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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第三者의 辨濟․求償․不當利得*

1)

金 炯 錫**

Ⅰ. 序

1. 債權關係의 외부에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469조 제1항1)은 “債務의 辨濟는 第三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로 第三者의 辨濟를 許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일신전속적인 급부의무의 경우와 합

의로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의 변제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 “利

害關係 없는 第三者는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辨濟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적

용범위를 다시 제한하고 있다.2)

이렇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三面의 법률관계가 존재

하게 되며, 그에 따라 고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1) 제3자의 변제는 항상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제3자는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득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변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울러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변제

하거나 사무관리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補償關係(Deckungsverhältnis)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이하에서 법명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2) 제469조 제2항의 제한은 법사적․비교법적으로 볼 때 쉽게 찾기 힘든 예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 [XI], 1995, 108-109면(金大彙 집필) 참조. 
아마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大法院은 제3자의 변제에 반하는 채무자의 의사는 제
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
은 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大判 1988. 10. 24., 87다카1644, 공보 1988, 1464). 이
러한 판례의 입장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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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종국적 재산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자

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경우, 그 보상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求償이 문제된다.

(2) 동시에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을 의식적으

로 증가시키는 행위 즉 出捐을 한다. 이러한 출연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수령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이로써 자신의 채무로부터 해방된다. 

제3자의 변제는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對價關係(Valutaverhältnis)에서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 대가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대가관계

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 제3자의 출연으로 인하

여 발생한 재산이동은 어떻게 원상회복되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2. 이상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三面關係에서의 부당이득’이라는 보다 큰 관

점에서 논해지고 있는 문제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루려는 시도는 관련된 거시적인 조망 없이 단편적으로 머물게 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제3자의 변제와 관련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는 일반론과

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특수성 역시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이익형

량이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며, 그러한 한도에서 제3자의 변제를 둘러싼 법률문

제를 따로 고찰해 보는 것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제3자의 변제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았던 만큼, 일단 ‘문제’ 자체를 구체화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차례로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의 문제(Ⅲ)와 대가관계에 하자

가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법적 취급(Ⅳ)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기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사안 유형을 보다 명확히 확정하

고 한계를 설정하기로 한다(Ⅱ).

Ⅱ. 第三者의 辨濟

본고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채무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가 정하는 

제3자의 변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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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제3자의 변제는 辨濟者가 他人債務의 辨濟意思(Fremdtilgungswille)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변제자는 이러한 의사를 자신의 변제가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임을 나타내는 辨濟指定(Tilgungsbestimmung)을 통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출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제지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으

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推斷的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제자의 변제지정에 의하여 지정변제충당의 법률효과가 나타나므

로, 변제지정행위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單獨行爲이다(제476조 제3항 참조). 

제3변제자의 지정행위도 이에 의하여 그 제3자의 출연행위가 제3자의 변제로 성

질결정되므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변제지정행위가 단독행위이므로, 그 해석에

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의 타인채무 변제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출연이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가 되

는지의 여부는 변제지정의 수령자인 채권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정과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한 객관적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더 나아가 변제지정을 의사표시로 파악하는 한에서, 이에는 意思의 欠缺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며, 제3변제자의 변제지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

서 예컨대 제3자의 변제지정에 錯誤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는 제109조의 요건에 

따라 변제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타인채무 변제의사에 따른 변제지정을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는 제3자는 제

469조가 상정하고 있는 제3자는 아니다. 履行補助者 내지 履行代行者가 그 예이

3) 民法注解 [XI](주 2), 111면(金大彙 집필) 참조. 제3자의 변제는 제3자가 ‘자기의 이
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하는 것이라는 언명도 이러한 취지로 보인다(郭潤直, 債權
總論 제6판, 2003, 241면; 金曾漢․金學東, 債權總論 제6판, 1998, 옆번호 561).
제3자의 변제에 타인채무 변제로서의 목적지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변제의 성질에 
관하여 目的的 給付實現說(Lehre von der finalen Leistungsbewirkung)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事實行爲說 내지 事實的 給付實現說 역시 부당이득법상의 급부개념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제지정이 가능하고 특히 제3자의 변제에 관해서는 필수적으로 요
구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사실적 급부실현설을 취하는 학자도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는 변제지정이 필요함을 인정한다(예를 들어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14. Aufl., 1987, § 18 I (S. 241) 참조). 兩說의 차이는 일반
적으로 변제목적지정이 있는 급부를 원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외로 볼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며, 결론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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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91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 변제목적은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지정하는 것

이며, 제3자는 단순히 그 지정된 변제목적에 따라 채무자 역에 속하는 자로 出

捐을 수행한다. 이는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4) 제

3자가 타인채무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아 변제가 

수령자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변제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급부의무가 존재하 던 경우에는, 제3

자가 채권자를 만족시켰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이며,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가 아니다. 변제자가 連帶債務者(제413조), 保證人(제428조 제1항) 등인 경우

에 그러하다.

물론 변제를 하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內部關係의 관점에서 보아 “실질적 

타인채무”(materiel fremde Schuld)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에 구상이 문제

될 수 있다(제425조 이하, 제441조 이하).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법적으로는 채

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이고, 따라서 그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는 아니다.5)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에 있어서도 보증의 경우에

4) 朴駿緖 編輯代表, 註釋 民法 債權總則(3), 제3판, 2000, 164면(兪炫 집필); 李銀榮, 債
權總論, 개정판, 1999, 712면.

5) 문제는 이른바 ‘不眞正 連帶債務’의 경우이다. 부진정 연대채무자 역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제469조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법률이 
명시적 구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 타인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의 변
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에 관한 구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고려된다(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은 이미 발생한 구상권을 전제로 하므로(제482조 제
1항), 그 자체로는 구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본질에 
관한 복잡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어 여기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다른 구상규정
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가 배제될 이유는 없음
을 지적하고자 한다. 독일법에서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견해로 우선 von Caemmerer, 
“Bereicherung und unerlaubte Handlung,” Festschrift für Rabel, Band 1, 1954, S. 360f. 
= Gesammelte Schriften, Band I, 1968, S. 237(이 문헌은 아래에서 후자에 의하여 인
용한다); Wollschläger, D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1976, S. 93 등 참조. 그러
나 독일의 통설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며, 손해배상자의 대위 규정을 유추하여 해
결하고자 한다(예를 들어 Medicus, Bürgerliches Recht, 19. Aufl., 2002, Rn. 415; 
Larenz(주 3), § 37 I (S. 634f.) 참조). 프랑스의 경우 판례는 부진정 연대채무
(obligation in solidum)에 있어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은 일반적
으로 변제자대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Mazeaud/Chabas, Leçons de droit civil, tome 
Ⅱ/1: Obligations, 9e ed., 1998, no 586, 1072). 그러나 변제자대위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부관계에 의한 구상권을 논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근거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Terré/Simler/Lequett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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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附從性이 가지는 의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자의 변제에서의 논의와

는 구별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에 담보권을 설정한 物

上保證人이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변제하는 경우(또는 담보권이 환가되

어 채권자가 그로부터 만족을 얻는 경우)에는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가 존재하

기는 한다.6) 그러나 물상보증인에 의한 변제는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제3자의 변

제에 대한 논의와는 매우 적은 관련성만을 가진다. 왜냐하면 민법은 물상보증인

을 위하여 보증에 준하여 독자적인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41조, 제355조, 

제370조), 법정 담보물권들 역시 보증과 마찬가지로 부종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법상의 취급 역시 제3자의 변제의 경우와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제3자는 변제뿐만 아니라 代物辨濟, 供託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7) 그러나 제3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부정설은 그러한 경우에는 상호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의를 필요로 하는 대물변제와 비교할 때에도 부당하다고 하여 상계를 부정한다.8) 

반면 긍정설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를 부정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있을 때에는 다

른 채권자와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9)

제3자의 상계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된다. 예컨대 甲은 乙에 대하여 

civil. Les obligations, 8e ed., 2002, no 1263 note 2; Mignot, Les obligations solidaires 
et les obligations in solidum en droit privé français, 2002, nos 801 et seq 등 참조). 
프랑스법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XIX]｣, 2005, 55
면 이하 (鄭泰綸 집필) 참조.

6) 이에 대하여는 우선 Gernhuber, Erfüllung und ihre Surrogate, 2. Aufl., 1994, § 5 I 2 
b (S. 97f.) 참조.

7) 郭潤直(주 3), 241면; 金曾漢․金學東(주 3), 옆번호 561; 金容漢, 債權總論, 1983, 516
면; 金疇洙, 債權總論 제3판 보정판, 2003, 448면; 金亨培, 債權總論 제2판, 1998, 665
면; 李銀榮(주 4), 712면; 民法注解 [XI](주 2), 112면(金大彙 집필).

8) 郭潤直(주 3), 241면; 金曾漢․金學東(주 3), 옆번호 561; 民法注解 [XI](주 2), 112면
(金大彙 집필).

9) 金容漢(주 7), 516면; 金疇洙(주 7), 449면; 金亨培(주 7), 6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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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甲에 대해서 丙, 丁, 戊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

을 상정해 보자. 만일 긍정설이 인정하는 바의 제3자의 상계를 인정한다면, 丙, 

丁, 戊 누구라도 제3자의 상계에 의하여 甲의 乙에 대한 채권 및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면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우리 강제집행법을 잠탈하는 결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실질에 있어 당사자들이 執行權原 없이 轉付命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

항, 제3항)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아래 Ⅲ. 1. (2) (d), Ⅲ. 2. (2) (b) 

참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강제집행 실무에서 전부명령이 애용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에 기인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그런데 

당사자들이 상계를 수단으로 집행권원을 얻음 없이 전부명령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강제집행법이 정하는 절차를 우회하여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제3자의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채권자라면 집행

권원을 획득하여 전부명령을 얻고자 하는 일은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

한 결과가 현행법상 인정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상계라는 제도 자체가 집행권원 없이 전부명령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논거만으로 제3자의 상계를 부정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상계 제도가 그

러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제492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쌍방이 서로 같은 종

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다. 즉 이 때에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 

채무의 맞물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부명령적 효과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

러한 맞물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동시이행 관계와 비교할 

수 있는 이익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가지는 각 당사

자들이 상대방의 만족과 동시에 자신의 만족을 달성함으로써 이러한 맞물림의 

관계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계의 취지인 것이다.10) 이러한 이익

상황이 제3자의 상계에서 존재하지 않음은 명백하며, 그러한 경우 법적인 안정성

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집행절차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잠탈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게다가 긍정설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상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주

는 것이 되어 전부명령의 잠탈적 효과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긍정설이 이 

10) Heck, Grundriß des Schuldrechts, 1929, S.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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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상계를 제한한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적으로 관철되기 어렵다. 상계의 시

점에 채권자가 무자력이었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사후적으로 재판에서만 (그것도 

어려운 입증의 과정을 걸쳐) 밝혀질 뿐이다. 그러므로 채권자 무자력의 경우에는 

상계가 부정되나 그 외에는 허용된다는 견해는 실제 분쟁에서 불명확함을 가져

올 뿐이다.

이러한 근거들을 살펴본다면 제3자에 의한 상계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Ⅲ. 第3者의 辨濟와 求償

1. 求償의 법적 근거

(1) 委任 기타의 契約關係

앞서도 간략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

관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무자와 변제자 사이에 존재하는 보상관계는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존재하는 

契約에 기한 법률관계임이 보통이고, 제3자는 이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로서는 우선 委任(제680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제

3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부탁하고 제3자가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688

조에 따라 費用償還請求權을 가진다. 따라서 타인의 위임으로 그의 채무를 변제

한 제3자는 委任의 法理에 따라 이제 해방된 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제688조 제1항에 따르면 受任人은 委任人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

한 必要費 및 그 利子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변제의 경우,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채권액 및 그 이자가 동항에서 말하는 ‘필요비’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비는 순수 객관적 표준에서 판단할 때의 필요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서(제681조) 객관적으로 판단하

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말한다.11) 즉 필요비는 수임인의 주

11) 郭潤直, 債權各論 제6판, 2003, 278면; 金亨培, 債權各論 신정판, 2001, 685면;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XV], 1997, 579면(李在洪 집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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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비용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

게 변제를 위임한 후에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항변권을 취득하 거나(예컨대 제

536조 제1항 제1문)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제162조 제1항), 제3자가 

알지 못하고 변제하 고 이것이 그의 관점에서 선관의무에 충실한 사무집행이었

다면 그는 제688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임인인 

채무자는 항변권의 취득 내지 시효의 완성 등 변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무

집행이 되게 하는 사정을 수임인인 제3변제자에게 통지할 間接義務(Obliegenheit)

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제3변제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위임인의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당연히 필요

비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상도 고려되지 않는다.

제3자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위임이 내부관계로서 고려될 수 있을 가

능성이 높겠지만, 기타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組合의 업무집행조합사원이 조합채무를 변제하는 경

우(제707조, 제688조)가 그러하다.

(2) 事務管理

그러나 채무자와 제3변제자 사이에 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상관계로서의 계약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나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제109조 제1항)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채무자와 제3변제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가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구상의 근거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必要費 償還請求權이다. 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사무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 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는 변제를 함에 있어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가 있어야 함은 물론(a), 더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유익하면서(b) 본

인의 의사에 합치할 것을 요한다(c).12)

12) 金亨培, 事務管理․不當利得, 2003, 29면. 이는 제734조 제1항, 제2항을 사무관리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설과 판례는 제734조 제1항 및 737조에서 요
건을 추출하여 마지막 두 요건을 “본인을 위하여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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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인 사무, 관리의사

타인 채무의 변제가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13)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 역시 타인 채무를 변제함을 표시하는 변

제지정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14) 따라서 제739조 제1항의 필요비 상환청

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제3자의 변제가 본인에게 유익하면서 본인의 의사

에 합치함을 검토하여야 한다.

b) 본인의 이익

본인의 利益은 일차적으로 객관적인 이익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본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본인의 이익은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 따라 평가되

어야 한다. 즉 변제되어야 할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 다는 사실 및 그에 따른 

변제의 사실이 확정되면, 제3자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인 채무자의 이익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15) 따라서 통상 제3자의 변제는 본인에게 유익

한 사무의 처리이며, 대법원이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

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郭潤直 (주 11), 337-338면; 金疇洙, 債
權各論 제2판, 1997, 521면; 金曾漢, 債權各論, 1988, 394면; 大判 1994. 12. 22., 94다
41072(공보 1995, 628). 鳩山로 소급하는 이 견해(鳩山秀夫, 增訂 日本債權法各論(下
卷), 1924, 760-762면)는 그러나 재검토를 요한다. 아래 Ⅲ. 1. (3) 참조.

13) 大判 1961. 11. 9., 4293민상729(총람 3-1(A), 269); 金亨培(주 12), 22면.
14) Wollschläger(주 5), S. 99. 이는 통설이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와 자신의 이익추구 의

사의 병존을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郭潤直(주 11), 338면; 金曾漢(주 12), 
391-392면; 金亨培(주 12), 24면 이하;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XVII], 2005, 35면
(崔秉祚 집필) 참조.

15) 大判 1995. 8. 22., 94다32054(공보 1995, 3235)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
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Wollschläger(주 5), S. 81도 참조. 문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抗辯權
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사안이다. 이 경우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그 변제
는 일단 채무자에게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며, 따라서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므로(제739조 제3항), 구상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구상권을 가
지게 되며(아래 Ⅲ. 1. (3) 참조) ‘강요된 이득’의 관점에서 그 행사가 배제될 것이다
(아래 Ⅲ. 2.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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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16)이라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7)

그에 반하여 본인의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그 時效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

률적인 관점에서도 그 변제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

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3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제739조 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임에서와는 달리, 여기서 제3변제자는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善意로 알지 못하 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는 없다. 

타인의 역에 개입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할 불이익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c) 본인의 의사

사무관리는 통상 본인의 개입 없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現實的 意思에 

좇아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드물 것이다. 이는 그 사무가 제3자의 

변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는 결국 본

인인 채무자의 推定的 意思에 부합할 것을 요한다. 제734조 제2항은 관리자가 

알 수 있었을 본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표현하고 있

다.18)

그런데 추정적 의사의 판단은 실제로 본인의 객관적 이익을 고려하여 행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추정적 의사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무관리가 그에게 이익이 되어 동의를 받을 만한 성

질의 것인지의 여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사무관리가 당

사자에게 유익한 경우에는 동시에 본인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추정을 

16) 大判 1961. 11. 9.(주 13).
17)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 등과 같은 법률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 ―예컨

대 제3자의 변제로 인한 채무면제 가능성의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러
한 사실적 불이익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즉 그는 예컨대 제3자의 변제가 
없었더라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볼슐래거의 적절한 지적에 따르면 “법질서는 존재하는 권리가 행사된다는 것을 [사태
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호의는 추정되어서는 안 된
다.”(Wollschläger(주 5), S. 82)

18) 이러한 취지는 동항의 前身인 依用民法 제697조 제2항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본인의 의사를 […] 推知할 수 있었던 때”). 민법 심의 과정에서 우리 제734조 제2
항은 의용민법 제697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되고 있다(民法案審議
錄(上卷), 1957, 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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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게 한다.19) 이러한 의미에서 채무자에게 유익한 제3자의 변제는 원칙적으

로 본인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본인이 이전에 명백하게 타인의 변제를 거부함을 

밝힌 경우나 그러한 의사가 제반사정에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깨뜨려질 수 

있을 것이다.

d) 시효기간의 조정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3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필요

비 상환청구권의 형태로 구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에 의한 채

권자 변경은 채무자의 지위가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

우 그러하다. 원래의 채권에 상당한 시효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제3자가 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발생하는 변제자의 구상청구권은 일반 원칙에 

따라 변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제162조 제1항), 채무자

에게는 실질적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무관리에 의한 구상의 법적인 형식은 이전의 채권이 소멸하면서 새로

운 채권이 제3변제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새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그 성립 시점

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이론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될 수

도 있다.20) 그러나 이렇게 사무관리로 인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

는 견해는 이 사안이 가지는 이익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

다.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종국적인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채무자는 원래의 채권관계로부터는 해방되지만, 구상의 형태로 제3변

제자에게 다시금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

의 관점에서 보면 제3자의 변제는 채권자의 변경만을 가져오는 것이며, ‘구상을 

위한 채권자 변경’이라는 점에서 사무관리에 의한 구상은 辨濟者代位와 그 기능

19) 실제로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주 13, 15) 역시 본인의 의사에 부합함을 추정하고 
있다.

20) 참고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구상권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大判 1979. 5. 15., 78다528(공보 1979, 11974)). 그러나 이 사안은 변제자 역
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한 사람이고, 채무들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시효기
간에 따르는 점에서 제3자의 변제(제469조)에서의 이익상황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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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한다.21) 그런데 법정 채권양도인 변제자대위에서는 채권의 동일성이 유

지되므로,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지 

않으며 변제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채권

양도에 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제451조 제2항). 그에 반하여 사무관리법에 따라 구상이 행해지면, 

요청받지 않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위는 불리하게 변경된다. 즉 

제3자는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형태로 새로운 청구권을 취득하

지만, 실제로 채무자로서는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존속하면서 그 시효가 

중단된 것에 다름 아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제3자가 변

제한 원래의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64조)에 걸리는 채권이었을 때 극

단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채무자는 1년 내지 3년의 시효기간에 걸리는 채무 

대신에 새로이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하여 변제된 채권과 사무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청

구권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구

상 채무자 지위의 불이익한 변경을 부정하여야 한다. 즉 구상청구권은 변제된 채

권과 동일한 소멸시효 期間에 服하며, 이미 도과한 시효기간은 구상청구권의 시

효기간에 대하여도 그대로 算入된다고 할 것이다.22) 이러한 결론은 채무자의 지

위가 요청 받지 않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 소멸시효가 예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e) 구상요건으로서 통지

민법은 적법한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736조 제1문). 따라서 제3자가 타인

21) 실제로 헤크는 立法者가 채권의 법정양도에 의한 구상 대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
면서 동일한 채권이 변제자에게 발생하는 구상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Heck(주 10), S. 214 참조).

22)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上卷, 1981, 33면. 독일의 통설은 변제된 채
권에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만 구체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러한 결
론을 수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우선 Jauernig/ 
Mansel, BGB, 11. Aufl., 2004, § 683 Rn. 10 참조). 본문에서와 같이 해석하는 독일
의 소수설로는 Wollschläger(주 5), S. 85f.; Staudinger/Wittmann(1995), § 683 Rn.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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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를 변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통지는 실제로 제3자의 변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를 할 가능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통설은 일반론으로 이러한 通知義務의 위반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사무관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본인에게 손해가 있을 때 사무관리자가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23) 이러한 해석을 제3자의 변제에 수용한다면, 제3

자의 변제 사실을 모르고 다시 채권자를 만족시킨 채무자는 우선 채권자에게 비

채변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청구권이 관철되지 못한 경우 그 손해

를 사무관리자인 제3변제자에게 배상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의 해태가 제3변

제자의 구상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3자

의 변제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채무자를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번거로움은 구상에 관한 다른 민법의 규정들과 비교하면 

더욱 잘 나타난다. 민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45조 제2항은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 내지 보증인이 구상요건인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연

대채무자 내지 주채무자가 면책을 위한 出財를 한 경우에 구상권을 배제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사무관리로 타인의 역에 개입하면서 통지 의무를 해태

한 제3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連帶債務者나 保證人보다 더 유리한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은 평가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인의 사무에 개입한 사무관리자

인 제3변제자의 구상이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구상보다 너그럽게 인정되어야 

할 근거는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427조 제2항 및 제445조 제2항을 유추하여, 통지의

무를 해태한 제3변제자에게는 구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4) 이러한 해석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상 규정들 사이에 존재할 수 

23) 金亨培(주 12), 41면; 民法注解[XVII](주 14), 67면(崔秉祚 집필); 朴駿緖 編輯代表, 註
釋 民法 債權各則(5), 제3판, 1999, 378면(姜玹中 집필).

24) 이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제760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주관적인 접한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의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大判 1976. 7. 13., 74다746, 집 24-2, 
186)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판례의 當否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우선 民
法注解[XIX](주 5), 211면 이하(鄭泰綸 집필) 참조). 일단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의 근거를 사무관리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판례가 본문의 서
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판례의 입장 자체를 고찰해 본다면, 주관적 공동관계의 결여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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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불일치를 조정하여 보다 단일한 형태의 구상 법리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일 수 있을 것이다.

(3) 부당이득

(a)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의 변제는 통상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하

며, 제3변제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형태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채무자가 이전에 거부의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 그러한 

의사를 제반사정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경우(즉 추정적 의사의 인정이 배제되

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무자가 所有權留保付 賣買로 취득한 

動産을 押留한 채권자는 소유자인 매도인의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를 저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라도 잔여 매매대금을 변제한 다

음 채무자에게 구상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25)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관리자의 필요비 상환청

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어쨌든 관리자의 유

익한 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는 청산되어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739조 제3항에서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를 한 때에는 본

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의무가 있다고 정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규율하

고 있다.

(b) 그런데 우리의 通說은 日本의 通說을 따라 제739조 제3항의 경우에도 적

제4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논거는 공동불법행위의 사안에서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판례․다수설이 취하는 객관적 공동설에 의하여 현행법상 
공동불법행위가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관계인들은 누가 과연 배상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진다면 어느 범위에서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변제자에게 통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명확의 근거를 주관적 공동관계의 결여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상황은 제3자의 변제가 행해지고 구상이 사무관
리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사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자는 타인의 채무임을 명백히 
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제는 타인의 사무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이다. 여
기서 제3자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과 비교할 때 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이유는 
없다.

25) von Caemmerer(주 5), S. 238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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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사무관리가 있다고 하며, 따라서 동 조항의 청구권을 적법한 사무관리의 효

과로 발생하는 특수한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739조 제3항의 

청구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느냐의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적법한 사무관리의 효과로 발생하는 청구권이라는 것이다.26) 이

러한 입장은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737조 단서 규정을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으로 파악하여,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

사에 부합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넓게 사무관리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관리의 요건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734조 제1항, 제2항 및 제739조 

제2항의 명료한 문언에 대하여 모호한 제737조 단서를 “유추적용”27)할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28) 민법의 규정을 솔직하게 살펴본다면 관리행위가 본인의 의사

에 부합함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제734조 제2항 및 제739조 제3항), 본인

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우회적이며 애매한 요건을 설정

하고 있지 않다. 제737조 단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해진 경우 관리행위

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무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본인의 현실적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무관리

는 성립하지 않으며, 결국 제741조 및 제739조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만

이 문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739조 제3항의 청구권은 ―아울러 그 문언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이(예를 들어 제141조 제2문 참조)― 제748조의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

득 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9) 이 조항의 위치를 이유로 하여 이 

26) 주 12에 인용된 문헌 참조. 金亨培(주 12), 46-47면은 日本의 소수설과 마찬가지로 사
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할 것을 적극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여 제739조 제3항의 
경우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항이 정하는 청구권은 그러한 적법
하지 않은 사무관리의 효과로 파악한다. 金亨培, 同所가 제739조 제3항을 “입법론상 
모순된 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 청구권을 위법 사무관리의 효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와 같이 이 청구권을 사무관리의 효과가 아니라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면 이 ‘모순’은 사라진다.

27) 이는 鳩山 자신의 표현이다(鳩山(주 12), 760면).
28) 新版 注釋民法(18), 1991, 145면(高木多喜男 집필). 일본에서의 학설 대립에 관하여

는 同書 131면 이하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29) 平田春二, “事務管理の成立と不法干涉との限界”, 谷口知平 還曆記念論文集 不當利得․
事務管理の硏究 (2), 1981, 238면, 248면 이하 참조. 鈴木祿 , 債權法講義, 二訂版, 
1992, 612면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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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사무관리의 효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30) 제739조 

제3항은 본인에게 유익하지만 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가 있는 경우에 법률

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31) 단지 그 부당이득의 효과를 

제748조와의 관계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관리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범위는 본인이 받은 현존이익의 범위로 한정되면서(반환

범위의 한정), 청구권자인 관리자의 손실이 의무의 부담으로 나타난 경우 단순한 

가액반환에 그치지 않고 면책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제3항에 의한 제2항의 준

용)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관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하여 본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費用利得返還請求權(Verwendungskondiktion)이라고 

불리며, 특히 제3자의 변제 등에 의한 구상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례의 경우 求償

利得返還請求權(Rückgriffskondiktion)이라고 한다.32)

30) 이 점은 우리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민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잘 나
타난다. 未定稿本 民法修正案理由書 自第一編至第三編, 601면(=廣中俊雄 編, 民法修正
案(前三編)の理由書, 1987, 661면)에 의하면 제739조 제3항의 규정은 “오히려 부당이
득의 아래 두는 것이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본조에 규정하는 까닭은 본항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전2항의 규정의 적용을 의욕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平田 (주 
29), 245면 이하는 法典調査會에서의 토론을 보고하고 있는데 동일한 취지이다.

31) 예를 들어 독일 민법 제684조는 본인은 자신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법의 규정에 따
라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설에서는 이 규정이 법률요건준용인지 법
률효과준용인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다(Staudinger/Wittmann, § 684 Rn. 1 참조).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제739조 제3항에서 바로 현존이익의 범위에서의 반환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율을 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2) 제739조 제3항의 청구권을 적법한 사무관리의 효과로 이해하는 통설의 견지에서 본
다면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유형들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구상은 모두 적법
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 상환(제739조)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에 
직면하여 일부 학설은 사무관리로 인한 청구권과 부당이득으로 인한 청구권이 병존한
다고 해석하여(註釋 民法 債權各則(5)(주 23), 440면(任漢欽 집필)) 이 유형들을 유지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구상이득 반환청구권
에 관하여 新版 注釋民法(18)(주 28), 165면(高木多喜男 집필)). 그러나 이러한 시도
는 설득력이 없다. 적법한 사무관리가 존재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이동에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의 경합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同旨: 民法注解[XVII](주 14), 5면(崔秉祚 집필)). 독일의 학설도 
적법한 사무관리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한다. Koppensteiner/Kram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2. Aufl., 1988, S. 210;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Ⅱ/2, 14. Aufl., 1994, § 74 Ⅲ(S. 34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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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3자의 변제 및 실질적 타인 채무의 변제는 제739조 제3항, 제741조에

서 구상의 종국적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동조항은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사무관

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최종적인 구상 근거이며, 채권관계에서 종국적으로 

급부의 부담을 지도록 정해지지 않은 자가 잠정적으로 그 부담을 인수한 경우 

종국적으로 부담을 지는 자로부터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상원칙

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33)

2. 求償利得返還請求權

(1) 非給付不當利得

일반적으로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은 非給付利得 返還請求權의 한 유형으로 이

해되고 있다.34) 이러한 견해는 제3자의 변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給付라

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제3자는 자신의 채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제의 

목적으로(solvendi causa) 채권자에게 출연을 하며, 따라서 급부 수령자는 채권자

라는 것이다.35)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이해에 대하여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의 독자적 유형으로

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를 급부이득 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 少數說이 독일에

서 주장되고 있다.36) 이에 따르면 제3자의 변제가 행해지는 경우 指示事例37)에

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급부가 행해진다고 한다. 즉 제3자의 변제는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채무자의 급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변제는 우선 채무자

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를 의미하며(causa solvendi), 동시에 제3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계약관계(증여) 내지 법정채권관계(사무관리)를 성립시킬 목적을 추구하

33) 이에 대하여는 Fritz Schulz, Rückgriff und Weitergriff, 1907, 39ff. 참조. 이러한 의미
에서 비용이득 반환청구권 내지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은 사무관리법의 보충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梁彰洙, 一般不當利得法의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260면 
참조.

34) 金亨培(주 12), 154면; 民法注解[XVII](주 14), 171-172면, 371-372면(梁彰洙 집필).
35) Staudigner/Lorenz(1994), § 812 Rn. 42 참조.
36) Esser, Schuldrecht, Band Ⅱ, 4. Aufl., 1971, § 102 I 2 a (S. 346f.); Wieling, JuS 

1978, 801, 803.
37) 삼면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기본적인 모형이 되는 指示事例에 대해서는 金亨培 

(주 12), 290면 이하; 民法注解[XVII](주 14), 203면 이하(梁彰洙 집필) 참조. 대법원
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한 바 있다. 大判 2003. 12. 26., 2001다46730(공보 
2004,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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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causa donandi 내지 causa credendi)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좌절된 경우(예를 들어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3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급부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청구권은 급부이득 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실제로 구상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다지 큰 실제

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물론 민법에는 급부이득 반환청구권에 고유한 

규정들이 있으므로, 이들은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이 급부이득 반환청구권이라면 

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742조가 그 예이다. 제3자가 자신의 변제가 채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음부터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 채권자를 만

족시킨 경우에, 구상이득 반환청구가 급부이득 반환청구라면 여기에 제742조가 

적용되어 청구권이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사실 매우 

드문 예이고, 따라서 큰 의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제3자의 변제의 경

우의 급부관계 파악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 차이는 대가관계에 흠

결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행해져야 하는지의 문제에 직면

하여 실제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

며(Ⅳ.), 그곳에서 각 입장들의 논거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2) 강요된 이득의 문제

(a) 그런데 부당이득법에 의한 구상에서도 사무관리에 의한 구상에서와 마찬가

지로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제자가 상당한 시효기간이 도과한 채권을 채무자의 의

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발생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제162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의사에 반하여 면책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제한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득을 받고 이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하게 되는 사례를 

학설은 强要된 利得(aufgedrängte Bereicherung)이라는 문제로 파악하고 이득을 강

요한 자의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利得者를 보호하려는 이론 구성을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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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요된 이득에 관한 이론들은 물론 단순히 제3자의 변제에만 국한된 것들은 

아니며, 오히려 넓은 의미의 비용이득 반환청구권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논의되

고 있다. 강요된 이득의 반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많은 이론 구성

이 제안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제747조 제1항의 가액반환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

는 가치를 이 경우에 한하여 주관적 가치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38) 우리나라에서도 주관적 가치 개념으로 강요된 이득의 문제를 해결하

는 시도가 유력하다.39)

(b) 그런데 독일에서는 제3자의 변제가 있는 사안에서는 주관적 가치개념을 활

용하는 방법보다는 제3자의 변제라는 구체적인 사안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자의 변제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채무

의 소멸과 새로운 구상채권의 발생을 야기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

권자만이 변경된 것이고 동일한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

권양도 경우와 이익상황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한다. 즉 이러한 구상에 있어서 

채무자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와 비교하여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구상을 위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도 그렇다는 것이다.40) 그러므로 독일의 학설은 이러한 이익형량에 근거하여 채

권양도에서 인정되는 제3채무자 보호(제451조 제2항)를 구상 채무자에게도 유추

하여 인정하고자 한다.41) 즉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상채권자

에 대하여 이전의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견해에 의한 결론이 주관적 가치개념을 사용하는 결론과 다르게 나타

38) Koppensteiner/Kramer(주 32), S. 168 참조. 물론 코펜슈타이너/크라머는 모든 가액 반
환의 경우에 주관적 가치설을 주장하지만, 다수설은 이에 반대한다. Larenz/Canaris(주 
32), § 72 Ⅲ 2 d (S. 276).

39) 金亨培(주 12), 195-196면; 民法注解[XVII](주 14), 378면 이하(梁彰洙 집필).
40) von Caemmerer, Festschrift für Dölle, Band 1, 1963, S. 153 = Gesammelte Schriften, 

Band I, 1968, S. 355 (이 문헌 역시 후자에 의하여 인용한다) 참조: “면책된 채무자
에 대한 구상이 특히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에…, 채권의 법정양도(cessio legis)가 규정
되어 있다. 구상은 이로써 변제된 채무와 동일한 시효기간에 따른다. 부당이득에 의한 
구상이 이 구상방법보다 더 강한 수단일 수는 없다(... kann nicht gut stärker sein).”

41) Canaris, Festschrift für Lanrez, 1973, S. 845; Medicus(주 5), Rn. 952; von Olshausen, 
Gläubigerrecht und Schuldnerschutz bei Forderungsübergang und Regreß, 1988, S. 
332ff.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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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한도에서 학설 대립의 의의는 크지 않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의 간명함을 고려한다면, 채권양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채무자

가 처해 있던 다양한 상황을 신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

다. 이는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로부터의 해방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주관

적 가치를 탐구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변제한 채권이 단순히 항변권(예컨대 催告․檢索의 抗辯權(제

437조))의 제한만을 받고 있었던 채권인 경우에, 이 채권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지

는 ‘주관적’ 가치의 탐구는 경우에 따라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항변권은 채무자

가 포기를 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항변권의 존재 자체가 반드시 채권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안을 가액산정의 문제로 해결한다면, 법원은 제

3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구상에 관한 분쟁에서 항변권부 채권의 주

관적 가치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처음에 자신의 채권자

에 대하여는 원용이 필요한 항변권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채무

자의 지위가 근거 없이 유리하게 변경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3변제자가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마치 채권양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전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

항사유를 구상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상에 특수한 이

익상황을 고려하는 견해로 우리 법의 해석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2) 이는 

예컨대 시효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새로운 시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며, 

변제된 채권의 시효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도과한 기간 역시 그대로 구

상채권의 시효기간에 算入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제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

던 경우 채무자는 구상을 하는 제3변제자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제451조 제2항의 유추). 그리고 앞서 사무관리에 의한 구상에 관하여 서술한 바

와 같이(Ⅲ. 1. (2) (e) 참조), 민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45조 제2항이 정하는 가

치평가가 타당한 한에서는, 이 조문 역시 함께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

는 제3자의 구상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제

426조 제2항, 제445조 제2항, 제450조 제1항의 유추).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의 

42) 金亨培(주 12), 278-279면은 제3자의 변제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이득
의 소멸(제748조 제1항)을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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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위임 없이 변제한 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의 소멸 사실을 통지

할 間接義務(Obliegenheit)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誤想債務者의 錯誤辨濟

(a) 이러한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은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변제지정을 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誤想債務者의 변제 

즉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고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자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非債辨濟가 문제될 뿐이며(제741조, 제742조, 제745조) 진

정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가 변제하려는 자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역시 타인의 채무의 변제라는 변제지

정이 없으므로 고려될 수 없다. 구상이라는 관점에 관하여 본다면 이때 변제자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이

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착오로 변제를 한 자는 채권자에게 자

신이 급부한 것을 비채변제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43)

이러한 결론은 우리 민법 제745조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동조 

제1항은 채권자가 오상채무자의 변제를 믿고 채무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

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채권을 상실한 때에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함으로써 변제자의 非債辨濟를 원칙적인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74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변제자의 비채변제 반환청구가 배제

되면, 채권자는 자신이 수령하여야 할 급부를 수령하 다고 할 수 있고, 그 한도

에서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한도에

서는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와 같은 법상태가 창출되는 것이므로, 제745조 제2

항은 이 경우 변제자에게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이 귀속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44)

43) 大判 1987. 9. 29., 87다카1137(공보 1987, 1635); 1998. 11. 13., 97다58453(공보 
1998, 2858).

44) 郭潤直(주 11), 362-363면; 金亨培(주 12), 199-200면. 이 규정은 프랑스 민법 제1377
조 제2항을 거쳐 장 도마(Jean Domat)의 이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독일 민법에서 채권자가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
지 못하는 한도에서 이득자의 현존 이익(제748조 제1항)이 없다고 해석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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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비채변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오상변제자에

게 그의 변제지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形成權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급부를 

제3자를 위한 변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

다.45) 즉 사후적으로 자신의 변제를 타인을 위한 변제로 變更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비채변제를 포기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득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選擇權이 변제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권은 채권자가 無資

力이 되었거나 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의미가 있다. 변

제자가 여기서 단순히 비채변제의 반환청구에만 의존한다면 그는 자신이 착오로 

행한 변제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다. 변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급부를 

사후적으로 제3자의 변제로 변경한 다음, 자력이 있거나 쉽게 권리 행사가 가능

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할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b)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

한 독일의 문헌을 참조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러한 변제자의 변경권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가 없지 않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비판은 채무자가 그 사이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 거나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변경권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급적 제3자 변제에 의하여 불

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46) 즉 채무자는 그 결과 채권자에게 비채변

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거나 상계적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

판은 강요된 이득의 이론이 정착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 내지 상계적상의 사유

를 구상이득 반환청구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설득력을 상실하 다.47)

대하여는 von Caemmerer(주 40), S. 338f., 348 참조. 民法注解[XVII](주 14), 428면 
이하(梁彰洙 집필)는 이 규정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45) 金亨培(주 12), 198-199면은 일정한 제한 하에 이러한 형성권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 
견해는 캐머러에 의하여 주장된 독일의 유력설을 수용한 것으로(von Caemmerer(주 
40), S. 348ff.), 독일에서 다수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히 유력하게 주장된다
(Koppensteiner/Kramer(주 32), S. 39ff.; Reuter/Martinek, Ungerechtfertigte Bereiche-
rung, 1983, § 12 Ⅲ 4 b (S. 473ff.) 등 참조).
참고로 프랑스 법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破棄院 역시 오상채무자의 변제의 경우 채권
자에게 비채변제 청구를 하는 대신 진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입
장이며(Cass. 1er civ., 13 oct. 1998, Bull. 1998 I no 299), 학설은 이 구상권의 성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이해한다(Malaurie/Aynès/Stoffel-Munck, Les obligations, 
2003, no 1043; Terré/Simler/Lequette(주 5), no 995).

46) Staudinger/Lorenz, § 812 Rn. 60; Medicus(주 5), Rn. 951 등.
47) Larenz/Canaris(주 32), § 69 Ⅲ 2 c (S. 193); Reuter/Martinek(주 45), § 12 Ⅲ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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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론 채권자가 단순히 무자력하게 된 상태를 넘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이익과 변제자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변경권

을 부인한다면,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단순히 파산채권만을 가지는데 반하여 

파산관재인은 여전히 원래의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변제자의 변경권이 인정되고 또 행사되는 경우에는, 파산채권 및 원래의 채권이 

모두 소멸할 것이므로 파산재단은 변제자의 변경권 행사에 의하여 축소되는 결

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논거가 충돌한다. 변경권을 부인한다면 파산한 채권자

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변제자 양측으로부터 급부를 수령하여 二重으로 만족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48) 그러나 파산 개시 이후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음

으로써 모든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취지 역시 이 맥락에서 

완전히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변경권을 인

정하면서도,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는 해석이 온당하다고 생각된

다.49)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수령하여야 급부를 보유하

므로, 변경권의 부정을 정당화할 채권자의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채권

자가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상채무를 변제한 자는 자신의 급부를 사후적으

로 제3자의 변제로 지정하여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관계인의 이익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법을 해석하고 운용함에도 충분

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50)

(S. 476). 제3자의 변제의 경우 강요된 이득의 문제는 앞의 Ⅲ. 2. (2) 참조.
48) von Caemmerer(주 40), S. 349.
49) 독일에서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견해로 Larenz/Canaris(주 32), § 69 Ⅲ 2 c (S. 193); 

Reuter/Martinek(주 45), § 12 Ⅲ 4 b (S. 476). Koppensteiner/Kramer(주 32), S. 40f.는 
Wilhelm, Rechtsverleztung und Vermögensentscheidung, 1973, S. 175ff.를 따라 변경권
은 소급효가 없이 오로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에 도달
한다.

50) 金亨培(주 12), 198-199면은 변경권에 의하여 “원채무자가 지급자의 채무자로 변경됨
으로써 발생되는 이해관계와 원채권자인 지급수령자의 이해관계가 신의칙에 비추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자의 변제결정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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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對價關係의 欠缺과 不當利得法的 原狀回復

이상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구상의 문제를 검

토하 다. 그런데 이러한 제3자의 변제는 타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음

을 그 전제로 한다. 만일 채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면 제3자의 변제가 그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명백하며, 제3자가 행한 출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형태

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제46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

득 반환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

여는 아래에서 사안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를 야기하였던 경우

제3자의 변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하도록 야기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스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변제

지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이지만, 채무자가 이러

한 변제를 의식적으로 야기하 다는 점에서 채무자 스스로 변제지정을 하면서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제391조)로 활용한 指示事例와 그 이익상황

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시사례에서 인정되

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급부행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부 및 채무자의 채권

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법적 원상회복은 각각의 급부

관계에서 일어나야 한다.51) 즉 변제의 대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외견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흠결은 

오로지 대가관계에만 존재하므로, 제3자의 변제를 야기한 (외견상) 채무자는 (외

견상) 채권자에게 제3자가 출연한 것을 자신의 非債辨濟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

다(제741조, 제742조).

반면 변제자는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변제를 한 것이므로 위임의 규정에 따라 

51) 지시사례에 대해서는 주 37에 인용된 문헌 및 판례 참조. 독일에서도 채무자가 야기
한 제3자의 변제의 경우 지시사례와 같이 취급하는 견해가 통설이지만(Larenz/Canaris 
(주 32), § 70 V 3 a (S. 242); Staudinger/Lorenz, § 812 Rn. 44;), 변제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는 소수설도 있다(예를 들어 Reuter/Martinek(주 
45), § 12 Ⅲ 3 (S. 469ff.)).



金 炯 錫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340～370364

채무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Ⅲ. 1. (1)) 제

688조 제1항의 필요비는 수임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필요비

로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유익하 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는 변제하

고자 하 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지시에 좇은 이상 위임사무

를 처리함으로써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임인인 외견상의 채무자

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제3자가 독자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

(1)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채무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변제를 하 으나 채

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떠한가? 우리의 현재 학설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제3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한

다.52)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같은 태도라고 생각된다.53) 변제할 정당한 이익

이 있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서 실제 채무액 보다 많은 액수

를 공탁하 고 이를 채권자가 모두 수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3변제자는 채권

자에 대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 던 것이

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은 제3변제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

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가령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은 될 수 있겠지만 제3변제자에 대

한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를 명시적으로 배척하 다.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제3

변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 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소재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제

3자의 변제가 있었으나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우(채무의 부존재, 무효, 취소 

등), 이를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로 본다면 채권자는 제3변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고, 제3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의 견해). 반면 제3자의 변제를 두 개의 급

부 즉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부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로 파악한다

52) 金亨培(주 12), 317-318면; 民法注解[XI](주 2), 120면(金大彙 집필).
53) 大判 1990. 6. 8., 89다카20481(집 38-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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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채권자의 부당이득은 제3변제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제3변

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 청구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상고이유의 견해).

이 다툼은 판단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54)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문제가 

자세히 논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우선 외국의 학설을 참조해 보기로 한다.

(2) 이 문제에 대한 독일에서의 多數說은 우리의 학설 및 판례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지시 내지 관여가 없는 경우에 외견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출연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변제자가 직접 채권자

에 대하여 급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55)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변

제하고자 하 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에, 변제자는 직접 

급부 수령자인 외견상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급부를 비채변제로 반환청구하여

야 할 것이다(제741조, 제742조).

이에 대하여 독일에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지

시사례에서와 같은 급부관계를 인정하려는 少數說이 있다.56) 이에 따르면 제3자

의 급부는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채무자의 급부로 현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지정이 있는 사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제3자의 (채무

자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로 평가되는) 채권자에 대한 출연은 채무자와의 관계에

서 증여를 하거나 사무관리에 기한 구상권을 취득할 목적을 추구하므로 채무자

에 대한 급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 견해는 제3자의 변제의 사안 일

반에 대하여 지시사례에서와 같은 이익상황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변제

되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외견상 채무자는 외견상 채권자에 대하여 비

채변제 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변제자는 외견상 채무자에 대하여 제73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의 급부이득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부당이득법적 원

상회복은 각각의 급부관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소수설이 다수설을 비판하는 논거의 핵심은 다수설이 인정하는 변제자

의 직접청구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對

抗事由를 상실한다는 점이다(債權關係의 相對性).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서 자동

54) 註釋 民法 債權總則(3) (주 4), 175면(兪炫 집필): “곤란한 문제.”
55) Larenz/Canaris(주 32), § 70 V 3 b (S. 243f.); Staudinger/Lorenz, § 812 Rn. 43; 

Reuter/Martinek(주 45), § 12 Ⅲ 3 (S. 467ff.); Medicus(주 5), Rn. 684f.; Flume, NJW  
1991, 2521, 2522 등.

56) Esser(주 36), § 102 I 2 a (S. 346f.); Wieling(주 36), 801, 80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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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매수하 으나(제563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丙이 그 대

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乙이 甲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제188

조)를 생각해 보자. 그 매매계약에 흠결이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丙이 

乙에게 바로 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事實的 雙務關係57)

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대항사유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판례가 物權行爲의 有因性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 법에

서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반대 논거가 될 수 없다. 甲은 물론 사실적 쌍무관계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는 되지만, 독일법에서와 같은 불리한 지위에 처하지는 않

는다. 물권행위가 無因的인 독일에서는 乙이 사실적 쌍무관계에 기한 지위를 상

실함으로써 甲의 다른 채권자가 여전히 甲의 소유에 속해 있는 자동차를 압류하

거나 甲이 파산하는 경우, 乙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물

권행위가 有因的인 우리의 법제에서 乙은 여전히 所有權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甲의 채권자의 압류 시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8

조), 甲의 파산 시에 乙은 還取權을 행사할 수 있어(파산법 제79조) 독일에서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소수설의 다수설 비판이 우리의 법제에서 아무 설득력이 없다

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乙의 소유물이 갑의 점유 하에서 滅失한 

경우에는 乙이 사실적 쌍무관계 상의 지위를 상실하 다는 사실이 乙에게 불이

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때 제202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748조

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甲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믿었던 한에서 그는 단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책임

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

로는 변제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고

려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사안에서 외견상 채무자는 제3자의 변제에 아무런 관

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외견상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지정을 

하 거나, 변제자에 대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부탁하지

도 않았다. 그는 전체의 사태에 대하여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3

57) 쌍무계약의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崔秀貞, 給付障碍와 危險負擔, 
2003, 3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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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독자적 변제행위에 의하여 그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법적 원

상회복 관계에 끌어 들여져야 한다는 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58)

그리고 독일의 소수설에 따라 외견상 채무자가 이러한 원상회복 관계에 끌어 

들여진다고 하여도, 이러한 결론이 변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독일의 소수

설의 견해에 따르면 외견상 채무자는 변제자의 급부에 의하여 단지 외견상 채권

자에 대한 비채변제 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 다. 따라서 변제자는 단지 변제 수

령자에 대한 비채변제 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외견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이른바 Kondiktion der Kondiktion). 결국 변제자는 종국

에 있어서는 다시 변제 수령자인 외견상 채권자에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외견상 채권자의 무자력 위험뿐만 아니라 외견상 채무자

의 무자력 위험도 인수하게 된다.59) 즉 외견상 채무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

우, 그는 외견상 채무자가 가지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단지 파산채권자로서 만족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

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

던 사실적 쌍무관계에 기한 대항사유에 노출되며(제451조 제2항; 이른바 exceptio 

ex iure tertii), 이러한 한도에서 그의 청구는 대가관계의 흠결에 향을 받게 된

다. 이로써 지시사례에 준하는 원상회복은 외견상 채권자의 지위는 다소 개선할 

수 있다고 하여도, 외견상 채무자 및 제3변제자의 이해관계는 현저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외견상 채무를 변제

한 경우, 부당이득법적 원상회복은 제3자와 급부 수령자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법원의 입장은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3

자는 오로지 급부 수령자인 외견상 채권자에 대하여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非債辨濟), 반면 외견상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지 구상은 

가능하지 않다.60) 물론 채권자는 제3변제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현

58) 이러한 논거는 특히 독일에서 新統一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
다. 그에 따르면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출연이 채무자의 급부로 귀속될 수 있는 것
은 채무자가 그것을 야기하 기 때문이며, 그러한 한에서 채무자 재산에서 채권자 재
산으로 “직접적 재산 이동”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법률행위의 대
리와 평행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Wilhelm, JuS 1973, 1, 3ff.; Flume, AcP 199 
(1999), 1, 2ff. 참조.

59) Canaris(주 41), S.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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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748조 제1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V.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등장하는 법적 문제들은 

크게 구상의 문제와 부당이득에 의한 원상회복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지만, 그 

개별적 쟁점의 해결에 있어서는 민법 전반에 걸친 법리들과의 긴 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점은 구상에 있어서 위임계약법 내지 사무관리법과의 관련

성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제3자의 변제의 원상회복을 둘러싼 부당이득법상의 

여러 쟁점들에서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자의 구상은 결국 계약법 특히 위임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고려되지 않는 

한에서 사무관리법과 부당이득법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것이 우선 확인되었다. 그

리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삼면관계의 부당이득관계 전반을 고

려한 세심한 이익형량이 필요함도 지적하 다. 이는 특히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관련된 변제지정 변경권의 문제나, 대가관계 흠결의 사안에서 그러하며, 이에 대

해서는 이후에도 보다 넓은 제도관련성 하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60)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 타인의 사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무관리에 의한 
구상은 생각할 수 없다(Flume, NJW  1991, 2521, 2522). 그리고 외견상 채무자는 아무 
것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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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rittzahlung, Rückgriff und 

Bereicherungsausgleich
61)

Hyoung Seok Kim*

Es kommen die Fälle vor, in denen ein Dritter für den Schuldner dessen 

Schuld erfüllt. Bezüglich dieser Drittzahlung geht § 469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davon aus, daß sie grundsätzlich erlaubt ist. 

Wenn aber ein Dritter statt des Schuldners den Gläubiger befriedigt, taucht die 

Frage auf, wie der Ausgleich unter ihnen stattfinden soll. Sie kann dabei 

zweierlei gestellt werden: erstens die nach dem Rückgriff des Drittzahlers gegen 

den nun befreiten Schuldner, zweitens die nach dem Bereicherungsausgleich, 

wenn das Valutaverhältnis mangelhaft war, z.B. die zu tilgende Schuld nicht 

existierte.

Was den Regreß des Drittzahlers angeht, muß man zunächst prüfen, ob ein 

vertragliches Rechtsverhältnis, etwa Auftrag, der Drittzahlung zugrunde liegt. 

Wenn dies nicht anzunehmen ist, dann greift das Recht der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GoA) ein. Falls die Drittzahlung jedoch dem Willen des 

Schuldners nicht entspricht, ist der Rückgriff nach GoA nicht mehr möglich, der 

Drittzahler wird vielmehr auf den Bereicherungsausgleich verwiesen (§ 739 Abs. 

3 kBGB). Hier spricht man von Rückgriffskondiktion als einer Art 

Nichtleistungskondiktion. Sie soll nach einer vordringenden, m.E. zutreffenden 

Ansicht auch dem Putativschuldner zustehen, der unwissend eine fremde Schuld 

erfüllt, aber seine Leistung nachher als Drittzahlung umbestimmt.

War das Valutaverhältnis dagegen mangelhaft, so führt die Drittzahlung keine 

Tilgungswirkung herbei. Der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zufolge kann 

und muß der Drittzahler in dem Fall seine Leistung vom Empfänger kondizieren,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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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ährend die Rückabwicklung “übers Dreieck” ebenso denkbar ist. M.E. spricht 

die Interessenlage zugunsten der Rechtsprechung, weil vor allem nicht einzusehen 

ist, warum der ahnungslose Schuldner ohne sein Zutun in die Rückabwicklung 

hineinbezogen werden müßte. Also ist der Ansicht zuzustimmen, daß der 

Durchgriff in diesem Fall zulässig 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