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

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계약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

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

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

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

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

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

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

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조).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종료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

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

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

다.  

 



2.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

을 방지하지 못한(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