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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설

일상적 의미로서 형평(Equity ) 이라는 용어는 법이 아니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판결에 대해 법에 적확한 판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또한 불공정하

다거나 불공평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어떤 판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도덕적인 판단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도덕적 판단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법이

성문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영미에서 변호사들이 common law 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equity 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형평 이 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ommon law 와 equity 는 사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法源을 의미하는 것

이다. 즉 코먼로와 그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갖는 형평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평법

은 단지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서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구속력을 갖는다; 형

평법은 法院에 의해 확인된 규범내용으로 볼 수 있다.

II. 형평법의 발전 과정

보통법법원은 Westminster에 위치하고 보통법 원리들에 따라 법을 집행하여 왔

다. Westminster의 한편에는 3개의 법원이 위치하고 그 반대에는 Chancellor의 감

독 아래에 있는 법원이 있었다. 형평법은 Chancellor의 감독하의 법원에서 시행되었

고 보통법원에서 정의에 반하는 판단을 받은 자는 보통법원 건너편에 위치한 형평

법원에서 Chancellor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Chancellor를 법관으로, Chancery를 법원으로 취급하기 전

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15세기 전에는 Chancellor는 법관이 아니라 단순히

國王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Chancellor는 그 시초에는 法官도 아니었고 法院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내각

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대한 정부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저명한 법 역사학자

Mitland는 이들을 모든 부서에 관련된 국왕의 비서 라고 명했다. 왕의 이름으로 행

하는 모든 문서의 발행은 Chancellor 또는 그 사무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Chancery의 수장인 Chancellor는 왕의 職印의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다. 이

와 더불어 Chancellor가 writ를 발급함에 따라 그는 법의 집행과 매우 밀접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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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게 되었다. 그는 왕을 至近에서 보좌하는 국왕평의회(King ' s Council 또는

Curia Regis ) 중심인물이었으며, 국왕평의회는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개개의 국민들

의 탄원서를 진지하게 심사하였다.

탄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제출되었다. 구체적으로 common law court s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자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리구제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

분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1) 첫째, common law가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계

약위반에 대해 common law는 매우 불충분했다.

2) 둘째, 이러한 경우 common law court s의 판단은 주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

상에 한정되었는데 이것만으로 언제나 만족할 만한 법적 해결을 가져오지 않았다.

3) 셋째, 설사 법이 권리구제에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법원을 위

압할 수 있는 경우1)에도 역시 정의가 구현될 수 없었다.

Chancellor는 이러한 common law court s의 결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는 왕

의 가장 중요한 관리였다. 그러므로 그는 common law court s의 실체법 또는 절차

법에 구속받지 않았고 또한 당사자에 의하여 압도당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왜냐하

면 그 스스로가 매우 권위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접하면서, Chancellor는 common law의 결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칙

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Chancellor의 판단들은 더 이상 왕 휘하의 가장 지위가 높

은 행정 관리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의 그것과 같은 모습이 되

었다. 그리하여 17세기에는 Chancery 내에 Court of Chancery 가 설치되었다.

Chancellor는 마침내 법관의 직책까지 부여받았으며, 1750년에는 최상급의 직속 부

하인 Master of Rolls 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Chancellor 및 Court of Chancery와 그 소속 법관들이 적용

한 법칙들을 equity 라고 부르게 되었다. equity는 어느 면에서는 대륙법에서의 신

의성실의 원칙 과 유사한 것이다.

Equity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common law와 equity의 대

립이 Earl of Oxford ' s Case (1615)에서 그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에서 Earl는 common law court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가 이 판

결을 집행하려 하자, Lord Chancellor Ellesmere은 equity에 의해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자 King James Ⅰ(1603- 1625)은 Lord Chancellor와 common law를 대표하는

Lord Chief Justice Coke에게 분쟁의 최종적인 판단을 Attorney General Sir

Francis Bacon에게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Sir Francis Bacon과 King James Ⅰ

은 common law와 equity가 모순될 경우 법원은 equity를 따라야 한다고 결정하였

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법원리인 equity shall prevail 법원리를 정립하게 되었

다.

1) 중세에는 그러한 현상이 자주 있었다.

- 2 -



III. Eq u ity에 관 련된 법원칙

Equity에 관련된 법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5개의 원칙을 들고자 한다.

Common law의 법원리와 equity가 대립할 경우 법관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에 의

해 판단하여야 한다:

1. Eq uity s ha ll p re va il

이 원칙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2 . Eq uity w ill no t s uffe r a w ro ng to be w itho ut a re me dy

이것은 equity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반영한 법원리이다. 이에 의해 No writ , no

remedy 원리가 지배하는 common law의 결점에 의해 구제받지 못하는 사건에 있

어서도 equity는 법적 보호를 해준다. 따라서 이 경우 equity가 법률의 기능을 한다.

equity는 common law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다. 이것은 또한 다음에서 살펴보는 명제에 의해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3 . Eq uity fo llo w s the la w

이것은 equity가 common law를 보충하는 보충적인 법적 구제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quity가 적용되는 예로서 모든 영미법 교과서에 언급되는 예가 trust 에 관한 것

이다. 이것은 물권법과 관련된 법률용어이다. trust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은 제쳐두

고 여기에서는, equitable right와 legal right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A가 T 에게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신탁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러한 법률관계와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을 信託(trust ) 이라고 부른다. T rust는 equity

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따라서 수익자 A의 권리는 equitable right 라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trustee)로서 점유자(possessor )인 T 또한 당해 물건에 대하

여 법적 권리(legal title) 를 가진다. 그렇지만 T 는 A가 당해 물건을 완전하게 사

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T 는 A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물건을 소유한다 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Equity에 의해서 인정

되는 수탁자 T 의 의무이다.

이제 T 가 受託物(entrusted property )을 A·T 간의 신탁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B에게 매도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B는 이 경우 선의로(bona fides) 유

상으로(for value) 매수한 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B는 그 물건에 대해 법적 권리

(legal title) 를 취득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물건은 A를 위한 수탁물이 아닌 것으로

된다.2) 즉 B가 획득한 권리( legal title )가 A의 equitable right 에 우선한다. 이 경

2) 특정의 물건을 중심으로 하여 A·B·C 각각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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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A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T 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이 사안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equity가 common law와의 관계에서 보

충적이었다: B는 선의의 매수인이다; B는 물건을 유상(for value)으로 매수한

자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B가 신

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즉 악의인 경우); B가 물건을 무상으로 증

여(donation)에 의해 취득한 경우. 이와 같은 때에는 B의 권리는 A의 equitable

right에 우선할 수 없다. 의 경우에는 B의 A·T 간의 신탁관계에 대한 악의가 영

향을 미쳐 Chancellor가 물건에 대한 B의 권리에 대해 A의 권리를 우선하여 판단

할 것이다. 의 경우에는 equity 의 명제 중 하나인 수증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

는 명제에 의해 B가 취득한 권리가 A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4 . He w ho s e e ks e q u ity m us t do e q u ity 또는 He w ho c o me s to e q u ity

m us t c o me w ith c le a n ha nds

Equity에 의해 권리구제를 구하는 자는 그 스스로 common law와 equity에 합치

하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자신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선서할 수 없다. [Cf.

Overton v . Bannister (1844)].

5 . Eq uity a cts in pe rs o na m

이것은 형평법법원에서의 사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한 물건을 대

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jurisdiction in personam 을 jurisdiction in rem 에 대한 대칭

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다음의 예가 그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만약 A가 특정한 물건을 B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

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jursidiction of rem 의 명제에 의하면 A는 그 특정물

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jurisdiction of

per sonam 의 명제에 의하면 A는 B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IV . 코먼로와 e qu ity의 근대적 발전 상

Common law와 equity의 대립은 Judicature Act s (1873- 1875)에 의해 종지부를 찍

게 되었다. 이들 법률들을 통해 상급법원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라 재정비되었다.

A (ben eficiary )는 T ru st를 매개로 하여 equit able right 를 가진다. T (t ru st ee)는 legal
t itle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legal t it le 은 B에게 이전되었다. B가 T 로부터 양수받은

legal tit le 은 A의 equitable r ight 와 무관하게 보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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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Court of Appeal 의 아래에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가 설치되

었다. 이것은 1875년 11월 1일에 High Court of Justice 가 다음의 분과별로 나뉘어

졌을 때 처음 성립한 법원이다: the Queen ' s (King ' s ) Bench Division ; the

Chancery Division ; the Common Pleas Division ; the Exchequer Division ;

the Probate, Divorce and Admiralty Division .

Judicature Acts는 왕에게 법원의 재구성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기해 1881년에

Common Pleas Division과 the Exchequer Division이 the Queen ' s Bench Division

에 통합되었다. 그때부터 1970년까지 상급법원은 T he Queen ' s Bench Division , the

Chancery Division 그리고 the Probate, Divorce and Admiralty Division으로 나뉘

었다. 1875년 이래로 the Court of Appeal과 the High Court of Justice는

Judicature의 최고법원을 형성했다. Judicature Acts가 시행된 후 그 이전의 모든 법

원들은 모두 소멸되었다.

Judicature Act s는 법원의 조직을 새로이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최고법원과

그 하위법원은 common law와 equity 양자 모두를 적용할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였

고, 그에 따라 법원은 양 법의 해결책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Judicature Act가 law와 equity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앞으로는 모든 법원에서 양자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common

law와 equity는 여전히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고유의 역사를 갖고

양자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Common law와 equity

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 Judicature Act s는 그 해결책으로서 다음의 일반적인 법

칙과 더불어 구체적인 법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

에 관하여 equity와 common law의 법리들이 다를 경우에 equity가 우선한다 !

Judicature Acts는 몇 번 수정된 바 있다. 오늘날의 Royal Court s의 구성은

Supreme Court Acts of 1981에 의해 성립되었다.

_ ______ ______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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