 선고 99다19926 판결.



매수인이 따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옳다"고 하였다.12)

(나) 違約罰로 본 事例

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 원·피고(서울시) 사이의 이 사건 택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이 피고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원고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금 포기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여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의 소

유로 귀속하게 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정

당한 것으로 시인하였다.13)

②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 원고와 피고(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

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피고

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손

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원고의 계약 위반시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③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 원고와 피고(한국토지공사) 사이에 토지분양계

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계

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

고,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단순히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계약 위반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이를 피고에

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

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④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333 판결 : 원심은 위 위약금 약정상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원고가 계약해제로 인한 피고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을 들어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위약금 약관은 고객인 원고에게 일방적

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계약

12) (同旨)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13) (同旨)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기각하였다.

다. 判例의 態度 分析

(1)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본 경우의 基準

입찰보증금이나 분양신청예약금의 위약금 약정은 例外 없이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보고 있

다. 계약보증금의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도 原則的으로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보고 있다.

(2) 違約罰로 본 경우의 基準

위약벌로 판례상 인정된 사례로, ㉠분뇨수거대행계약, 수산물일괄매도계약(그때그때 인수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특수성이 있음), 계속적 공급계약, 외국산물품 공급계약의 경우나 ㉡계약보증금

을 포기하는 것과 별도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등 계약당사자의

一方이 그 給付를 제대로 이행받는 것이 자신의 事務處理의 安定性이나 確實性을 위하여 필요하

고 그것을 상대방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있다. 이를 具體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무의 내용상 그때그때 處理되거나 引受되지 않으면 안 되는 特殊性이 강한 경우 등의 계

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등은 違約罰로 보고 있다.

오물 수거, 활어 매입 등에 있어서는 契約目的物의 特性 또는 債務의 특성에 비추어 채무의

定時의 이행을 擔保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公益的 성격이 큰 계약에서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약정은 위약벌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로는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분뇨수거대행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491 판결), ⓑ수산업협동조합과 체결한 전복 등 매수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대

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수산업협동조합과의 성게 등 매수계약에서의 계약보증

금(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14)),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

증금(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등이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대법원 1998. 1. 23. 선

고 97다38329 판결),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의 벌칙금(대법원 1993. 3. 23. 선고 92

14) 위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 조합(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관내의 어촌

계에서 생산되는 성게 및 마분성게로서 성질상 피고가 생산, 공급하는 전량을 원고가 그때

그때 인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물품인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원고가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게 하여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46905 판결)도 위약벌로 보고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위약금 약정은 이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되, 계약보증금의

沒取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의 전액을 다시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약벌로

보고 있다.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액의 예정을 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解除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다‘ 내지 ‘몰취되는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판

례15)는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契約保證金(또는 선수금)의 귀속은 해제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대한 乙의 배상의무를 免除하는 것이 아니다‘는 조항을 위약벌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16)는 契約保證金을 損害賠償의 豫定으로 보고 있다. 즉 계약조항에 위약금

조항과 함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약정은 위약금과는 무관하게 전 손

해에 대한 배상약정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塡補되지 않

는 追加的인 손해에 대한 賠償約定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어17), 종전의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모두 위약벌의 약정으로 해

석하는 종전의 태도는 變更되었다.18) 결국 具體的인 事案마다 解釋을 통하여 確定하여야 한다.

3. 差額保證金의 性質

가. 違約罰로 보는 見解(1說)

①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에 있어 지나친 低價入札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擔保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②도급계약을 체

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차액보증금을 미리 납

1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함께 있는 경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당사자의 일방의 위약으

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이 일방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그 계약해제로 인하

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등

1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參照. ☞

2000다35771 판결에서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을 때 甲은 乙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다.

17) 金昶寶, 前揭論文 62-73쪽 參照.

1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부하도록 한 점, ③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의

多寡를 불문하고 이를 都給人에게 歸屬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19), ④차액보증금의 액수가 현금으

로 납부할 때와 피고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때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차액보증

금의 액수를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시의 豫想 損害額과 대강이라도 맞추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 것

으로 보이는 점, ⑤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약정이 別途로 있는 점20)(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조

건 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액보증금은 계약자인 甲건설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때에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甲건설에게 制裁를 가함과 동시에 甲건설의 계약이행을 間

接的으로 强制하는 작용을 하는 違約罰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보는 見解(2說)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보증금(총공사비의 10%) 및 위 차액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推定되는 계약보증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로 ①차

액보증금에도 損害賠償的 기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10%의 계약보증금만으로는 충분

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적 기능은 없이 制裁的 또는 履

行確保的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으로의 추정을 번복하고 순수한 위약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②과다한 차액보증금 자체를 統制하는 방법으로서는 (위약벌의 감

액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르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諸般事情을 두로 參酌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③우리 판례가 위약벌의 감액을 否定하고 있어

실제 손해액이나 違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약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원천봉쇄되고 있

으므로 衡平에 맞는 具體的 妥當性을 기할 수 없다는 政策的인 考慮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

다.

다. 大法院判例의 態度 (1說 採擇)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23987 판결은 명백히 제1설을 취하고 있다. 관련사건인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에서도 이에 대한 直接的인 判示를 하지 않았지만 차액보증금이

19)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도 손해의 발생, 손해의 다과를 불문하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 손해

의 다과를 불문한다는 점만으로는 차액보증금을 위약벌로 단정하거나 추정할 것은 아니고,

다른 논거들과 함께 위약벌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된다.

20)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위약벌로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하나의 계약

에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이 동시에 있다고 하여 계약보증금이 위약벌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위약벌임을 前提로 하여 판시를 하고 있다.

라. 小 結 

위약금을 정한 目的 및 動機(지나친 저가 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및 約款 條項의 규정 형식(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차액보증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違約罰로 보는 견해(1설)가 타당하다.

차액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비해 매우 過多한 금액인데, 이와 같이 차액보증금을 高額으로 정

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制裁的 또는 履行確保의 목적 및 기능이 매우 강하므로, 違約罰

的 要素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이 事件의 檢討

이 사건 차액보증금의 약정은 위약벌이고,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를 減額할 수 없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액보증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감액한 것은 차액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III. 建設共濟組合法上의 差額保證契約의 法的性質

1. 問題點 提起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는 “계약자 상호 甲건설(주) 대표자 OOO”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 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組合이 이를 保證합니다”라고 하면서 제

일 아래에 “조달청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甲건설(주)인지, 그렇지 않

으면 대한민국(조달청)인지에 관하여 見解의 對立이 있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차액보증은 원고를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

이라는 전제에서 그 보증계약의 기본보증약정인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기본약정) 제17조 제1,

2항은 보증약정이 체결된 이후 법령, 정관, 규정이 변경될 경우 기본약정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2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것으로 특약하였는데, 차액보증금제도를 규정한 시행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도 당연히

변경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원심

은 이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했다는 것이다.

차액보증금제도를 규정한 施行令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차액보증금약정이 遡及的으로 失效되

는 것이 아니고,22) 그 前段階로서 차액보증금계약의 法的性質이 문제가 된다. 또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의 受益의 意思表示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差異點을 보이게 되

고, 그 差異點에 따라 法律效果도 달라진다.

2. 見解의 對立

그 성질에 관하여는 ①第1說 :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보증채권자)라고 보는 견해(순수

한 보증계약설, 직접계약설), ②第2說 : 支給保證委託者인 소외 회사라고 보는 견해(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설)가 대립한다.

가. 第1說 (第3者를 위한 契約說) 

그 근거로 다음의 2가지를 들고 있다.

(1) 共濟組合의 差額保證은 組合員 相互의 利益을 위하여 營爲하는 相互保險으로서 保

證保險과 類似함

① 하도급지급보증의 法的性質을 보면, 專門的 保證機關이 主債務者로서부터 委託을 받아 보

증료를 받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을 위하여 업무로서 하는 이른바 機關保證은 그 실질은

보증이되 보험성도 일부 가지고 있는 점에서 순수한 민법상의 보증은 아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를

들어보면 명백한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따른 모든 사유, 예컨대 보험료 不支給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 650조 제2, 3항), 보험계약자의 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 제651

조), 또는 보험자의 免責事由(상법 제659, 660조)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對抗할 수 있다는 점 등

保險性도 가지고 있으므로 순수한 민법상의 보증과는 다른 면도 있다.23) 결국 건설공제조합의 보

증도 순수한 민법상의 보증과 똑같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의 보증과 비슷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증사업은 비록 保險業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相互保險24)으로서 保證保險25)과 유사한 것이다.

22) 더욱이 위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을 제4호증) 제17조 제1, 2항에는 ‘차액보증금제도를

규정한 시행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23) 梁承圭「保險法」第2版, 三知院(1992) 181-182면.



(2) 契約의 成立方式에 비추어 보아 第3者를 위한 契約임

① 계약서의 내용 : 1993. 7. 29.자 차액보증서에는 수급인이 ‘(주)甲주택’으로 되어 있다. 대체

된 1998. 3. 13.자 차액보증서에는 계약자가 ‘(주)甲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 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라고 하면서 맨 아래에 “조달청 귀하”라

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문언상 명백히 나타난 ‘(주)甲주택’이지, 대한민국(조달

청)이 아니다. 국가는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 보험의 이익을 받는 자)에 유사하며 피보험자가 누

구인지를 明示하기 위하여 “조달청 귀하”라고 기재한 것이다. 통상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

급대금지급보증서는 네모 안에 계약자란이 있는 똑같은 樣式을 사용하고 있다.

② 신청서의 내용 : 차액보증신청서에도 “본인(甲주택)은 본인이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 보

증채무약정서의 각 조항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채무약정의 當事者는 (주)甲주택

이다.

③ 약관의 내용 : 차액보증계약의 일부로 된 약관 제1조에「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이하 “채

무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의무를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차액보

증계약의 계약자는 (주)甲주택이지 國家가 아니다.

나. 第2說(순수한 保證契約說, 直接契約說)

① 하도급지급보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면, 전문적 보증기관이 主債務者로서부터 위탁을

받아 보증료를 받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을 위하여 업무로서 하는 보증을 機關保證이라고

하는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이 여기에 해당한다.26)

建設共濟組合은 건설관련 건설업의 營爲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特殊法人으로서(동법 제54조), 조합원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하여

보증 등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56조),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각종 보증

24) 상호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 상호의 이익을 영

위하는 보험으로서 영리보험과 그 법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다수의 보험가입자

를 대상으로 위험분산을 하여야 한다는 보험의 원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그 경제적,

실질적 작용에서도 다른 바가 없으므로, 상법은 상호보험에도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64조).

25)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

다.

26) 편집대표 郭潤直, 民法注解[X] 債權(3) 博英社(1995) 167쪽.



도 여기의 機關保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관보증은 전문적 보증기관이 하는 보증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보증과 다를 뿐 그

법적 성질은 어디까지나 민법상의 보증이다.

학설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그것이 민법상의 보증이라는데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27), 건설공

제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하는 보증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호는 이 사건과 같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건설공제

조합이 하는 보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7조는 “조합은 …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채

권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保證書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조합의 보증서 발급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와 直接 保證契約을 締結하는 方式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의 보증의 경우에는 항상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위탁이 있을 것을 전제

로(위 시행령 제7조) 그 보증위탁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한다. 이는 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보증위탁계약의 효력으로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보증관계는 조합이 發付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에 직접 성립한다. 그리고 보증채권자의 보증채

권은 보증채권자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보증위탁계약의 受益者로서 受益의 意思表示를 함으로

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보증서 발부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보증채권자

가 직접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 保證債權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계약보증이고, 기관보증에 해당하

므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信用保證과 그 구조가 同一한 것이다.

④ 기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조합원이 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채권자에게

保證書를 交付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성립하는 절차상의 특성이 있다.

보증실무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위탁하면서 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처럼, 기관보증이나 신용보증에 있어서 조합원인 主債務者가 조합과 간

에 保證委託契約28)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증계약

27) 金昌鍾「信用保證에 관하여」司法論集 21輯 (90.12) 136-140면; 金永泰, 前揭論文 69쪽; 대

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

28) 이론상으로는 보증채권자가 조합과의 별도의 보증계약 없이 보증위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조합에 대하여 직접 보증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제3자를 위한 계약 방식)도 있을 수 있으

나, 보증위탁계약이 있다고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보증위탁계약

과 보증계약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별되어야 한다(그 차이점에 관하여는 金昌鍾,

前揭論文 140-14쪽 참조).



이 성립하는 이른바 使者․代理 형식에 의한 보증계약의 체결이다.

3. 日本의 경우

가. 建設業保證會社의 保證

(1) 公共工事의前拂金保證事業에관한法律

日本에서는 擔保力이 약한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중 건설

공사의 발주자가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前拂金(先給金)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제도의 필요성

이 대두되자 1952년 ‘公共工事の前拂金保證事業に關する法律’(平成 5년 11. 12. 10차 개정)을 제정

하여 건설업보증회사로 하여금 前拂金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조 내지 제6

조).

(2) 建設業保證會社의 業務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前拂金保證事業을 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본건설업보증(주), 북해도건

설업신용보증(주), 서일본건설업보증(주) 등 3개 회사가 있는바29), 위 회사들은 보증사업의 대상

이 前拂金 보증에 局限된 점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建設共濟組合과 類

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건설업보증회사들은 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와 기타 각종 공제조합, 보험조합, 토지개량구, 삼림․농업․어업협동조합 등이 발주하는 공

사에 관하여 발주자가 시공회사에게 지급하는 전불금의 支給保證事業을 영위하고 있는바, 구체적

으로는 發注者로부터 공공공사에 관하여 前拂金을 지급받은 시공회사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건설보증회사가 시공회사를 대신

하여 발주자에게 旣支給된 前拂金을 반환 지급하는 보증사업을 하고 있다.

(3) 建設業保證會社의 保證의 性質 (= 第3者를 위한 契約)

① 공공공사의전불금보증사업에관한법률 제2조는 “전불금의 보증은 공공공사에 관하여 그 발

주자가 전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부자(시공회사)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당해 請負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가 그 공공공사의 도급계약을 解除하는 때에는 전불금을 지급한 액에

서 당해 공공공사의 旣成部分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보증금)의 지불을 당해 시

공회사를 대신하여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보증계약의 관한 공

공공사의 발주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여 전불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보

29) 國土開發硏究院, 建設業保證制度에 관한 硏究(1994.04) 38-42쪽.



증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뜻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看做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보증회사의 전불금지급보증약관(東日本建設業保證株式

會社前拂金保證約款에 의하면, 전불금을 지급받은 당해 시공회사를 ‘보증계약자’로 발주자(보증채

권자)를 ‘피보증인’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위 약관 제1조), 건설업보증회사의 책임은 보증계약자(시

공회사)가 보증료를 납부한 때, 또는 건설보증회사가 보증계약자(시공회사)에게 보증서를 교부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약관 제2조).

② 위 법률의 규정과 건설보증회사의 약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불금지급보증계약은

건설업보증회사와 시공회사(보증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第3者(發注者)를 위한 契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30), 위 법률조항과 약관의 明確性에 비추어 당초부터 보증계

약의 당사자에 관한 論難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건설보증회사가 하는 보증계약

의 당사자에 관한 判例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나. 信用保證協會의 保證(= 保證契約)

이와 달리 日本의 信用保證約定書에는 아예 신용보증협회(甲)와 보증채권자(乙)가 당사자로 되

어 날인을 한다. 채무자가 날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도 아니며 보

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하여 보증협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계약의 효력

은 乙이 대출을 행한 때에 발생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31), 이는 信用保證協會와 保證債權者 사

이의 계약임이 明白하다.

4. 大法院判例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다소간 혼란스럽다.

가. 判例의 흐름

(1) 專門建設共濟組合에 관한 判例 (이 사건의 경우에 해당함)

(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순수한 보증계약설)

① 판결 요지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

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하는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

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30) 東日本建設業保證株式會社, 東日本建設業保證株式會社のあらまし(平成元年) ‘會社의 槪要’

부분 參照.

31) 金昌鍾, 前揭論文 중 資料4 ‘日本의 約定書例, 184-186쪽.



신청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

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관계의 해소를 위한 보증 취소의 의

사표시는 보증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조합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보증의 의사표시의 상대

방인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내용 : 보증채권자가 직접 보증계약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24535 판결(= 순수한 보증계약설)

위 판결들은 피고(조합)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보증채권자)와 피고 사

이의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97다13023 판결32)), 계약이행보증계약은 피고(조합)의

준비서면이 원고(보증채권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97다28704 판결33)), 소

외 회사(조합원)의 기망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은 피고(조합)가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97

다24535 판결34))는 등으로 각 판시함으로써, 보증관계는 보증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발급에 의한 조합과 보증채권자 사이의 직접적인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당연한 前提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판결 요지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

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

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32)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서도 계약보증신청서에 도급금액이 도급한도

액 이내인 것으로 기재하여 계약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를

믿고 도급금액이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대법

원은, 원심이 피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은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3) 건설업자가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

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원심

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은 피고(조합)의 준비서면이 원고(보증채권자)에게 송달됨으

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34)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소외 회사(조합원, 보증서 발급신청인)는 제3자임을

전제로 하여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내용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계약보증이나 차액보증금보증을 일종의 보증보험으로 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 판결

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97다14903 판결은 보

증보험에 관한 판결이지 기관보증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위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취지의 대

법원 판결35)이 계속 선고되었다.

(라)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2450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설)

① 판결 요지 : 보증계약은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제3

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는 전제하에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이다.

② 내용 : 기관보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인데, 다

시 소부로 내려와 검토연구관의 의견과는 달리 상고기각된 사안으로, 직접적인 판시를 내지는 않

은 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信用保證基金에 관한 判例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 순수한 보증계약설)

① 판결 요지 :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위 법률에 보증관계의 성립이나 구상권의 행사, 보증료 및 위약금이나 손

해금의 징수 및 연대책임관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 신용보증기

금이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광사를 위하여 체결한 원심

인정의 이 사건 보증계약은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다.

② 내용 : 이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보증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나)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 순수한 보증계약설)

이 판결은 위 82다카779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보증채권자)가 피고(신용보증기금)와 신용보

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3) 保證保險에 관한 判例

3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2000다5961 판결의 주된

쟁점은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주계약의 이행기를 연기하여 준 경우 이에 따라 보

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함께 변경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관한 판

례인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675 판결을 들어 보증의 성질을 보증보험으로 보고

접근을 시도하였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408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판결 요지 :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6)

② 내용 : 이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한 보증보험에 관한 판시로서, 판례는 보증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보증보험이라는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보증서가

아닌 보증보험을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住宅事業共濟組合에 관한 判例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675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판결 요지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 조합원으로

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채

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보증인 기타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중략)..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주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와 조합원 사이에 주계약상의 이

행기를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와 피고(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에 보증계약상의 보증

기간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37)

② 내용 :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하는 보증의 성질을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보

증채권자와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점이 쟁점이 된 사안은 아니다. 약관의 문구가 보증보험의 경

우와 유사(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것처

럼 기재되어 있는 점)하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하는 보증은 왜 기관보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바꾸어 말

하면 판례는 어떤 이유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의

문이 생긴다.

물론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증사업 중에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36) (同旨)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판결의 7-8면,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

결,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등 多數.

37) (同旨)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

있다. 판례 중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에 의한 공

제(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사업조합연합

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

원보통공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등이 있다.

나. 判例의 態度 (從前과 最近의 判例態度가 相異함)

⑴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①(전문)건설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관보증)에

관하여는 순수한 保證契約說(直接契約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②보증보험에 관하여는 第3者를

위한 契約說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보험이라는 특성상 보험법이 적용된다.38)

따라서 판례는 ‘기관보증’과 ‘보증보험’의 경우를 나누어 그 성격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다

만 주택사업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 하는 보증의 경우 이를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

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판례 2건).

⑵ 그런데 위 ①의 경우(기관보증의 경우)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

53483 판결에서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계약보증이나 차액보증금보증은 일종의 보증보험’이라는

판시를 한 이후 같은 취지의 판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39)

즉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기관보증에 대하여 종전에는 “순수한 보증”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보증보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견해를 바꾸었으나, 이에 반하는 從前 判例(대법원

38) 보험과 보증의 대표적인 차이를 지적하자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주채무는 소

멸하지만, 보증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권자가 손해의 전보를 받더라도 주채무가 소

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증보험이 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이상, 보험계약법상의

각종 제약, 즉 무효․취소, 해지 등으로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불이익한 지위에 서게 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보험은 보증과 구별되며,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은 민사보증제도

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인 피보험자는 권리행

사에 있어서 보험계약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金星泰「保證保險契約의 性質」對象判例:

90.5.8 大判 89다카25912, 商事判例硏究 第2卷 保險法, 海商法(96.11.30) 263면). 한편 보증보

험이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을 전제(주계약에의 부종성 인정)로 한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39) ①차액보증금의 지급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본 판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

결), ②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보증보험 유사’한 것으로’으로 본 판례(대법원 2001. 2. 13. 선

고 2000다5961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

결,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③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판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2450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를 廢棄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보증보험으로 본 최초의 판

결인 99다53483 판결에서 判例抵觸 여부를 看過한 것으로 보인다.

5. 小 結 (= 相互保險으로서 保證保險과 類似함)

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민법상 보증으로 보는 설(2설)의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

제조합법에 의하여 하는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保證委託

契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보증채권자를 위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성립하는 것이다. 建設共濟組合이 하는 각종 보증은 機關保證으로서 信用保證과 同一한 구조

인 것이다. 둘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하는 보증의 한 종류로 “契約保證”(공사의 발주자에 대하

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이 있으므로, 이 사건 差額保證은 위 契約保證의 一種이다.

② 그런데 2설에 따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과는 달리 그 후에는 건설공

제조합의 보증을 ‘보증보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판례가 계속 선고40)되었다.

즉 최근의 판례의 推移를 살펴보면, 오히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相互保險으로서 保證保險

과 類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主流的인 판례의 태도이다. 주택공제조합에 관한 판례까지 고려한

다면, 판례의 태도는 사실상 ‘보증보험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確立되었다고 보여진다.

③ 1설에 따른 최근 판례의 태도에 찬성한다. 都給人은 保證書나 保證保險證券 중 選擇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순수한 保證契約’으로 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한 경우에는 ‘保證保險契約(第3者를 위한 契約)’으로 보는 것은 納得하기 어렵다. 보증보험이나

보증서 모두 締結方式도 類似하고, 약관내용이나 그 追求하는 목적과 효과도 매우 유사한 점을

고려한다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主流的 判例

의 태도는 타당하다. 다만 主流的인 判例의 입장에 설 경우에는 이와 背馳되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을 變更해야 할 것이다.

④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민법상의 보증으로 보는 견해는 日本의 學說을 無分別하게 受容하

는 과정에서 誤解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한다. 日本은 約款의 내용이 明確하게 되어 있어 信用保

證協會의 保證은 保證契約으로 보고 있고, 建設業保證會社의 保證은 第3者를 위한 契約을 보는

4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

결,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2450 판결 등.



데에 전혀 無理가 없다. 그런데 일본의 약관과는 그 내용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解釋을 그

대로 無分別하게 導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성격

을 糾明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사자의 계약목적, 계약의 형식, 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증의 성질을 가려야 할 것이고, 단지 機關保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民法上 保證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6. 이 事件의 檢討

가. 上告理由의 要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이 사건 차액보증금에 관한 보증약정이 피고가 甲건설과

체결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인데, 차액보증서(개별보증서) 발급의 기초

가 된 기본보증약정에 해당하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제17조 제1, 2항에 의하여 보증약정

이 체결된 이후 법령, 정관, 규정이 변경될 경우 기본약정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

였는데, 차액보증금제도를 규정한 舊예산회계법시행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도 당연히

변경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差額保證金制度의 廢止

(1) 限度去來用 保證債務約定書 第17條 第1, 2項의 規定

피고와 (주)甲건설 사이에 체결한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제17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7조(건설공제조합법 등) ①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정한 사항 외

에 건설공제조합법, 동법시행령과 귀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겠음. ②건설공제조합법, 동

법시행령과 귀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함」

(2) 舊 豫算會計法施行令 第123條의 廢止

차액보증금제도를 규정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123조41)의 규정은 1995. 1. 5. 법률 제486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41) 제123조 (차액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계약에 있

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낙찰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제119조제2항



1995. 7. 6.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3) 被告의 保證規定의 改正

피고는 정부의 차액보증금제도폐지에 따라 1996.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보증규정

중 차액보증을 같은 해 8. 26. 삭제하였다. 다만 經過措置로서 ‘이 규정 시행전 旣發給된 차액보

증서 중 工期延長으로 인한 추가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기 현금으로 예치된 차액보증금을 차액보

증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거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小 結 

① 피고의 상고이유는 차액보증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로서

위 차액보증계약의 성질이 민법상 보증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사 이 사건 차액보증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건설공제조합법, 동법시행

령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42), 피고의 보증규정에 차액보증에 관한 규정을 削除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經過規定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② 對象判決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본약정이 變更된다는 특약이 없음은 위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1996. 8. 26. 피고의 보증규정 중 차액보증이 削除되었으나,

기존의 차액보증계약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

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라고 판시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민법

상의 보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으

로 볼 것인지에 관한 判斷은 하지 않았다.

IV. 差額保證金條項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

하게 하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

당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3·2·22, 1993·9·23> ②제1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차액보증금의 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항제4호의 규정된 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2·22> ③제122조의 규정은 차액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2) 차액보증금제도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건설공제조합법이 폐

지되고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54조 내지 68조로 흡수․대체되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호로 대체되면서 보증의

종류에서 차액보증을 삭제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차액보증계약을 실효시키는 개정이라고 보

기 어렵다.



1. 判例의 態度

가. 判示內容

단순 최저가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 입찰을 억제하여 덤

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

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

로 하는 약관조항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

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약관 제3조 제3항 단서 중 차액보증금

을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한 부분과 제4조 제1항 중 위

와 같은 경우의 차액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43)

나. 위 判示 內容 分析

(1) 大統領令의 內容을 그대로 約款으로 使用한 경우 約款法 違反의 成立 여부

① 원래 차액보증금제도는 예정가격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낙찰될 경우 그 낙찰자에게 차액보

증금의 납부를 통해 資金의 壓迫을 가함으로써 지나친 低價入札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不實工

事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擔保하기 위하여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및 그

시행령 제123조에 기초하여 1960년대 이전부터 施行되어 온 제도이다.

이처럼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약관으로 사용한 경우 그 약관을 무

효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②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에서는 이를 肯定하고 있다.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약관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시행령의 내용이 부당하게 되어 있

으면 司法府가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行政府가 시행령을 이상하게 만들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

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2) 이 점에 대한 檢討

①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바(약관규제법 제1조 참조),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不問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

4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가 多數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당사자간의 合意에 근거하여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라도 그것이 法規로서 규정된 것이라면 약관은 아니고, 약관조항 중에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옮

겨 적은 것도 法規이지 約款은 아니다.44) 즉 법규와 동일한 내용의 약관은 계약으로서의 의미는

强行法規에 관해서는 單純한 確認, 任意法規에 대하여는 積極的 承認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는 法規의 適用으로 보면 되고 約款의 問題로 볼 것이 아니고, 約款規制法은 契約約款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므로 급부관계의 내용이 직접 법률이나, 법규명령, 조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5)

따라서 약관의 조항으로 된 법규명령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규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無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이 사건의 差額保證金 約定에는 約款規制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에는 ㉠국가의

내부에 관한 법률(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등)과 ㉡國家와 私人과의 관계를 규율하

는 법률이 있다. 前者는 공무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직접 私人과는 관계가 없는 국가 내부의 법으

로, 행정이 공정하게 합리적, 능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필요한 내부의 수단,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

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46) 이를 규율하는 계약관련법령과 기준은 國家와 私

人간의 계약관계에서 계약공무원이 지켜야 할 內部準則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47) 따라서 국가계

약법의 규정에 위반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예산회계법과 동시행령 중 차액보증금에 관한 부분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낙찰자로 하여

금 차액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든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그 법규의 문언과 형식면에서 보더라도 급부관계의 내용이 직접 법령에 의하

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수급인)와 국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해지는 계약약관으로 봄

이 상당하다.

44) 편집대표 郭潤直, 民法注解[XⅡ] 債權(5), 博英社(1997) 301쪽.

45) 石田僖久夫「(注釋)ドイツ約款規制法」京都學園大學ビジネスサイエンス硏究所叢書7, 同文

館, 平成11(1999) 14面.

4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14780 판결.

4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2. 小 結 (이 事件의 경우)

① 이 사건의 경우에 甲주택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피고 발행의

10,051,160,400원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가 1998. 3. 5. 보증서를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제

1항에 따라 현금으로 차액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와 동일하게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에 해당

하는 피고 발행의 5,025,580,200원의 보증서로 대체함으로서 차액보증금액을 減縮하였으므로, 앞

서 본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의 이론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차액보증금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차액보증금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는 피고의 부대상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국가계약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계약의 일반조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부

관계의 내용이 직접 법률이나, 법규명령, 조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

므로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V. 差額保證金條項의 失效 여부

① 이 사건 차액보증금이 예산회계법과 동법시행령 등에 기초한 것이고, 국가계약법의 시행에

따라 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차액보증금제도가 廢止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을 契約의 內容으로 삼은 이상 그 약정이 당연히 遡及的

으로 失效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고 생각된다.

②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

로, 국가의 內部規定에 불과한데,48) 이러한 내부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맺어진 계

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다.

VI. 差額保證金條項과 公正去來法違反 여부

1. 法條文의 規定

이 사건 계약 체결시 및 해약시에 적용되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

4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였다.49)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6조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표제 아래, 위와 같은 행위의

예시로서, 구입강제(제1호), 이익제공강요(제2호), 판매목표강제(제3호), 경영간섭(제5호)과 함께 제

4호로 ‘불이익 제공’이라는 제목 하에 “위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들고 있다.

2. 優越的 地位

가. 優越的 地位의 意味 

위 법률조문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야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란 위 고시에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나. 大法院判例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한다.50)

②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49) 공정거래법이 1996. 12. 30.자로 개정되고 1997. 4. 1.자로 시행되면서 종전에 고시로써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1997. 3. 31.자로 개정되면서 그 제36조 제1항 [별표]에서 구체

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개정 전의 법률 규정에 따

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와 위 개정 후 법률에 따른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가 그 내

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의 형태로 규정한 점에서 제도로서의

명확성이 보다 제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1),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 90다카3659 판결은 위 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이다. 한편 93누4984 판결에서 ‘우

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②사업자가 자기의 거

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③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④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로서, ⑤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

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不利益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

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51)

3. 小 結

이 사건에서는 ① 원고가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독과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

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③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甲건설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甲건설에

대하여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甲건설 사이의 이 사건 차액보증금 약정이 위 법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VII. 맺음 말

對象判決은,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중 舊豫算會計法上의 차액보증금은 損害賠償額의

豫定인지 아니면 違約罰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이 판례평석에서는 건설공제조합법

상의 차액보증계약의 法的性質을 순수한 保證契約으로 볼 것인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가 다소 혼란스럽고, 학설의 대

립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상판결에서는 위 쟁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않았지만, 向

後 相反되는 판례에 대한 廢棄를 통하여 이 점에 대한 大法院의 판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