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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I. 事案의 槪要

1. 判決의 要旨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

에게 優先辨濟權이 確保되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擔保物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

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超過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殘額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

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抹消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賠償을 구할 수 있을 뿐이

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讓渡擔保의 목적으로 移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事案의 內容

① 原告는 1996. 6. 25. 甲, 乙, 丙의 連帶保證아래 丁에게 2억원을, 1997. 10. 24. 丙의 연대보

증아래 丁에게 3억6천5백만원을 貸與하였으나, 丁은 1998. 5. 6.경 부도처리되었다.

② 피고⑴에 대하여 5천만원의 借用金債務를 부담하고 있던 丁은 1998. 4. 2. 제1 내지 3부동

산 중 그의 소유지분을 讓渡擔保로 提供하기로 하고, 1998. 4. 16. 피고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주었다.

③ 甲, 乙, 丙은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그 소유지분 및 제4부동산 중 丙의 소유지분에 관

하여, 1998. 4. 15. 피고⑵, 피고⑶, 피고⑷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④ 제1, 4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6. 14.,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6. 25. 각 債權最高

額 2억5천만원으로 한 삼성물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6.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한 삼성물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고, 한편 제4 부동산

중 1층 점포에 관하여는 1995. 4. 20. 傳貰金 1억5천만원으로 된 소외 주식회사 고려당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피담보채무가 1998. 12. 26. 모두 변제되

어 1999. 1. 28.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삼성물산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

었고, 제4 부동산에 관한 위 전세권 역시 1998. 8. 24. 解止를 원인으로 같은 달 26. 말소되었다.

⑤ 피고들에 대한 이전등기 당시 丁은 債務超過狀態였다.

3. 原審法院의 判斷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丁은 제1, 2, 3 부동산 중 그의 소유지분을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⑴에

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甲, 乙은 唯一한 부동산인 제1, 2, 3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을 피고⑵, 피고⑶, 피고⑷에게 賣却함으로써 無資力狀態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丙이 제4 부동산 중 그의 소유 지분을 피고⑵, 피고⑶, 피고⑷에게 매각한 행

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액이 目的物의 價格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피고들은, 1998. 4. 2. 제1, 2, 3 부동산 중 丁, 甲, 乙 소유 持分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거나 매수

할 당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 565,000,000원의 담보로 丙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554,000,000원의 先順位 根抵當權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69,664,490원에

이르러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丙 소유의 위 부동산에 의하여 충분히 擔保되므로 丁 등이 그

소유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主債務者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物上擔保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채

권이 변제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求償權을 취득·행사하게 되므

로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가치를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積極財産으로 評價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1) 取消의 方法

사해행위 후의 辨濟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액을 控除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

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事實審辯論終結時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保全될 원고의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므로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加算할 것이 아니나, 지연손

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擴張이고,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債權回收가 遲延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것이므로 취소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4. 問題點 提起

① 物的擔保를 가진 채권자의 경우 그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피

보전채권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②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基準時點과 그 범위, ③ 사해행

위가 양도담보인 경우 그 原狀回復의 방법과 범위가 이 사건의 爭點이다.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1. 被保全債權

가. 意 義 

피보전채권은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債權者取消權

이 채권에 부수되는 권리인 이상 채권자취소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에 대하여 有效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

債權者取消權은 責任財産의 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행사의 效果는 全債權者에 대하

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은 金錢債權이거나 금전 이외의 不特定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種類債權)1)일 것이 원칙이다. 피보전채권이 期限附 또는 정지조건부채권이고, 詐害行爲



당시 기한이나 조건이 도래하거나 달성되지 아니하였어도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

는 것이 通說2)이다.

나. 人的擔保附債權

채권자의 채권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人的擔保가 붙어 있어 있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異論이 없다.3) 인적담보가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인적담보자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이다.

2. 物的擔保의 경우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處分하여도 채권자는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해를 입

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의 財産處分行爲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로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4)

채무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擔保物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上回

하는 한 채권자취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下回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期待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채권자

취소가 인정된다.5)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物上擔保를 제공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見解가 나뉜

다.

(1) 學說의 對立

1)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2)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13쪽.

3)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14쪽; 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56-57

쪽.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5) 日本 註釋民法 債權(10) 奧田昌道 編集 有斐閣(1987) 806-807쪽.



(가) 1說 (우리나라의 多數說)

擔保提供者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담보물로부터 優先辨濟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서만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다.6)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7)

(나) 2說

담보의 有無에 관계없이 일응 채권자의 채권 全額을 기준으로 하여 債權者取消權을 인정하여

야 한다.8) 담보권과 채권자취소권은 목적이나 根據를 달리하는 것이고, 담보물이 滅失되는 경우

도 있어 언제나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 3說 (日本의 判例, 多數說)

채무자가 물상담보의 提供者인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

자인 경우에는 그 담보와는 관계없이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債權者取消權을 인정하여야 한

다.9) 채권자는 제3자가 제공한 物的擔保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채무자

가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차이가 없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物上保證人이 채무자에 대하

여 求償權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채권자가 把握하고 있는 擔保價値는 본래 채무자의

재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거나10)11)(日本의 다수설, 判例12)),

물적 담보가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그 담보권이 물상보증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채무자의 詐害行爲 성립 여부의 판단 과정에서 審

理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不必要하고, 궁극적으로 채무 변제의 최후 보루는 채무자의

一般財産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의 물상보증인에 의해 제공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

자의 피보전채권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13)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 중에도 明示的으로

6)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14쪽; 郭潤直, 債權總論(新訂修正版) 박영사(1999) 194

쪽.

7) 曺南大「債權者取消權의 對象으로서의 詐害行爲에 관한 考察」司法論集 28집(97.12) 578쪽.

8) 高敬雨「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의 被保全權利」判例硏究 9집 부산判例연구회(1998) 124면.

9) 李伯圭「債權者取消權의 行使要件」法曹 50卷3號(2001.3) 法曹協會 89-90쪽: 金疇洙, 채권총

론(제2판) 삼영사(1996) 235면.

10) 日本 註釋民法 債權(10) 奧田昌道 編集 有斐閣(1987) 807쪽.

11)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21쪽 ☞그런데 민법주해 821쪽에서는 3설을, 814쪽에

서는 1설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日 大判 昭和 20. 8. 30. 판결 하나만 보이고(위 판결에 대한 評釋으로는 板木郁郞⌜債權

者が物上擔保權を有する場合と債務者の詐害行爲⌟對象判例: 1945. 8.30 大審院 昭19(オ)148,

民商法雜誌 23卷3號(48.10) p.58 참조), 이에 대한 최근 판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13) 李伯圭, 前揭論文 89-90쪽.



제3설을 취한 것이 있다.14)

(라) 4說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채권의 책임재산의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15)

즉 채권자취소권과 담보제도는 각각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며 물적 담보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종된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

제상 담보목적물이 멸실되어 버렸거나 멸실의 가능성은 항상 常存하는 것이므로 이를 一律的으

로 判定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관리의 자유와 채권자의 채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이해조정

제도인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채권의 책임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기

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은, 채권자가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

보되어 있다면 連帶保證人이 唯一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原審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

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명백히 제1설을 취하고 있다.16)

(3) 小 結

우리나라의 判例와 通說이 취하는 제1설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이 일본의 판례, 통

설인 제3설에 대한 批判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4) 3說에 대한 批判

3설의 論據는 다음의 2가지이므로, 그 妥當性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債權者가 第3者의 物的擔保에서 優先辨濟를 받을 경우 物上保證人이 債務者에 대

하여 求償權을 取得하게 되므로 債權者가 把握하고 있는 擔保價値는 본래 債務者의 財

産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봄이 妥當하다는 3설의 論據에 대하여

14) 전주지방법원 1996. 4. 17. 선고 94나1992 판결[하집1996-1, 68].

15) 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57쪽.

16) (同旨)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① 사해행위의 要件으로서 客觀的으로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法律行爲가 있었을

것과 채무자의 無資力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결과 그의 채권자들을 滿足시킬 만한 재산이 不

足한 상황이 될 것을 요하고, 主觀的으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詐害의 意思’ 즉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減少되어 채무자의 積極財産이 채무의 總額보다 적게 됨으로써 채권의

共同擔保에 不足이 생기고 총채권자에게 완전한 辨濟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았을 것을 요한

다.

債權者取消權은 이와 같이「責任財産」의 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全

債權者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통상 부동산에 物的擔保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들이 권

리행사할 수 있는 責任財産이란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있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殘

額만을 말한다.17) 즉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 피보전채권액이 되는 것이고, ⓑ보전의 대

상인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있는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액이다. 위 2가지 요건을 充足하여야 한

다.

② 그렇다면 제3자의 재산에 物的擔保를 가진 자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一般債權인가?

그렇지 않다. 피보전채권액에서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을 除外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그 책임재

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3

자의 재산에 物的擔保를 가지고 있어 우선변제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채권자취소권은 정상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용되는 장

래 처분제한압류와는 달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否認하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자기재산의 처분

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므로 그 행사의

요건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不可缺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허용

에 있어서 채권의 權能强化와 去來安全의 보호라는 두 가지 사회적 이익의 신중한 利益형량이

행하여져야 한다.18)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우선채권자가 채

권자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의 趣旨에 反하는 것이다.

③ 이런 면에서 보면, 채권자가 제3자의 物的擔保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

무자에 대하여 求償權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담보가치는 본래 채무자의 재

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는 3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위 논거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응 물상보증인이 求償權을 취득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消極財産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一般 責任財産(積極財産)이 줄어드는

1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8) 李銀榮「債權者取消權」民事法學의 諸問題: 小峰 金容漢敎授華甲紀念論文集(90.05) 291,

292면.



결과가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책임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나 위 논거는 ‘被保全債權의 問題’와 ‘責任財産의 問題’를 混同한 것이다. 우선변제있는 채

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그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책임재산이 처분되어 減少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

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責任財産의 면에서 보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되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消極財産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

다. 그 구상채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債權이기 때문이다.19)

(나) 第3者인 物上保證人이 提供한 擔保權이 物上保證人의 財産狀態 등에 비추어 優先辨濟

가 보장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債務者의 詐害行爲 成立 여부의 判斷 과정에서 審理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不必要하고, 窮極的으로 債務辨濟의 最後 堡壘는 債務者의 一

般財産이라는 論據에 대하여

① 제3자의 담보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채권이 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지의 심리하

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말은 理解하기 어렵다. 당사자로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인지 여부는 채권자취소권행사의 要件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에 대한 主張, 立證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立證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또 궁극적으로 債務辨濟의 최후 보루는 채무자의 一般財産이라고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被保全債權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책임재산(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문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책임재산이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들의

권리행사할 수 있는 共同擔保를 말하기 때문이다.

②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 판례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른 類似한 사안

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

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招來하는 것이므로 詐害行

爲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20), 일본의 판례21)는 사해행위성을 否定하고 있다. 일본판례

19) 사해성판단의 基準時는 처분행위시는 물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더라도 詐害行爲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

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

사시(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때에는 債權者取消權이 소멸한다

(李伯圭, 前揭論文 102쪽).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무는 고려할 필요

가 없다.



가 사해행위성을 부정하는 論據는 채무자가 물상보증을 함과 동시에 將來 求償債權을 취득하므

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구상채

권을 이 단계에서 考慮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23)

(5) 이 事件의 解決

위 2000다21017 판결의 사안에서 連帶保證人도 채무자이므로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할 때 주

채무자의 물적담보제공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對象判決과 事案

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의하여 피보전채권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處分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될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차액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의하여 채권자가 피보전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지를 審理하였어야 한다.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이 있다면 그 差額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被保全債權의 算定時點과 範圍

1. 一般原則

가. 一般論  

채권자취소권의 行使範圍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액이 고려될 수 있다.

즉, ①詐害行爲 當時의 目的物의 價額, ②辯論終結時의 目的物의 價額, ③取消權을 行使하는 債權

者의 債權額이 바로 그것이다.24)

사해행위의 취소는 去來의 安全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는 責任財産의 보전을

20) 曺南大, 前揭論文 611면; 李伯圭, 前揭論文 110쪽.

21) 日最判 平成 12. 7. 7.

22) 荒木新五 「物上保證人として他人の債務のために讓渡擔保權を設定する行爲に對する詐害行

爲取消權行使」對象判例: 00.7.7判決 最高裁 平9(オ)1854, Credit and Law 138號 (2001.03)

38面 참조.

23) 拙稿,「詐害行爲取消와 價額賠償」저스티스 34卷 5號 (2001.10) 147쪽 참조.

24) 임채웅「債權者取消權의 行使範圍에 관한 硏究」人權과正義 292호(2000.12) 大韓辯護士協

會 120쪽.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25) 따라서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의 回

復에 의한 債權保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超過하여 취소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行使의 範圍

(1) 詐害行爲時의 目的物의 價額

詐害行爲時의 目的物의 價額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判斷하는데 必要하다. 즉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深化되는 것을 초래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詐害行爲時의 目的物의 價額을 산정할 필요가 있

다.

(2) 債權者의 債權額 以上의 取消를 許容하는 境遇

(가) 目的物이 不可分인 경우

채권자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限定되는 것이 원칙이나, 목적물이

不可分인 경우26)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

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7) 판례는 목적물의 可分, 不可分을 단순히 物理的인 面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單一性의 有無 또는 去來의 安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28)

(나) 다른 債權者의 配當要求가 있을 것이 明白한 경우

단순히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채권자가 그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

사할 수 없다.29)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가 配當要求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30)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도 合算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31)

25)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39면; 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95면.

26) 最高裁 昭和 30. 10. 11. 判決(法學協會雜誌 제95권 제11호, 95면 이하)

27)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8)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29) 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96면; 日大判 1920. 12. 24.

30)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가 배당을 요구하리라는 사실은 추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他채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 쪽에서 주

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다) 目的物이 複數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複數인 경우에도 債權保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賣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 채권액의 범위 내의

토지를 特定하여 그에 관한 매매계약만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된다.32)

2. 詐害行爲取消로 價額賠償을 命하는 경우 取消의 範圍

가. 債權者의 債權額

(1) 原 則

사해행위 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制限되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原物返還의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 목적물이 不可分이거나 원상회복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다른

채권자가 配當要求를 할 것이 明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33)

(3) 價額賠償의 경우

가액배상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는 자기가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回復된 것으

로 취급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①다른 채권자의 분배청구가 있더라도 지급받은 금전을 분배하

는 시기나 절차 등을 해석상 명확히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다른 채

권자의 分配請求에 응하여 평등한 비율에 의해 분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34),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자기의 채

권에 변제충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우리 나라와 일

본의 판례이자 다수설),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다수의 다른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

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35)

32) 大審院 明治 36. 12. 7. 判決[民錄 9, 1339면]

3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34) 日本 最高裁判所 1962. 10. 9 判決(민집 16-10, 2070면)

35) 大阪高裁 1967. 4. 18. 판결(判例時報 495호, 54면)은 취소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수익

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의 일부를 분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被保全債權額의 成立時期

(1) 成立時期 (原則 - 詐害行爲 以前)

債權者取消權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詐害行爲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36)와 일본37)의 통설 및 판례임). 채권자의 채권이 詐害行爲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詐害行爲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어도 그 양수인이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詐害行爲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무방하다38). 判例와 學說이 被保全債權이 詐

害行爲 전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한 것은 被保全債權의 성립시기가 債權者取消權 발

생요건 중 하나인 詐害行爲性 存否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詐害意思의 存否와도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債權者는 債權이 발생한 당시에 있어서의 債務者의 資力을 信用의 기

초로 하여 債權을 取得하였으므로, 詐害行爲 당시에 아직 存在하지 아니하는 債權은 그 詐害行爲

에 의하여 侵害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나아가 債務者로서도 당시 存在하지 않는 債權者에 대하

여 그 責任財産의 不足이 招來되거나 深化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

기 때문이다.

詐害行爲가 단지 재산권 이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시키고 재산의 현실적인 이전은 그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비로소 행하여지는 경우에,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詐害行爲와 그 채무 이행 사이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과 그에 기한 등기 경료의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詐害行爲는 어디까지

나 채무부담행위 그 자체이고 이행은 그 연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9)

(2) 例外 (基礎的 法律關係論)

이와 같이 債權者取消權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

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債權者取消權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

36)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1996. 2. 9. 선

고 95다14503 판결 등;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11쪽.

37) 荒木新五, 判例便覽 詐害行爲取消權, 商事法硏究會(1989) 7쪽.

38)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11쪽.

39)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참조;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12쪽.



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도 채권자

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認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40)

다. 被保全債權額 算定의 基準時點

(1) 見解의 對立

(가) 1說 (詐害行爲基準時說)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41) 채권자취소권은 개개 채권을 위하여 그

책임재산을 增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전되어야 할 채권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한

정되고, 민법 제407조는 취소 결과 복귀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宣言한 것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은 당해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나) 2說 (折衷說)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基準으로 하지만, 기본채권이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하고 있는

이상 사해행위가 있은 후 判決宣告時까지 사이에 발생한 遲延損害金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42)

(다) 3說 (事實審辯論終結時說)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당해 판결시까지는 취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43) 금전채

권집행에 있어서 압류에 優先主義를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4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3. 28.

선고 99다69938 판결,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41) 拙稿, 前揭論文 120쪽;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김능환 집필부분) 840면; 註釋

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이상경 집필부분) 95면; 郭潤直, 債權總論(1997) 286면;

金容漢, 債權法總論(1983) 268면; 金曾漢, 補訂版 債權總論(1988) 129면; 김상용, 채권총론

(1996) 312면; 임정평, 채권총론(1989) 240면; 이은영, 채권총론(1991) 385면; 조선고등법원

1933. 2. 14. 판결 (민집 20권 51면); 日 大審院 大正 6. 1. 22. 판결(民錄 23, 8면), 大審院

大正 7. 4. 17. 판결(民錄 24, 703면). 일본에서는 我妻榮, 松坂佐一 등 다수 학자가 이 견해

를 취하고 있다.

42) 金昌鍾「債權者取消權行使에 의한 原狀回復의 方法 및 內容」司法論集26輯(1995) 法院行

政處 152면.

43) 金疇洙, 債權總論(1996) 239면; 玄勝鍾, 債權總論(1975) 214면; 金洪奎「채권자취소권의 행

사의 효과」김기선고희기념 현대재산법의제문제(1987) 215면; 李銀榮「債權者取消權」民事

法學의 諸問題: 小峰 金容漢敎授華甲紀念論文集(90.05) 305면도 이 견해를 지지하였으나,

1991년에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1설을 지지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에 가입해서 채권액에 按分比例하여 平等比例를 받을 수 있

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해행위 후에 발생된 채권을 配當에서 除外하는 것은 형

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44)

(2) 判例의 態度

대법원 판례는 2설을 취하고 있다.45) 위 판결은 그 근거로 다음의 2가지 논거를 들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소간 納得하기 어렵다. 이 점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① 첫 번째 논거로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고, 재판 도중 채무가 增加하여 변론종결시에 이르

러 비로소 債務超過狀態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에 이르러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크게 증

가하여 채무자가 資力을 회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깨는 예외적인 제

도이고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이 消滅한다고 보는 것

이 옳다고 한다.

그러나 위 논거는 ‘피보전채권’의 산정기준시점과 ‘사해행위(사해성)’의 판단시점을 혼동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객관적 요건인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2가지 요건 중

後者에 관한 내용을 前者에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이다.

② 두 번째 논거로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은 원물의 반환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배상하

여야 할 가액 산정의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價額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

위(책임재산)이고, 그 가액이 피보전채권을 넘을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으로 다시 한정된다. 위 97

다6711 판결 등은 책임재산의 算定하는 시점을 말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3) 檢討意見 (2說)

1설이나 2설이나 根本的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이후 사

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加算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할 것인가에 관하여 1설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2설은 이자나 지

44) 金洪奎, 前揭論文 215面.

45)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라고 보는 것에 불과할 뿐 2설이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시점

에 관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서 派生되는 채권으로 원본채권의

擴張이므로,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2설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46)도 ‘제소전화해 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 가압류채권자

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

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대

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연장으

로 원본채권의범주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고,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라는 점을 들고 있다. 通說인 相計說47)에 의하면 취소채권자는 상대

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서로 相

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사실상 獨占的, 優先的으로 변제받아 滿足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채권자들이 회복된 재산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취

소채권자가 우선적인 만족을 받는 현실에서 제3설은 오히려 特定債權者만을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라. 이 事件의 解決 (被保全債權의 範圍 = 行使範圍)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책임재산의 범위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피보전채권의 산정

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

해금은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원본채권의 範圍

① 이 사건에서 원고(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은 565,000,000원이고, 제3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54,000,000원이다. 만일 사해행위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위

46)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등.

47) 相計說이란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또는 반환받은 금전을 채

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相計함으로

써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

會 123쪽)



채권최고액을 우선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은 10,000,000원

(565,000,000 - 554,000,000)이므로, 1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해해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의하여 채권자가

피보전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지를 심리하여야 하고, 그 담보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최고액 5억5,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393,969,160원만을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한도인 171,030,840원(총 채권액 565,000,000원 - 우선

변제받은 393,969,1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원심은 채권 전

액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함)

그렇지 않다. 만일 사해행위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결과

그 채권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의 처분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면, 그 후 담보목적물의 가격이 下落하여 채권자의 피담보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일반채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았던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다시 사해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채권자가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이 발생한 것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담보가치)의 하락에 있기 때문이다.

사해행위 당시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侵害당할 채권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총채권액 중 사해행위 당시 제3

자의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의 범위를 심리한 다

음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利子 또는 遲延損害金

위와 같이 산정한 원본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

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IV. 詐害行爲가 讓渡擔保인 경우 原狀回復의 方法과 그 範圍

1. 原狀回復의 方法

가. 原物返還 (原則)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目的物 자체의 返還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것이 不可能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價額賠償에 의하여야 한다48). 원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價額賠償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9).

나. 價額賠償 (例外)

民法 제406조는 原狀回復을 請求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이

전의 상태의 復元을 의미하고, 그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그 자체의 還元 즉 原物返還이고, 그것

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目的物이 滅失되었거나, 金錢과 같이 受益者 또는 轉得者의

一般財産에 混入되어 特定性을 喪失 하거나, 受益者가 善意의 轉得者에게 讓渡해버린 경우와 같

이 事實上 또는 法律上 불가능한 경우, 이 제도가 책임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趣旨상

그 價額賠償도 原狀回復의 한 방법이 된다.

2. 讓渡擔保의 詐害行爲性

양도담보도 저당권설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가 된다.50) 物的擔保의 제공은 그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優先辨濟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原則的으

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채권의 변제 기타 사용처가 정당한 資金의 獲得을 위한 것인 때에

는 例外的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多數說이다.51)

3. 이 事件의 경우 原狀回復의 方法

가. 價額賠償에 의한 原狀回復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양도담보설정) 후에 말소가 되었

4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最高裁 昭和 54. 1. 25. 判決[民集 33. 11, 12

면]; 最高裁 昭和 62. 4. 7. 判決[金融法務事情 1185호 27면] ; 最高裁 昭和 63. 7. 19. 判決

[判例タイムズ 683호 56면].

49) 中舍寬樹, 詐害行爲取消の效果, 法學敎室 1993. 10, NO.137 45

50) 荒木新五, 判例便覽 詐害行爲取消權, 商事法硏究會(1989) 62쪽.

51) 日本 註釋民法 債權(10) 奧田昌道 編集 有斐閣(1987) 831面; 註釋民法 債權總則(2)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2000) 83쪽 參照;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830쪽 參照.



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

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일반채권

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의 변제 등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

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5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辨濟者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

다고 볼 수 없다.53)

나. 詐害行爲로서 假登記 또는 擔保權設定이 이루어진 경우와의 差異點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賣買豫約을 취소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足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

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判例54)가 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擔保假登記도 物的擔保의 한 유형이고, 양도담보도 變形된 物的擔保

라고 한다면 이사건에서도 위 판례와 같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의문이 든

다.

그런데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어도 가액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을 명하

는 것은 假登記 自體로는 物權取得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55) 즉 목적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債務者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해행위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선순위 저당권이 말

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대상인 저당권을 말소하면 되고56) 가액배상을 명할 필요는 없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對外的으로는 담보권자가 완전한 所有權을 취득하므로57), 통상적인 所有

權移轉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V. 맺는 말

5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53)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54)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55) 拙稿, 前揭論文 143-144쪽 참조.

56) 拙稿, 前揭論文 135쪽 참조.

5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23 판결.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사해행위취소송이 급증하게 되었고, 많은 판례들이 축적됨

에 따라 이 점에 대한 우리의 판례의 이론은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일본의 판례, 통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사해

행위제도의 趣旨와 目的에 基礎하여 매우 合理的이고도 妥當한 結論을 導出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