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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排他的 使用收益權 抛棄 法理에 관한 批判的 檢討*

1)

權 英 俊**

Ⅰ. 序論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 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원칙 으로 지방자치단체

를 상 로 물권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는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법률상 원인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 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는 사실상 도로 부지는 사유재이지만, 도로의 특성상 공

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공물과 비슷한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사실상 도로에 한 

권리행사에 하여는 어느 정도 사회  구속성에 따른 제약이 수반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실상 도로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하여는 그 동안 많은 법원 결

들이 축 되어 왔다. 그 체 인 흐름 속에서 법원은 주로 두 가지 요소1)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아래에서 열거하는 두 가지 요소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도로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판단도 소유권의 보장과 공공이익 보호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이다. 사실상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인정 여부는 취득시효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법원은 본
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도로 점유가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하, 2012) 등 참조｝. 
그러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공1997하, 2501)｝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토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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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추로 잡아 사유재산권과 공공이익 사이의 경계선을 획정하려는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첫 번째 요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부지를 유하고 있는가에 한 단이

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부지를 유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 자체가 발

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유를 좁게 인정하면 소유자의 부당이

득반환청구는 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를 넓게 인정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2) 결국 유 단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요소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한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

익권(이하 ‘배타  사용수익권’이라고 한다)을 포기하 는가에 한 단이다. 배

타  사용수익권 포기는 사실상 도로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약하기 하

여 우리 나라 법원이 창출한 독특한 개념이다. 이 법리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

한 경우에 소유자가 도로 부지에 한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다고 의사

해석을 한다. 이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도로 부지를 배타 으로 사

용․수익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한다고 하여 토지소유자

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실발생을 제로 하는 부

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3) 그 동안 배타  사용수익

권 포기에 한 결들이 상당수 축 되어 왔고, 이제는 이에 한 견고한 법리

가 형성되기에 이르 다.4) 이와 련하여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얼마나 

그럽게 인정하는가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와 공공이익 사이의 경계선이 달라진다.

이 에서는 그  두 번째 요소, 즉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비

 입장에서 검토한다.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

유의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방향
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공1998하, 1749);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공2001상, 1001) 등｝. 따라서 이 요소에 관하여
는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2)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 또는 하수도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점유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2.3.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
상, 855); 2000.5.12. 선고 98다59262 판결(공2000하, 1383) 등 참조.

 3)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참조.

 4) 사실상 도로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문제를 언급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공1974하, 7890)로 보인다.



2006. 12.] 排他的 使用收益權 抛棄 法理에 한 批判的 檢討 305

제 은 그 법리가 민법의 기본 인 원리들과 부합하지 않아 민법 체계 안에서 

그 이론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 인 정치함을 양보하

고서라도 정책  선(善)을 달성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과

연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가 사유재산권과 공공이익의 조화에 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이 법리는 토지소유자의 “의

사”를 면에 내세워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것 이상으로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아래에서는 먼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원 례의 태도를 분석

한 뒤 그 문제 들을 살펴 본다. 아울러 법원이 이러한 문제 들에도 불구하고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리를 창출하여 이를 고수하는 배경에 하여 

추론한다. 이는 법원이 정책 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바에 도달하기 하여 법

논리를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흥미로운 것이다. 

이 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폐기를 제로, 사실

상 도로에 한 분쟁의 해결방향에 한 제언을 행한다. 

Ⅱ. 判例 分析

1. 基本事

우선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원 례의 검토에 앞서 이해에 필요

한 몇 가지 제되는 기본사항들을 서술한다.

가. 事實上 道路의 槪念

도로는 일반 공 의 교통에 제공되는 물  시설물로 정의된다.5) 도로는 크게 

법률상 도로와 사실상 도로로 나  수 있다. 

 5) 도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
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도로법의 적용을 받
는 도로에만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물적 시설
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田村浩一, “私道に對する公法的規制、- とくに

所有權の制限をめぐつて -”, 民商法雜誌 제46권 제4호, 1958,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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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국토

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6)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법률에 따른 정

식의 도로설정행 를 거쳐 개설된 도로이다. 사유지상에 법률상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때 행하여지는 공용수용 는 공용사용에 하여는 법률에 따른 보

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공법상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사실상 도로는 일반 공 의 교통에 제공되는 물  시설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도로개설행 가 존재하지 않는 도로이다.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실 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식의 도로개설행 가 없었으므로 공법상 손실보상이 이

루어지지는 않는다.7)

사실상 도로는 사도(私道)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도법 제2조에 의하면 사도

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는 할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6)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규율하였으나, 이 법은 2003. 1. 1.
자로 폐지되었고 그 대신 2002. 12.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
어 2003. 9.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7) 이 경우에도 수용유사적 침해(Enteignungsgleicher Eingriff)의 이론을 적용하여 손실보
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金尙遵, “私有地上의 道路開設과 占有取得時效의 完
成”, 民事判例硏究(ⅩⅤ), 博英社, 1993, 80-81면; 李昌均, “私有地上의 道路開設과 損
害의 塡補”, 司法論集(제4집), 1973, 692․693면 참조. 수용유사침해이론은 “그것이 위
법한 것이기는 하나, 만일 적법했더라면 그 내용 및 효과에 있어 수용에 해당하였을 
것이고, 그 사실상 관계인에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론으로 독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金
東熙, 行政法Ⅰ, 博英社. 2006, 567면; 金裁亨, 民法論 Ⅰ, 博英社, 2004, 160면). 그러
나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가 적
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제도, 위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
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구별은 엄격히 관철되고 있다(헌재 1997. 3. 27. 
96헌바21 결정 참조). 따라서 위법한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전제로 하는 수용유사
적 침해이론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한편 하급심 판결 중에는 국가가 공무원의 
강박행위가 개입된 증여계약을 통하여 개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에 의하여 국가에게 보상을 명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2. 12. 24. 선
고 92나20073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현행 법제하에서 그 이
론의 채택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뒤, 그 이론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취
득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증여계약의 효력을 민법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
다6409 판결(공1993하, 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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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고(같은 법 제4조), 그 개인에 의하여 리된다(같은 법 

제5조). 사도라고 하여 일반 공 의 통행이 면 으로 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그 소유자는 일반 공 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이처럼 사도는 공도(公道)에 연결되는 길이지만, 사실상 도로는 공도 그 

자체로 기능한다. 한 사도는 할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지만, 사실상 도

로는 그러한 허가 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다. 아울러 사도의 리주체는 개설자 

개인이지만, 사실상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 리하는 경우도 많다.

나. 事實上 道路에 한 權利行使의 類型

이처럼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소유

자가 공법  의미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행법 체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사권(私權)에 기하

여 구제를 구하는 것까지 지되지는 않는다.

우선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유하고 있다는 

을 이유로 그 토지의 인도나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컨  각종 구조물이나 

상․하수도 등)의 철거를 구하는 등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청구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8) 우선 토지소

유자를 포함한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의 주된 이용자이자 수혜자일 가능성이 

커서 그러한 청구를 할 동기가 크지 않다. 아울러 그러한 청구는 막연하게나마 

일반인들의 정의 념에 반한다고 여겨져서 토지소유자 스스로 자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법률상 원인없는 유를 이유

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 유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론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부분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하여 제기한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련 법원 결들도 부분 부

 8)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인도청구를 한 것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83
하, 1657)은 그 유일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쟁 토지가 기간
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 10. 11. 선
고 90나1648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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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득반환청구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심으로 논의를 개한다.

다. 訴訟過程에 등장하는 주된 爭點들

사실상 도로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 들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도로 유 여부, ② 토지소유자의 배타  사용수익권 포

기 여부,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 이

다. 앞의 두 가지 요소에 하여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설명하 다. 한편 세 번

째 쟁 인 부당이득반환의 가액과 련하여, 우리 례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

득액으로 보되, 이를 산정하기 한 토지의 기 가격은 도로 편입 당시의 실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한다.9)10) 

2. 排他的 使用收益權 抛棄의 槪念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는 직 인 단서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개

념과 련하여 법원이 구사하는 표 이나 논리구성을 간 인 참고자료로 삼

아 과연 법원이 사용하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하

여 추론해 보기로 한다.

가. 抛棄

법원이 사용하는 “포기”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권리의 종국  소멸을 가져 오는 법률행 로서의 권리포기이다. 두 번째로 채권

 의미의 사용승낙이다. 세 번째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사용수익을 하지 않

 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2001. 1. 19. 선고 2000다
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10)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
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
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공2002하, 
28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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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상태 는 사실  상태이다.

나 에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포기의 개념을 어떠한 유형으로 악하더

라도 모두 법리 인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그  한 가지로 해석해야 한

다면, 법원은 일응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념을 첫 번째 의미, 즉 권리의 

종국  소멸이라는 물권변동을 래하는 법률행 의 의미로 악하고 있을 가능

성이 가장 크다.

우선 그 게 보는 것이 포기의 문언 인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 사용을 승낙하

다거나 실 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상태를 포기라

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한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념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손실요건의 흠결을 논리 으로 추출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이 부동산을 

유, 사용하는 데에도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하기 하여

서는 아무래도 배타  사용수익권의 소멸이 논리 으로 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 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

면…”이라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배타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상실을 등가 으

로 사용한다.11)

이러한 들을 모두 종합하면, 법원이 사용하는 “포기”의 개념은 문자 그

로 권리 는 권능의 소멸을 래하는 본래 의미의 포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

이다.

나. 使用收益權

한편 법원은 포기 상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

는가?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사용권과 수익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으로 이해되고 있다.12) 한편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 이후

에도 여 히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배타  사용수익

권 포기를 소유권 자체의 포기로 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포기 상으로서의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 권능

1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하, 2126).
12) 郭潤直, 民法總則, 第七版, 博英社, 2006,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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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排他的” 使用收益權

마지막으로 “배타 ”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일반 으로 배타성은 물권의 권, 지배권으로서의 본질에서 추출되는 성격

으로서 동일한 물건에 하여 서로 용납되지 않는 내용의 물권이 둘 이상 성립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속성을 의미한다.13) 따라서 배타  사용수익권은 타인

이 당해 토지를 물권 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

럼 배타  사용수익권은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인 의무와는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승낙은 배타  사용수익권을 해

하지 않는다.

그 다면 배타  사용수익권에 비되는 비배타  사용수익권 혹은 일반  사

용수익권의 개념도 인정되는가? 이와 련하여 한 법원 결에서는 흥미로운 

이론을 개한다.14) 그 해당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종 부터 자연발생 으로 는 도로 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 의 통행

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 공 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는 토

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15)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 유하고 있는 제3자에 하여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나...(이후 생략)

이 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비배타

 사용수익권을 여 히 보유할 수 있다. 즉 제3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는 소유자도 여 히 자신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그리고 이 권능에 기하여 토지를 불법 유하는 제3

13) 郭潤直, 物權法, 第七版, 博英社, 2005, 8-9면.
1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1138).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金紋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判例硏究 제14집(釜山判例硏究會), 2003.

15) 필자가 임의로 밑줄을 부가한 것임. 이하 같다.
16) 이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고 처분권능만 남아 있는 경우에 과연 무슨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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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결의 구체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17) 비배타  사용수익권으로부터 배타성을 본질로 하는 

물권  청구권이 생성된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불법

유하는 제3자를 배제하기 하여 무리한 논리를 개하 다는 생각이 든다. 

어 든 이 결까지 고려할 경우 법원이 포기하 다고 상정하는 배타  사

용수익권은 체로서의 사용수익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반  사용수익권(일반 

공 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의 사용수익권)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

수익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無償通行權과의 相關關係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과 더불어 무상통행권 부여라는 개

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양자가 같은 개념인 것처럼 시한 사례들이 있다.18) 이 결들은 체

로 토지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

하는 등 무상통행권을 부여하 다고 볼 수 있다면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포기

한 것으로 악한다. 이는 “무상통행권 부여=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등식을 

제시한 것으로서 양자를 사실상 동일시하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의 입장이 그

러하다면 무상통행권의 개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념을 더욱 정확하게 

악하는 데에 핵심 인 도구가 된다. 

반면 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악하는 듯한 법원 결들도 있다.19) 이 

결들에서는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 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 거나 그 토지에 한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고안한 법논리로 생
각된다. 

17)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달리 제3
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였으므로 누군가가 그 불법상태를 배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더 크게 존재하였고, 법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주체는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1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하, 1218); 1991. 7. 9. 선고 91다
11889 판결(공1991하, 2126) 등 참조.

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공1998상, 1583);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공2000하, 1383);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공2006상, 103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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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병렬 으로 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결들

의 이유를 읽어 보면 법원이 양자를 개념 으로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컨  한 법원 결20)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하여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을 할 수는 없는 것이

고…”라고 시하여, 무상통행권 부여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사실상 동일

하게 취 하고 있다. 다른 결들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유사하게 표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에 의하더라도 무상통행권 부여라는 개념은 배타  사용수

익권 포기라는 개념을 유추할 요한 실마리이다. 

그런데 원래 무상통행권이라는 용어는 인 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 하기 하여 인정되는 상린 계에 한 민법 규정들  민법 제220

조에 기하여 인정되는 무상의 주 토지통행권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21) 이 조항

에서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 

통행권자는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통행권을 무상통

행권이라고 표 한다. 한편 이 권리는 인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계에서 인정

되는 권리일 뿐이지 일반 공 에게 리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원 결들에 등장하는 무상통행권은 일반 공 을 

그 부여 상으로 악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무상통행권은 민법 제220조에서 

규정하는 무상의 주 토지통행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면 법원 례가 사용하는 무상통행권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무상통

행권은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물권인가? 그 게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어 당사자는 

임의로 법률 는 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다른 종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이는 공시의 원칙과 한 련이 있는바,22) 만약 당사자가 임

2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21)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950,951 판결(집13(2)민,310); 1985. 2. 8. 선고 84다카

921,84다카922 판결(공 1985상, 418). 일본에서도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무상통행
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東京高裁 75. 2. 27 判決 昭49(ツ)66이나 이 판결을 
평석한 澤井裕, “圍繞地の讓渡と無償通行權”, 法律時報 49卷 11號 (598號) (77. 9.) 
137면 참조.

22) 郭潤直, 物權法,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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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여러 가지 종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면, 이를 일일이 공시하기

가 어려워 거래의 안 을 해치고 거래의 사회  비용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공 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

여되었다고 표 되는 “무상통행권”은 물권으로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우선 행 

민법에서 이러한 물권의 종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습법상 무상통행권

이 인정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는 행  법  확신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행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한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법  규범으로 승화될 정도의 확신을 수반한 것인지 지극히 의문스럽

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일반 공 ”이나 “인근 주민”은 물권의 주체로 특정하

기에는 무나 애매모호하고 확정곤란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무상통

행권은 사실상 도로의 제공에 따른 일종의 반사  이익에 가까운 것이지, 물권으

로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념을 이해하

는 데에 요한 실마리가 될 것처럼 보이는 무상통행권은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

운 애매모호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와 

같은 의미로, 혹은 병렬 으로 사용하는 무상통행권이라는 개념은 배타  사용수

익권의 개념을 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다고 하기는 어렵다. 

3. 排他的 使用收益權 抛棄의 訴訟上 機能

그 동안 법원 례의 흐름을 살펴 보면, 기에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유 요건과 연 시켜 단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를 손실 요건과 연 시켜 단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체계에서 배타  사용수익권의 포

기가 차지하는 치가 달라져 왔으므로 이에 하여 살펴 본다.

가. 地方自治團體의 占有를 否定하는 要素로 본 判例

기의 법원 결들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유 문제와 연 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23) 즉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인에

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 1989상, 528); 1990. 3. 23. 선고 89다
카25240 판결(공1990상, 947); 1991. 2. 8. 선고 90다7166 판결(공1991상, 954); 1991. 
2. 8. 선고 90다14546 판결(공1991상, 959) 등.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이와 다른 취지
의 판결들도 존재한다.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399 판결(공1974하, 7890)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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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 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토지에 하여는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

로로 개설하여 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시하 다. 이는 토지소유

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 다는 에 을 맞추어 도로로 제공한 주체가 토

지소유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그 도로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일반 공 으로 하여  무상으

로 도로 부지를 통행하게 하 다고 하여 곧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사실

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포장

하고 하수도매설공사를 하는 등 도로개설에 여하고 그 이후 도로의 보수나 

리에 개입하여 왔다면 여 히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지 를 인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는 양립가

능한 것이라는 에서, 마치 자가 있으면 후자가 부정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법원 결들은 그 타당성을 의심받기 쉬운 처지에 있었다. 

더구나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는 토지소유자의 주 인 의사의 문제인 반면 

유는 사실상 지배라는 객  계에 한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자가 후자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24) 이러한 에서도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는 유와 별도로 단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나. 不當利得返還請求에 있어서 損失要件을 否定하는 要素로 본 判例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결25)은 배타  사용수

익권 포기가 분쟁 안에서 차지하는 체계  지 를 변경하는 시를 하 다. 그리

고 그 이후 이러한 입장은 법원 례의 주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그 요 

시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종 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하여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자조사업의 기회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포장

공사 등을 완료하고 이를 일반공 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공1985하, 1240)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부당이득반환의 손실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하였다.

24) 金商鎬, “地方自治團體의 私有地 占用과 不當利得返還義務의 成否 및 範圍”, 民事裁判

의 諸問題 제7권, 1993, 730면 참조.
25) 공1991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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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 리 하에 있다고 볼 것이나, 토지소

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

자로서의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 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의 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다는 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손실요건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어차피 배타 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상태라면, 주민들이 이를 도로로 이용

한다고 하여 상실될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손실이 결여되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례의 변화와 더불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는 유라는 요건사실과 분리되어 별도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

4. 排他的 使用收益權 抛棄의 認定基準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그 포

기가 인정되는가가 매우 요한 쟁 이 된다. 이와 련하여 다수의 법원 결

들은 유사한 내용의 시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표 인 내용26)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7)

어느 사유지가 종 부터 자연발생 으로 는 도로 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 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 에게 무상으로 통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거나 그 토지에 한 독 이고 배타 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

유하게 된 경 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 와 그 규

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계, 

주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 인 

사용․수익을 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하

2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공1998상, 1583) 등 다수.

27) 이러한 판시내용은 주로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 분양하
면서 남겨둔 토지 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내지 도로로 제공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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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 하게 단하여야 할 것이다.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은 계로, 구체 인 사안에서 그 포기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에서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인정기 을 주된 검토 상으로 삼

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하여 구체 으로 서술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일련의 

법원 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포 인 단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만 언 하기로 한다.

첫 번째는 자발성이다. 즉 토지소유자가 자발 으로 당해 토지를 사실상 도로

로 제공하거나, 어도 그 제공과정에서 자발 으로 이를 수인한 경우에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컨  법원은 토지소

유자가 당해 토지에 하여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신청을 하거나,28) 아 트 단

지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도로 정지 지정 부분을 도로로 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29) 한 당해 토지가 도로 정지로 지정, 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30)에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 다. 

두 번째는 효용성이다. 즉 당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이로 인하여 얻는 효용이 더 큰 경우에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히 이른바 단지분할형 도로에서 잘 드러난다. 단

지분할형 도로는 기존 택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가 공로로 통할 수 있도록 개설되는 도로이다. 만약 이러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공로 근성이 히 하되는 필지가 있어 택지분양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일부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당해 토지 부분을 분양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일실이

익)보다 효용(당해 토지 부분이 도로로 기능함으로써 다른 필지의 분양을 용이하

게 하는 효용)이 더 크다고 단하여 이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경우에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

2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공1993상, 1063); 1994. 9. 30. 선고 94다
20013 판결(공1994하, 2850);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29)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7166 판결(공1991상, 954);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공1993상, 1063).

3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162 판결(공1992하, 2861); 1993. 2. 23. 선고 92다
34155 판결(공1993상, 1063);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공1995상,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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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차지하는 면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높아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부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31) 당해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당해 토

지가 도로로 제공됨으로써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의 효용증 에 기여하는 경우32)

에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독립된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로

서 서로 향을 주고 받는 계에 있다. 컨  효용성이 커진다면 자발성이 수

반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 자발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다면 이를 곧

바로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로 연결시키는 것은 험하다.

5. 特定承繼人에 한 效果

일단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처분권

능까지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제3자가 배타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양수하고 그 소유권이 등기까지 

마쳤다면 소유권에 기하여 도로 부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원래 법원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

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특정승계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33) 

그러나 법원은 그 입장을 변경하여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범

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 다.34) 그  표 인 시내용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31) 당해 토지가 전체 토지 중 261%에 이르는 경우에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배척한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공1994상, 1664) 및 2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같은 결론에 이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공1997하, 2355).

3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하, 2126); 1997. 12. 12. 선고 97다
27114 판결(공1998상, 269).

3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5528 판결(공1991상, 581); 1992. 9. 22. 선고 92다
22343 판결(공1992하, 2978).

3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공1992하, 2535); 1994. 9. 30. 선고 94다
20013 판결(공1994하, 2850);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공1997상, 169);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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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한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

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물변제 등에 의하

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

다고 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하여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

로서 유․ 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제로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35)

즉 법원은 ① 원래 소유자가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주민들이 그 토

지를 무상통행하게 되었고, ② 특정승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

하 다고 이 상당하므로, ③ 배타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선회 이 에 선고된 한 법원 결이 이러한 논리에 

하여 비 하 던 은 주목할 만하다. 즉 법원 1991. 2. 8. 선고 90다7166 

결36)에서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한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는 형식상

의 소유명의만을 이 받은 원고 역시 이에 한 독 이고 배타 인 사용수익

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그 표 에 있어 부동산에 한 물권법정주

의 내지 소유권의 성의 법리에 비추어 미흡한 이 엿보이나…”라고 시함

으로써 그 이후 주류 으로 개될 법원의 법리가 기존 물권법의 이론에 비추

어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여는 비  검토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Ⅲ. 批判的 檢討

1. 法理的 問題點

35)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36) 공1991상,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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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槪念上 問題點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원 례의 첫 번째 문제 은 그 개념 자

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법리 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것

이다. 경우를 나 어 살펴본다. 

(1) 本來的 意味의 權利抛棄行爲로 볼 때의 問題點

만약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본래  의미의 권리포기라고 악한다면 이는 

소유권의 본질이나 공시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포 으로 지배하는 면  

지배권이다. 우리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에 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 내에

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소유권이 개별  권능의 단순한 총합임을 표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의 면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표 한 것이다.37) 한편 면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이고,38) 여러 개의 독립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

리의 다발이 아니다.39) 따라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

37)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d. 1, 7. Aufl. 1891, §167; Säck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4. Aufl. 2004, §903 Rn. 8.에서 
재인용.

38) 역사적으로 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을 처분권능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소유권
(Obereigentum)과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이용소유권(Nutzungseigentum)으로 분할되고 
양자가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이른바 분할소유권(Geteiltes Eigentum)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李英俊, 韓國民法論〔物權編〕, 博英社, 2004, 404면 참조. 이하 
이 책을 李英俊, 物權法으로 약칭). 그리고 이러한 분할소유권은 토지소유권을 통하
여 영주 등 상급소유자가 농노 등 하급소유자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분구속
적인 부담부소유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金相容, “所有權保護에 관한 判例의 態
度”, 民事判例評釋(1)(1995), 134면 참조〕.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시대적 조
류로 자리잡게 되면서 토지소유권의 분할은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되고 단일소유권
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의 체계가 채용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9) 이러한 권리의 다발 개념은 주로 저작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
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고, 저작재산권은 다
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전송권으로,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
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가장 작은 단위의 권리, 예컨대 복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권리를 구성한다. 따라서 소송법상으로도 
복제권에 기한 청구와 동일성유지권에 기한 청구는 별도의 소송물로 다루어진다. 또
한 전송권을 포기하되 복제권은 보유하는 등 권리의 포기 여부도 각각의 개별적인 
권리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만약 소유권에도 이러한 개념의 틀에 따라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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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는 아니다. 

그 다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의 속성을 가지는 사용권이나 수익권만 

따로 떼내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선 이는 소유권의 고유한 속성인 면성 내지 탄력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소유권에 하여 제한물권이 설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마치 렸던 공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소유권이 

면성을 회복한다. 이를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한다.40) 이에 의하면 소유권은 탄

력성에 의하여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구히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1) 그런데 배타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구 제한물권의 설정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어서 소유권의 탄력성

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와 련하여 토지소유권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외국에서는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토지소유자는 제약된 상태 로의 소유권만 가

지는 이른바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 상이 논의되기도 한다.42) 그러나 이러한 

권능의 분리는 어디까지나 사회  공감 가 이루어지고 련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나라에

서는 토지 소유권의 권능만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리포기의 불가성은 공시의 원칙과도 깊은 련이 있다. 물권의 존부

와 내용은 공시되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물권의 포기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43) 그런데 우리 나라의 등기제도에 의하

해한다면,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개별적 권리를 합하여 놓은 권리의 
다발이고, 그 구성요소인 각 권리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전통적 의미의 권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래 의미의 권리의 지
위로 격상된다. 

40) 李英俊, 物權法, 403면 ; 李銀塋, 物權法, 改訂新版, 410면 참조.
41) 李英俊, 위의 책, 403면.
42) 예컨대 영미권에서는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이를 공유화하거나 시장유통

을 허용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75년 토지개혁법을 통하여 토지소유권에서 건축권
을 분리한 뒤 이를 공유화한 바 있다. 독일에는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처분소유권(Verfügungseigentum)과 이용소유권(Nutzungseigentum)으로 나누
어 처분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이용소유권은 사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논의
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토지소유권의 전면적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완화시켜 사회적 관점에서 그 합리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의 내용을 재
배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 金泰錫, “土地所有權 權能의 分離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1999, 44-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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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디까지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권  제한물권을 공시할 수 있을 뿐

이고, 배타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상태의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과의 계에서도 소유권의 권능  일부만을 

떼내어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44)

이와 같이 법원이 사용하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은 그 자체에

서 소유권의 속성이나 공시의 원칙과의 계에서 법리 인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2) 債權的 意味의 使用承諾으로 볼 때의 問題點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채권  의미의 사용승낙으로 악하더라도 여 히 

문제는 있다. 우선 구를 상 로 한 사용승낙인가를 확정하여야 할텐데 그 상

방이 일반 공 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 공 은 그 범 를 확정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도 체 가 채권자인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사용승낙

의 상 방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

한 사용승낙사실이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

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에 이를 정도로 문제되는 부분의 사안에 있어서는 이러

한 사용승낙의 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사용

승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배타  사용

수익권 포기를 채권  사용승낙이라고 악하게 되면, 특정승계인이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례를 설명하기 어렵다. 사용승낙은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 계에 불과하고, 제3자가 이를 

알고 토지를 취득하 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채권 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단순한 權利不行使 狀態로 볼 때의 問題點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단순한 권리불행사 상태로 악할 때에는45) 왜 배

43) 이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 말소등기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李英俊, 物權法, 99면. 참고로 독일 민법 제928조 
제1항에서는 명문으로 등기가 물권포기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4) 任漢欽, “道路敷地로 된 土地에 대한 從前 所有者의 使用收益權의 抛棄와 그 特定承
繼人의 不當利得返還請求”,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0권, 2000, 2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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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는지 논리 으

로 설명할 수 없다. 

례의 논리에 따르면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어

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단순한 권리불행사의 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배타  사용수익

권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지를 유하고 일

반 공 이 이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

겼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치환된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여부는 권리주체의 자유이다. 한 권리를 행사하

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신의

칙의 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 소멸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그 유자에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극 으로 행사하지 아니하 다는 사정만

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다.46) 그러므로 단순히 배타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상태로부

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사용하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념을 단순한 권리

불행사 상태로 볼 때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들이 있다.

나. 特定承繼人과 련된 問題點

법원이 토지소유자의 무상통행 수인의무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이를 변경하여 원래 소유자가 배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다면 원칙 으로 특정승계인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법원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하더라도 원

래 소유자의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왜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인

지 논리 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45) 任漢欽, 위 논문 256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개
념은 토지소유자가 단순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사실상태 또
는 소극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4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공2002상,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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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물권  효력을 가지는 권리포기에 유사한 것

이라면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는 형식상의 소유명의만을 이 받은 원고 역시 이에 한 독 이

고 배타 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그 표 에 있어서 부

동산에 한 물권법정주의 내지 소유권의 성의 법리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시한 법원 결47)도 바로 이러한 을 지 한 것이다. 

한편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가 단순한 채권행 이거나 권리불행사의 상태에 

불과하다면 더욱 더 그 포기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

렵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특정승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할 때에만 논리 으로 설명될 수 있다.48) 그러나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고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원이 일반조항으로 도피하는 것

을 꺼려서인가,49) 그 지 않으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가 법원이 내

심 추구하는 정책  결론에 더 손쉽게 도달하기 한 수단이기 때문일까? 이에 

하여는 이후에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2. 意思表示 解釋의 問題點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본래  의미의 권리포기로 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서술한 바 있다. 한편 그러한 개념이 법리 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살펴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법리  문제 이외에도 의사표시의 해석과 련

하여 문제가 있다.

권리포기는 상 방없는 단독행 이다. 그리고 권리포기의 의사표시는 명시 인 

방법 뿐만 아니라 묵시 인 방법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50) 그러나 권리포기는 

47)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7166 판결(공1991상, 954).
48) 위 90다7166 판결은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한 주장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

가 있다고 부가하여 신의칙에 의한 사안의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위 판
결은 특정승계인의 권리행사를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의 차원에서 제한하여야 함을 판
시한 것이라고 한 평석으로, 李載哲, “特定承繼人의 無償通行受忍義務의 承繼 여부와 
그 권리행사의 制限”, 법원 례해설 제15호 117면 참조.

49) 대법원이 그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보여 준 관대함과 이에 대한 비판을 감안
하면, 대법원이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극도
의 신중함과 엄격함을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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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인 권리소멸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 다고 의

사해석을 하려면 그 의사표시에 자발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신 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묵시 인 방법으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석하려면 

더욱 각별한 신 함이 필요하다. 유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행  등 권리포기와 

마찬가지로 상 방없는 단독행 에 속하는 법률행 들은 그 진실성과 신 함을 

확보하기 하여 요식행 로 정하고 있는 과 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객 으로 존재하는 각종 행태나 사정만으로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쉽게 단정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객  사정으로부터 권리포기의 의사  요소를 명백

하게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51)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법원이 보

여 주고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은 지나치게 의제 이라는 비 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

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 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

여 매도한 경 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계, 주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 인 사용수익을 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

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신 하게 단하여야 한다고 시한다.52) 법원이 고

려 요소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은 궁극 으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혹은 그 게 하는 것이 토지소유

자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단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법원의 고려요소들은 자발성과 효용성의 두 가지 요소를 반 하는 것이

라고 에서 서술하 다. 

그러나 설사 토지소유자가 일반 공 으로 하여  자신의 토지를 무상통행하게 

50)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최신섭, “묵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比 私法 제7권 제2호(통권 13
호), 2000. 12., 398, 399면 참조.

51)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아닌 관계에 착안
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을 도출해 내는 독일의 사실적 계약관계론(die lehre von 
faktischen Vertragsverhältnissen) 또는 미국의 준계약(quasi-contract : 이는 당사자 사
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에 기초하여 실제로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마치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에 관한 
이론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5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공 1998상, 1583)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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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유익한 것이어서 이를 용인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

정이 곧바로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한 권리를 포기하 다는 의사표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는 토지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가깝다.

한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나 아 트 사업계

획승인신청시 이를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극 으로 사실상 도로 제

공에 나선 경우에도53) 이를 권리포기의 의사표시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

문이다. 오히려 스스로 권리의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진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많은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당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됨으로 인하여 거의 사유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

라는 막연한 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사

용수익에 련된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결과까지 의욕하거나 감수하는 정교

함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와 같은 의사해석은 소유권의 념성을 과소평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근 인 소유권 개념의 기 를 확립한 로마법에 의하면, 물건에 한 법률  지

배인 소유권(dominium)과 물건에 한 사실  지배인 유(possessio)는 완 히 

분리되는 것이었고, 타인이 그 물건을 실 으로 지배한다고 하여 법률  지배

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아무런 향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54) 그리고 이와 같이 사

실상 지배와 법률상 지배를 구분하는 입장은 오늘날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타당

하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토지를 통행의 목 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가 

실 으로 토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  지배의 측면에서 

막바로 법률  지배의 상실을 래하는 의사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신 하게 하

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법원의 의사해석은 지나치게 작 이고 의제 이라는 

문제 을 드러내고 있다.55)

53) 이때에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어 사실상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54) 이러한 성질을 소유권의 관념성 또는 물권의 관념성이라고 한다. 川島武宜, 所有權法

の理論, 岩波書店, 1958, 102면. 
55) 이러한 취지로 비판한 논문으로 李光萬, “道路로 無償提供된 土地를 特定承繼한 者의 

無償通行 受忍義務의 承繼 與否”, 判例硏究 9집, 釜山判例硏究會, 1994; 朴哲雨, “道路
敷地로 無償提供된 土地所有權의 法的 性質과 不當利得”, 判例硏究 11輯,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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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問題點의 背後

이와 같이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원 례는 법리 으로 보나 의

사해석의 일반 원칙에서 보나 여러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따라서 배타  사

용수익권 포기에 한 법리는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와 같은 문제 들에도 불구하고 법

원이 이러한 법리를 창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 온 이유는 무엇

일까? 그 배후에는 단순히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

까? 아래에서는 그 동안 법원 례의 흐름과 사회  상황에 비추어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자 한다.

1960년  후반 이후 속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정식의 도로개설 차를 거치

지 않은 사실상 도로가 다수 발생하 고, 이와 련하여 1970년 부터 사실상 

도로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기 시작하 다.56) 법논리

로만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1980년  반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유를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

다.57) 

그러나 지속 으로 제기되는 사실상 도로 분쟁 가운데에는 어도 법원의 입

장에서 볼 때에 정의 념상 쉽게 원고의 손을 들어 주기 어려운 사례들이 상당

수 있었던 듯 하다. 원고가 자발 으로 자신의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여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뒤늦게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지 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 한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야기될 재정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1980년  반 이후부터는 배타  사용수익권에 한 법리가 본격 으로 형성되

기 시작하 고, 결국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제한하는 핵심 인 논리로 기능하게 되

었다.

그런데 법원이 원고의 청구제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아니라 배타  

56) 1970년대 초반 관련 판결에 관하여는 李昌均, 각주 7의 논문 참조.
57) 유일한 예외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최초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문제를 언급한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
399 판결(공1974하,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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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포기의 논리를 채택하고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사견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약하고자 하는 사고의 근 에는 빈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한 고

려가 무의식 이나마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은 신의칙의 

용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로 내세우기 어려운 것이다. 그 다고 하여 그 이외의 

사정, 컨  소유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발 으로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

공하 거나 이를 용인하 다는 만 가지고 그 이후의 권리행사를 신의칙에 반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재 실무상 신

의성실의 원칙이 비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에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법원 결은 찾아 보기 어렵다.58)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데에 극 으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지

원칙을 활용한다면 일반조항이 남용된다는 비 을 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서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즉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 정한 정도의 제약)에 이르지 못하 던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배타  사용수

익권을 포기하 다는 의사해석에 기 하여 권리행사를 제약하게 되었던 것은 아

닐까?59)

Ⅳ. 提

1. 憲法 理念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그 사회  구속성에 하여 선언한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58)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공
2002상, 450)이 있을 뿐이다.

59)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아무런 손실이 없다는 논리에 따르면 비단 부당이
득반환청구권 뿐만 아니라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배척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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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에 하여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산권은 원래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서 천부인

권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되었으나,60)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재산권의 사회  구

속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61) 우리 헌법 제23조 제1, 3항은 재산권의 보장  

측면을,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  구속성의 측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헌법 규정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직  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이념이 사법의 규정을 해석하고 

용함에 있어서 간 으로 용됨으로써 양자가 유기 인 계 하에서 운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62) 한편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사회  구속성, 제3항은 그 일반 인 사회  구속성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

생에 한 보상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3) 이와 같이 특별한 희

생인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의 이념은 사유지가 도로로 공용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

부를 단할 때 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64)

2. 不當利得返還請求의 許容 原則

60)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7조에서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며, 법률이 규정한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침해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도 나타나 있다.

61) 그 대표적인 예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법 제153조에서는 소유권의 보장을 
천명하면서도 소유권은 그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의무를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62) 山本敬三, “憲法における私法制度の保障とその意義 制度的保障論を手がかりとして”, 
ジユリスト 1244 , 2003, 138-139면 참조.

63) 成樂寅, 憲法學(제6판), 法文社, 2006, 527면 참조.
64)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관한 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관련하  

여, 토지를 규제하는 경우 그것이 수용(taking)의 정도에 달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Regulatory Taking 이론이 있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
가 Taking이 되지 않으려면, ① 그 규제가 주의 적법한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증진시
켜야 하고(substantially advance legitimate state interests), ②　토지소유자가 경제적으
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must not deny an owner economically viable 
use of his land). Agins v. Tiburon, 447 U.S. 255 (1980)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이 현실적으로 배제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토지를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Taking을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Loretto v. Teleprompter Manhattan CATV Corp., 458 U.S. 419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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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使用․收益의 事實上 不能狀態는 原則的으로 金錢的 塡補가 必要한 特別한 

犧牲에 해당함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일반 공 의 교통에 제공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이 이를 

배타 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약은 수인

가능한 통상 인 제약이라기보다는  보(塡補)가 필요한 특별한 희생에 

가깝다.65) 그러므로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다른  보의 형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방향은 공용수용이 필요한 사실상 

도로에 하여 법한 손실보상을 제로 한 수용 차를 진하여 보상의 회색

지 를 이는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일반 인 공용수용의 경우와 달리 토지소유자가 자발 인 

형식으로 부지를 제공하 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

선 자발 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토지소유자로서는 외부  상황으로 인

하여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컨  1960년  후반부터 정부

의 주도로 행하여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토지를 도로 부지로 증

여한 경우, 당해 부지가 이미 도로 정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제약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를 사

실상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록 자발 으로 도로 부지를 제공하

거나 이를 용인하는 듯한 외 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공용수용에서 크게 떨

어져 있지 않다. 설령 진정한 자발성이 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의 제

공으로 인하여 공공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 도로의 리주체이자 일반 공

65) 통상적인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분에 관하여 독일과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적 판단기준이 제시된다고 한다. 우선 독일에서는 첫째 공공의 법익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의 재산권의 제한인가,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
유재산권을 이용하는 능동적 행위인가, 둘째 재산권제한의 효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
는가, 개별적으로 미치는가, 셋째 재산권의 주체에게 그 제한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
는가, 없는가, 넷째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아직 사적인 유용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가, 다섯째 주로 토지와 관련하여 그 토
지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인가, 아닌가에 따라 양자를 구
별한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재산을 물리적으로 점유, 또는 취득하고 있는 경우, 그 제
한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감소가 사실상 몰수에 해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 규제에 의하여 달성되는 사회적 이익에 비하여 사적 재산의 
침해정도가 큰 경우 등에 있어서 수용(taking)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 李在洪, 
“財産權保障의 憲法的 意味”, 民事判例硏究 제13집, 364-3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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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

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개설한 사도(私道)에 있어서도 결

과 으로 그 사도가 인근 주민 는 일반 공 에 이용되기에 이르 다면, 토지소

유자에게 도로이용자에 한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설치비와 리비의 부 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

를 마련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66) 

한 오랜 기간동안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척되어서도 곤란하다. 이미 이러한 사정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 한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반 되어 있는 것으로서,67) 권리불

행사자에게 그 제도가 정하고 있는 것 이상의 불이익을  당 성이 없기 때

문이다. 이와 련하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그 유자에 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극 으로 행사하지 아니하 다는 사정만

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68)

나. 特定承繼人도 原則的으로 不當利得返還請求를 할 수 있음

당해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에 하여서도 원칙 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법원 례는 특정승계인의 경우 매수 당시 당해 토지가 사실

상 도로로서 제약되고 있는 상태를 알았을 것이라고 제한 뒤 이 경우 배타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시

한다. 례의 논리 로 배타 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결국 당해 토지로부터 

아무런 재산상 효용을 얻을 수 없다면 잔존하고 있는 처분권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특정승계인이 취득하는 재산상 가치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

나 실 으로 사실상 도로 부지도 거래의 상이 되고 있고, 특히 원래 소유자

의 채무불이행 는 체납의 사유로 경매나 공매 차를 통하여 일정한 가액에 매

각되기도 한다. 이는 사실상 도로 부지에도 어느 정도의 실질 인 재산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66) 사도법 제7조 제2항 및 제7조의 2 참조.
67)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는 국가에 대한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

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68)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공2002상,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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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는 것은 와 같은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結

이러한 에서 본다면 법원 례는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법리를 

통하여 다소 공공의 이익보호에 치우치는 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필요 이상

으로 제약하 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법원은 배타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신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일반

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례에서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여 왔다. 특히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증여의 형식을 빌려 사유지에 하

여 보상없이 행하여진 도로편입의 경우69)나 이미 도로 정지로 지정, 고시되어 

도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70)까지 당사자의 

의사해석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이득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도로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 재 법원 례의 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具體的 妥當性의 慮

가. 具體的 妥當性의 問題

사실상 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그 사용  수익에 제약을 가하

다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이나 인근 주민의 편익을 하여 진정 자발 이

고 주도 으로 그 토지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애당  

도로의 개설을 원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킴으로

써 결과 으로 공공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실상 

도로를 유, 리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는 사실상 도로의 개설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를 일반 공

에 필요한 공도(公道)로 악하여 스스로 이를 유, 리함으로써 이에 따른 편

69) 예컨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공1997상, 646).
70) 예컨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공1994상,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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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71)을 얻기 시작하 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크게 부당한 

것일까?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련 주체들의 재산상 이해 계를 조정하기 한 

것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사용 가를 지불

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우리 법원 례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다소 과다하게 제약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여 히 구체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꺼림칙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그 문제는 부분 충족될 수 

있다.

나. 具體的 妥當性 問題의 解決

(1) 占有事實의 認定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유를 얼마나 엄격하게 인정하는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큰 

향을 미친다. 원래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실을 비교  엄격한 태도로 

인정하다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가 본격 으로 형성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유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 다.72)

법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하여 확장, 도로포장 

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 의 

교통에 공용한 때로부터 그 도로에 한 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한다.73)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는 공사를 하는 등 어떠

한 사실  행 를 한 것이 유인정에 있어서 요한 요소가 되지만,74) 단지 이

러한 사유만으로 유 여부를 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당해 토지의 

치나 규모, 형상, 인근 토지의 보유상황, 주  지형지물 등 환경, 공사의 경

나 규모, 그 비용부담주체, 도로의 실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야 하

는 것이다.75) 

71) 사실상 도로가 공도로 제공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편익의 주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72) 金商鎬, 각주 24의 논문, 726면.
7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공1993상, 1063) 등 다수.
74) 朴敏秀, “地方自治團體 등의 道路敷地 占有와 占有取得時效”, 判例硏究 8집, 1998, 4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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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유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규범 으

로 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단재량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 

단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는 일반 공 의 이해 계의 정도와 한 련이 있

다. 그 다면 법원으로서는 유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해 계의 조

정을 충분히 유연하게 고려함으로써 구체  타당성을 꾀할 수 있다.76)

(2) 地方自治團體에 한 債權的 義務負擔

택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인허가의 조건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사용승낙을 하 다면, 토지소

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도로 부지의 유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채권  의무를 부담한다.77) 이 경우 일반 공 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로로 

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받게 된다. 

와 같은 경우처럼 토지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에 채권  합의가 존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

는 것을 지할 수 있다.78)

(3) 不當利得額의 算定

지방자치단체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용을 받

는다는 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이득액

의 무제한  확장은 제어되어 있는 셈이다. 

한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은 타인의 토

지를 권원없이 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

득액을 산정하기 한 토지의 기 가격은 유자가 유를 개시할 당시의 실

 이용상태를 기 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시한다.79)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종 부터 일반 공 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고 있던 토지에 하여 도

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 리청으로서 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75) 趙武濟, “地方自治團體가 私人의 土地를 道路로 使用함으로 인한 不當利得”, 判例硏究 

1집, 1991, 243면 ; 金尙遵, 각주 7의 논문, 51면 참조. 
76) 任漢欽, 각주 44의 논문, 271면.
77) 任漢欽, 위 논문, 257-258면 참조.
78)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2315 판결(공1993하, 1702) 참조. 
7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공2006상, 103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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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유하

게 된 경우 그 토지에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한 기 가격

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실  이용상황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황 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80)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의 부분이 이미 개인이 당해 부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한 상태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뒤늦게 유를 개시하는 사례들이다. 그런데 그 사례들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당이득액은 도로의 황을 기 으로 하

여 평가되는 것이어서 그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혹시 법원이 고려하는 “구체  타당성” 안에 국고 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에 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81)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비용은 우려할 만큼 높지 않은 것이다. 

(4) 信義則의 介入

사실상 도로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 으로 허용되어

야 한다. 이 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체  타당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정단계나 부당이득액의 산정단계에서 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 조

정되지 못한 채 재산권의 사회  구속성 는 일반 인 정의의 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컨  오로지 자신의 택지개발의 

편의상 자발 으로 도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함

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정도의 신뢰를 주는 언동82)을 보

으면서도 이후 그 신뢰에 배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빌미로 토지를 고가에 

매도할 목 으로 사실상 도로를 양수한 제3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

우83) 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논리  법과 상식  법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8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1999. 4. 27. 선고 98다
56232 판결(공1999상, 1037) 등 참조.

8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법의 해석, 적용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이다. 

82) 예를 들어 택지조성과정에서 택지이용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부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83) 요역지를 매수한 특정승계인이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통로사용
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공1992상, 1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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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울 수 있는 체수단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른바 일반 조항으로 법 에게 커다란 재량을 부여하는 

신 자의  단과 법  안정성의 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

로 일반 조항을 남용하거나 법  사고를 무기력하게 포기한 채 일반 조항으로 

도피하는 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84) 그러나 에서 본 것처럼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가 여러 가지 문제 을 안고 있고, 이를 체하여 

같은 결론으로 이끌만한 다른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용하는 것까지 일반 조항으로 도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례가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의사해석의 형식을 빌리긴 하 지만, 그 배후에는 

신의칙  고려가 숨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85)

4. 其他 問題 - 妨害排除請求와 關聯하여

이 의 은 사실상 도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다. 부분의 

련 사건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련하여 문제된다. 반면 사실상 도로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한 방해배제청구에 한 법원 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86)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이에 하여 언 하기로 한

다. 

본래 토지는 다른 사유재에 비하여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공공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사실상 도로

에 한 소유권 행사는 공공복리 합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한편 공공복리 

합성은 당해 토지를 둘러싼 공  효용을 보호하기 한 개념이다. 따라서 사실

상 도로의 공공복리 합성은 사실상 도로의 공  효용, 즉 일반 공 의 통행기

능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부당이득반환과 같은  보는 일반 공 의 통행기능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는 일반 공 의 통행기능을 심하게 해친다. 따

84) 郭潤直 編, 民法注解(Ⅰ), 博英社, 1992, 105면(梁彰洙 집필부분) 참조.
85) 金紋寬, 각주 14의 논문, 111면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신의칙적 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86)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인도청구를 한 것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83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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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청구권과 달리 물권  청구권은 상 으로 

큰 제약이 정당화된다.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상린 계에 있어서 물권  청구권은 

제한하되 으로 그 이해 계를 조정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

와 연결된다.87) 그러므로 사실상 도로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의 행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보다는 상 으로 그 제한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한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지의 원

칙을 용함으로써 실 된다.88)

물론 이 경우에도 민법 제2조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를 배척하는 손쉬운 수

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실상 도로에 한 분쟁  상당수는 토

지소유자가 스스로 당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 다가 그 반환을 청구한

다는 에서 일반 인 물권  청구권의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리고 이 경

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생원칙인 모순행 지의 원칙이 문제될 것이다. 모

순행 지의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태가 그의 선행하는 행태와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 에 원래 로의 법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태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그 후행행 의 효

력을 제한하는 법원칙이다.89) 사실상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자발  형식으로 사

87) 또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
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
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지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허용
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04 판결(공1988하, 1463)참조.

88)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상호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본래 채
권법 또는 계약법 분야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법 전반의 지도원리로 확대
되었고, 대법원도 “신의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
제․지배하는 원리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공1983하, 1010)｝. 현행 민법에서도 총칙편 제2조에 이를 위
치시키면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모두를 포괄하는 원리로서 내세우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포괄하는 지도원리이다. 
그러므로 권리남용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표
현을 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참조｝. 한편 
일본에서도 통설적 견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개념상 구분하
면서도, 실제로는 양자의 구분이 곤란한 것이고 그 법리의 원용효과도 다르지 않다고 
하고, 실제 재판례에 있어서도 양자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谷口知平 等 
編, 新版, 注釋民法(1), 121면(安永正昭 집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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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도로 제공에 기여하거나 이를 감수하고, 한 장기간 동안 그 부지가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 에게 교통로로 제공되는 것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면, 이러한 소유자의 행태는 일반 공  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해 토지가 도

로로 사용되는 상태를 감수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한다. 이때 그 도로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권리행사, 즉 물권  청구권의 행사는 와 같은 신뢰를 부당하

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의칙  고려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

계인에 하여서도 동일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당해 토지가 사실

상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되는 상태를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경우,90) 그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91) 행사하는 방해배제청구권도 신의칙 반 는 권리남용

으로 배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92)

구체 으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할 때 방해배제청구가 신의칙 반 는 권리남

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자체도 요한 논의 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권리남용

지의 법경제학  분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쟁 이기도 하다.93) 하지만 토지소

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 로 한 방해배제청구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에서는 사실상 도로에 한 방해배제청구가 다른 물권  청구

권 행사와 비교할 때 상 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만 언 하고, 추가 인 논의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지에 한 기존의 례나 

89) 民法注解(Ⅰ), 119면(梁彰洙 집필부분).
90)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상태를 감안하여 당해 부지에 대하여는 가격도 매우 저

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91) 사실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받아들인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 1138)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
구권을 행사한 사례인데다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
용수익권을 그 행사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인
도청구를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까지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

92) 참고로 일본에는 미등기통행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역지의 양수인이 통로의 통행
을 방해한 사안에서, 양수인이 통행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입는 
다소의 불편과 비교하여 피방해자의 손해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권리행사
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東京地判 昭和 41(1966). 10. 29. 昭38(ワ) 
5398호, 判例タイムズ　200호 153면 참조.

93)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행한 논문으로서, 尹眞秀, “權利濫用禁止
의 經濟的 分析 - 土地所有者의 地上物 撤去請求를 中心으로 -”, 私法과 法執行(朴世
逸, 金一仲 編), 2001, 3면 이하 ; 許盛旭, “權利濫用禁止 法理에 관한 法經濟學的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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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미루기로 한다.

Ⅴ. 結論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는 법원이 생각하는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논리  근

거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는 그 개념 자체가 민법의 

다른 법리와 조화롭게 악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 토지소유자가 배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 다고 의사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지나치게 의제하 다

는 비 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의 정당성과 련하여서도 법원은 배타  사용수

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체 으로 필요 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약하 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도로가 어떠한 경 로 개설되었는가 하는 은 재산상 이해 계의 조

정을 목 으로 하는 부당이득제도에서 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요한 

것은 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없이 그 도로를 유함으로써 통하여 어떠한 이

익을 얻고 있는가 하는 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 난다고 볼 수 있

는 외 인 사안들을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범 하게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이 법리는 이미 십수년간에 걸쳐 형성되어 이제 법원이 이를 변경하리

라고 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건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원이 

추구하는 구체  정의와 그 결론에 도달하기 한 과정에서의 논리 사이에 틈이 

있을 때 그 논리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한 문제 은 무엇인가에 

하여 고민의 여지를 제공하여 다. 그러한 에서도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

의 법리는 여 히 검토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배타  사용수익권, 포기, 부당이득, 토지소유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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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Private Land as a De Facto Road : Critical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Unjust Enrichment Claims
1)

Youngjoon Kwon*

Suppose that one owns land possessed and used by a local government as a 

de facto road and gets no compensation. Under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of 

Korea,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erefore, it seems quite obvious that the owner of 

the land can bring a claim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courts in Korea, in principle, tend to decide in favor of 

plaintiffs, the claim is sometimes denied under a specific theory created by the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at theory, the owner cannot be compensated if he 

or she has abandoned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the land at issue. This 

logic has frequently been applied to cases in which the owner had voluntarily 

provided the land as a public road for his or her own benefit. At first glance, 

this conclusion seems to be convincing particularly when the owner has 

partitioned the land into small areas to sell them respectively and has provided a 

portion of the land as a road for the purpose of accommodating the rest parts of 

the land.

However, this doctrine has a number of problematic aspects.

In the first place, the concept of abandoning the right to use and profit is not 

consistent with solid doctrines in Korean property law. Ownership may be 

abandoned as a whole, but the constituent rights, such as the right to use and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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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cannot be abandoned separately. In addition, this cannot take effect in 

Korea where the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since 

partial abandonment of ownership is not registrable.

Moreover,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gone too far in interpreting the 

intent of the owners. The state of lands being used as a public road is not a 

sufficient ground to construe that the owners have permanently waivered their 

rights to be compensated. 

Lastly, it is likely to be used as a tool to justify a de facto taking without 

compensation. Though the Court is taking a prudent approach in applying this 

doctrine, there are still some cases where the owners have lost when they should 

have been compensated. These cases imp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using 

this doctrine for broader takings.

In this regard, the above doctrine should be discarded, and owners should be 

entitled to compensations, except for the extreme situations where the doctrine of 

estoppel might be applied.

Key words: unjust enrichment, road, abandonment, right to use and bene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