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法學博士學位論文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이 상 훈 





- i -

국문 초록

  2009년 유럽 민사법통일의 일환으로 성안된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안』

(DCFR)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 대한 모델법과는 달리 사

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법과 같은 법정채권관계와 나아가 동산물권법을 포

함하는 재산법 전 분야를 포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부당이득

법은 유럽 공통의 법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각국별로 역사적 발전과정의 

상이함에서 비롯한 규율체계상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비교법 연구조차 더디게 

진행되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DCFR 부당이득편은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최초

로 본격적인 부당이득법 분야의 모델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의의

가 적지 않다. 나아가 DCFR 부당이득편은 기존의 특정 입법례를 추종하거나 

특색 없는 절충이 아닌 나름의 새로운 접근법과 특유한 체계를 토대로 성안되

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새로운 체계에 따른 부당이득법 구상에 있어 

DCFR은, 단일모델에 의한 일반조항, 이득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법률상 기초

와 손실자의 임의동의 일반화, 항목별 이득개념, 수익자의 처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이득소멸 항변 그리고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골격으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의 제1부에서는 DCFR 부당이득편에 대한 축조검토를 한다. 이를 바

탕으로 제2부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사안군을 선정하여 사안별 해결법을 민법과 비

교하고, 마지막으로 DCFR에서 채택한 핵심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DCFR의 규율방식의 특징과 민법에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1) DCFR은 부당이득편에 관한 최신의 모델규정으로 그 체계나 규정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7개 장, 23개 조문으

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 단일모델에 따른 기본조항을 두면서, 제2장에서 제

4장에서는 각 요건을 예시와 한정적 열거 등을 통해 구체화시키면서 제5장에

서는 반환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수익자의 

항변을,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접근법에 있어서는 역사적 입법례와는 달리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유추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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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다. 

  (2) DCFR은 항목별 이득개념을 택하고 있는데, 노무부당이득에 관해서도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시사적이다. 특히 노무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

여 노무계약의 청산이 문제되는 경우, 수익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법도 이득을 재산이득과 노무이득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741조, 제746조에서는 재산급여와 노무제공)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가액반환책임(제747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DCFR의 

노무부당이득 관련 규율은 향후 참조할 가치가 있다.

  (3)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손실자의 임의 동의의 일반화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DCFR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지만, 악의의 비채변제자의 반환청구를 

제한시키는 기능을 넘어서 악의 비용지출자의 경우 일체의 비용상환청구를 배

제한다는 점에서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는 악의자는 보호해 줄 필요

가 없다는 입법정책상의 결정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법은 타인 재

산에 대한 비용지출이 수익자의 비용절감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객관적인 이득

창출에 해당하는 한 선악불문 일정한 한도(필요비, 유익비 중 가치증가분)에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고(제203조) 이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확인

된다. 따라서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임의 동의의 일반화는 민법에서는 채택

할 수 없다. 

  (4) DCFR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기반하여 부당이득법의 적용범위를 제한

하고, 무엇보다 손실자의 임의 동의, 즉 계약상대방 선택에 나타는 위험인수와 

결부하여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근거지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3자관계 

사안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2:102)을 두고 이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3각

관계 사안의 일관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현재 규정은 

매우 기술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동 조문이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천명한 것

이라는 점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 민법도 판례가 부당이득 사

안해결에 있어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수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채

권양도 사안에서는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채권양도가 

당사자 교체에 해당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수인 반환설이 계약법

의 기본원리의 관점과 다른 3각관계 사안처리와의 일관성에 비추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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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CFR은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규정하였다. 우리 민법도 제747조 제2

항에서 악의 무상전득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권행위 유인성으로 인

해 사실상 적용여지도 적을 뿐더러, 조문에 의하면 선의의 무상취득자도 보호

받는 결과로 된다. 그밖에 민법은 선의취득과 선의 제3자보호조항을 통해 거

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역시 선의이기만 하면(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 권리귀속을 인정받음으로써 부당이득반환책임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물권법적 권리귀속과는 별개로 이득법적 관점에서 유상취득자와 무상취득자에 

관한 차별취급은 정당화되는데, 특히 손실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전득자는 보

호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울러 악의 수령자의 보호문제

도 민법과 DCFR에서 달리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향후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6)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입증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DCFR은 세심하게 고려

하고 있다. 단일모델의 기반하에 원칙적으로 이득의 부당성이 추정되고 따라

서 수익자가 이득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득소멸, 선의 유상취

득, 위법성 항변도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측인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이득소멸 항변의 경우 다소 복잡한 조문을 통해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주요어: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DCFR), 부당이득, 단일모델, 손실에 

대한 임의동의, 계약법의 기본원리, 선의 유상취득항변, 노무 부

당이득

학  번: 2007-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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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론

  1. 부당이득에 관한 최신 모델규정으로서의 DCFR

  2009년 2월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1))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

mission)가 유럽의 계약법 통합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CFR의 연구과제를 ‘유럽

사법 공동학술네트워크(Joint Network on European Private Law, 또는 Common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줄여서 CoPECL Network라고 함)’에 소속된 

여러 연구단체에 의뢰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SGECC)와 현존EC사법유럽연구단(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이 공동 성안하여 2007년 12월에 제출

한 연구보고서로서, 제목 그대로 유럽 민사법 통합에 참조될 수 있는 기준

(CFR)으로서 초안(Draft)을 마련한 것이다. 이듬해인 2008년 2월에 임시개요판

(Interim Outline Edition)이 발표되었고2)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2월에 제2판

이자 최종본인 개요판(Outline edition)이 발표되었다.3)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각 조문에 대한 해설(Comments)과 비교법적 참조사항(Notes)까지 

달린 종합판(Full Edition)이 총 6권으로 출간되었다.4) 

  DCFR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계약법의 경우 (前)유럽계약법위원회에서 성

안한 PECL을 저본으로 삼으면서,5) Acquis Group의 연구성과로서 계약법에 관한 

1) 국내에서는 ‘공통참조요강초안’ 또는 ‘공통준거기준안’, ‘공통참조기준초안’, ‘공통적 원
용의 기초’, ‘공통기준틀’, 유럽사법에 대한 ‘공통기준 예비초안’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이라는 번역은 동일한 제목인 법무부 발간 해제 및 조문번역
에 따른 것인데 의역이기는 하나 가장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2) von Bar/Clive/Schulte-Nölke et al.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Interim Outline Edition (2008). 

3) von Bar/Clive/Schulte-Nölke et al.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Outline Edition (2009). 임시개
요판과의 차이점은 Nos. 26-33 참조. 

4) von Bar/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2010), Vol. 1~6. 

5) PECL과 DCFR의 차이로 PECL이 계약자유를 원칙으로 한다면 DCFR은 사적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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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공동체법(acquis communautaire)을 반영하고 또한 “법률행위”(juridical act)라

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II.-1:101(2)).6)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 유럽 계약법 통합이라는 원래 위탁받은 연구용역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 유럽차원에서 동산과 관련한 재산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모델법의 성안

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성안한 연구회의 명칭에서 표방하는 바

와 같이 “유럽민법전”의 초안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DCFR에는 

계약법 외에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나아가 동산물권법 등이 포함되

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7편 부당이득(Book VII 

Unjustified enrichment)이다. ‘부당이득법’은 유럽 공통의 법유산으로 인식되면

서도7) 그 체계와 규율내용에 있어서는 각국별 역사적 발전과정의 상이성에서 

비롯한 규율체계상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비교법 연구조차 더디게 진행되다가8)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2000년대에 비로소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9) DCFR 부당이득편은 이러한 토대 위에 유럽 연합 회원

국들의 법상황에 대한 폭넓은 비교법적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모델규정을 성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2008년 임시개요판과 2009년 최종본 발표 이후 DCFR에 대한 유럽 각국의 

법률가들의 반응은 무관심을 넘어 거센 저항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

이 유럽민법의 통합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이고 현재로서

원칙으로 하고, PECL에는 간결한 원칙과 일반조항이 많은 반면 DCFR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서 아울러 ‘acquis communautaire’, 특히 소비자계약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Hugh Collins (2008), 841 참조. 규정상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한 분석으
로는 Eidenmüller et al. (2008), 666f. 

6) 이에 관하여는 Jan Peter Schmidt, “Der „juridical act“ im DCFR: Ein nützlicher Grund-
begriff des europäischen Privatrechts?”, ZEuP 2/2010, 304ff. 

7)  Clive (1998), 383f. 특히 p. 386: “part of the common European legal heritage”.
8)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377: “far less explored and not yet mapped.” 
9) 주로 독일과 영국 간의 접근법상의 비교(sine causa 접근법과 unjust factor 접근법)가 중

심을 이룬다. 특히 영국에서 최초로 부당이득원칙을 승인한 1991년 Lipkin Gorman v 
Karpnale Ltd. 판결을 필두로 이후 이자율 스왑거래와 관련한 판결들(대표적으로 1996년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v. Islington London과 1999년 Kleinwort Benson Ltd 
v Lincoln CC)이 비교법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비교법 연구를 다룬 문헌이 출간된다. Schlechtriem, Bd. 1 (2000), Bd. 2 (2001); von 
Caemmerer/Schlechtriem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X 
(2007). 그 밖에 비교법 문헌에 대한 소개로는 Zimmermann (2005), 42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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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투명하지만, ‘학문적’ CFR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존중될 수 있고, 특히 부

당이득법 분야의 경우 종래 시도되지 못했던 유럽 차원의 모델법으로서 그 자

체로 획기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DCFR은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다양한 각국의 비교법적 성과를 반영한 최신의 국제모델

규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민법전 제정 이후 반세기 남짓 학설

과 판례를 통해 이룩해 온 발전상을 이에 비추어 평가해볼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장차 민법개정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비교법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DCFR 제7편 부당이득(이하 별도의 편명 표기가 없으면 DCFR 부

당이득 편을 의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법 분야의 최신의 

국제적 추세 내지 동향을 간취하고, 민법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부당이득법

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민법전 제정 이후 지난 60년 간 학설과 판

례를 통해 발전해 온 부당이득법의 발전상을 비추어 보고 민법에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제1부에서는 

DCFR 부당이득편 규정을 축조방식으로 검토한다. 각 조항에 대한 검토는 대

체로 ‘규정해설 －평가 －민법과의 비교’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1부에서

의 규정 검토를 기초로 제2부에서는 DCFR 부당이득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를 하고 이를 토대로 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방법

론적으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기능적 비교를 위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부당

이득 사안유형군을 선정하여 각각의 사안유형에 있어 민법과 DCFR에서 취한 

접근법과 해결법의 異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DCFR에서 사안해결에서 핵

심적으로 취하고 있는 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론으로 민법에의 시사

점을 정리해본다.  

  본격적인 DCFR 규정 검토에 앞서 DCFR 부당이득편의 성안 과정과 기본결

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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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CFR 개관 

  가. DCFR의 구성 및 특징

  2009년 최종본 개요판이 발표되고 이듬해 종합판이 공간됨으로써 DCFR의 

전모가 공개되었다. DCFR은 그 공간물의 제목대로 원리(Principles),10) 정의

(Definition), 모델규정(Model Rules)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모델규정으로, 제1편 총칙에서 제10편 신탁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편(Book)으로 구성되어 있다.11) 개요판은 단권으로 원리, 

정의에 이어 규정만을 담고 있었는데, 종합판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편별로 조문과 그에 대한 해설(Comments) 및 관련 사례(Illustration)가 기술되어 

있으며 마지막 참조(Notes) 부분에는 해당 조문에 대한 각 국가별 비교법적 자

료가 소개되어 있다. 종합판의 경우 본문만 약 6,0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마지막 권인 제6권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각종 유용한 자료들이 수록

되어 있다.

  DCFR의 특징으로 우선 규율범위가 계약법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법 전반과 

아울러 동산물권법까지 포함한 재산법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당초 유럽위원회가 의뢰한 연구 범위는 계약법 분야였으나, 연

구수행과정에서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12) 그 이유에 대하여 성안자 

측에서는 DCFR이 가지는 ‘학문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나,13) 실제로는 다

10) 해설서, Vol. 1, 37ff.: freedom, security, justice, efficiency. 이에 대한 국문 설명으로는 
이영준(2012), 25면 이하 참조. 

11) 제1편 총칙, 제2편 계약 기타 법률행위, 제3편 채권총칙, 제4편 계약각칙(매매, 물건대
차, 서비스, 위임, 대리상 가맹 및 배급, 대부, 인적담보, 증여), 제5편 사무관리, 제6편 
비계약적 손해배상(불법행위법), 제7편 부당이득, 제8편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제9편 동
산담보법, 제10편 신탁. 각 편에 대한 개관으로는 권영준(2011. 3), 46면 이하 참조. 한편 
규율범위에서 제외된 영역으로는 자연인의 법적지위, 유언과 상속, 혼인을 포함한 친족
관계, 어음·수표·기타 유통증권, 고용, 부동산의 소유권과 담보권, 회사법, 절차 또는 집
행법이 있다(I.-1:101(2)). 

12) 이에 대한 비판으로 Schulze (2008), 10f. 참조. 규율범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으로도 현존하는 공동체법이나 설득력 있는 비교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13) 해설서, Vol. 1, p. 12. 그 밖의 이유에 관하여는 von Bar (2008), 43f. 참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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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하였듯이 DCFR은 Acquis Group과 유럽민

법전연구회가 공동작성하였지만, Acquis Group의 경우 현존 공동체법(acquis 

communautaire), 특히 소비자계약법을 DCFR의 계약법 부분(제2편과 제3편)에 반

영하는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계약 각칙과 비계약법분야는 유럽민법전연구회가 

전담하였다. 이 연구단체는 공식적으로 란도위원회를 계승한 단체는 아니지만 

인적 구성상 사실상 이를 계승하여 란도위원회의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그 성

과로서 PEL (유럽법원칙) 시리즈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었는데, 유럽위원회로

부터 CFR의 초안작성 연구의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연구성과를 DCFR에 편

입시키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단체의 명칭에서 표방하는 바와 같이 유

럽민법전 제정의 기초 작업으로서 사실상 재산법의 초안을 성안하게 된 것이다. 

  나. DCFR 부당이득편의 성안 과정

  DCFR의 법정채권분야는 유럽민법전연구회의 분과팀으로 동 연구회 회장인 

von Bar 교수가 이끄는 독일의 오스나브릭 대학 연구팀에서 담당하였다. 이 중

에서 사무관리와 불법행위법은 von Bar 교수 단독으로, 부당이득법은 von Bar 

교수와 Stephen Swann 박사가 공동으로 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DCFR 부당이득

편은 동 연구회가 2006년 발표한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유럽민법전연구회는 1997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유럽민법전을 

향하여(Towards a European Civil Code)”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창

설되었다.14) 이는 1989년에 유럽의회가 私法동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1994년에 유럽통일민법전 제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1997년 당시 의장국이었던 

네덜란드 법무부가 개최한 학술회의로, 이듬해인 1998년 동 연구회가 창립되어 

유럽민법전 제정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그 성과는 PEL (Prin-

PECL보다는 진전된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팀(Acquis-Group)과의 
차별을 위해, 무엇보다 계약법과 비계약법을 아우르는 채권법의 유기성(organic entity or 
unit) 등을 언급하고 있다. 

14) 1989년 유럽의회 결의에 부응하여 동일한 제목의 책자가 학술회의 개최 전인 1994년에 
이미 초판이 발행되었고, 1997년 학술회의 이후 제2판이 발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제3
판이 발행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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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es of European Law)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되고 있다. 

  DCFR 부당이득편의 전신인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은 2001년경부터 성안 작업에 

착수되었다. 그 후 2003년에 오스나브릭 대학 계약외채권법분야 실무팀(Working 

Team) 소속 연구원인 Stephen Swann 박사에 의하여 임시초안이 작성되어15) 부

당이득 및 사무관리법 자문회(Advisory Council)에서 수차례 토론을 거친 후16) 

2004년 2월 임시초안 발표와 2005년 12월 최종독회본을 기초로 하여 2006년 2

월 27일 수정안이 나오게 된다.17) 2006년 수정안을 기초로 하여 문구수정, 조

문위치 이동 및 일부 조문 추가 등을 거쳐18) 2009년에 DCFR 최종본으로 편

입되고,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종 개요판이 공개되었다.19) 그리고 2010년에

는 유럽부당이득법원칙(PEL Unj. Enr.)에 대한 해설서가 출간되었으며,20) 같은 

해 DCFR 최종판 해설서도 출간되었는데 그 중 제4권에 제7편 부당이득법이 

수록되어 있다.21) 

  성안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법분야의 모델규정 성

안이 각개로 진행되었고, 부당이득법 성안작업도 다른 법분야와 동시에 진행

되었다는 점이다. 부당이득법원칙의 초안 작성자인 Swann 박사는 부당이득법

의 흠결보충적(gap-filling) 특성상 이러한 작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

면서, 가령 동산물권변동, 선의취득 규정이 정해지기도 전에 부당이득법을 제

15) Swann (2005), 282ff.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2003년 9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비교법학술회의 발표문을 공간한 것이다.

16) 당시까지 성안된 조문에 대한 비공식적 검토로는 Clive (2004), 585ff. 참조. 이에 따르
면 글이 작성될 당시인 200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기본규정에 대하여만 조정위(Coordin-
ating Committee)에서 합의되었고, 이득의 부당성의 의미는 논의중이었으며 조문상의 접
근법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검토중이었다고 한다(585, n. 3).  

17) http://www.sgecc.net/pages/en/texts/index.draft_arti cles.htm (2015. 10. 20. 최종방문). 
18) 2006년 2월 27일자 수정안을 기초로 2006년 4월 27-28일 트리어에서 학술대회가 열렸

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DCFR 최종판으로 되었다. 성안과정에 따른 조문비교는 
[부록 2] 참조. 

19) http://ec.europa.eu/justice/policies/civil/docs/dcfr_outline_edition_en.pdf (2015. 10. 20. 최종방문). 
20) von Bar/Swann, Unjustified Enrichment (PEL Unj. Enr.), Principles of European Law, 

Study Group on an European Civil Code (2010)(이하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로 인용).

21) Christian von Bar/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4, Oxford 
University Press (2010)(이하에서 권수 표기 없이 ‘해설서’로 인용하는 것은 제4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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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을 “허황된 계획”(building a castle in the air)이라고까지 토로하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성안과정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부당이득법의 기

능에 대한 열린 사고의 영감을 제공하였다고도 한다.22)

  

  다. DCFR 부당이득편의 구성 및 기본결정

  (1) 구성

  DCFR 제7편 부당이득은 7개 장(Chapter),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순서와 제목은 아래와 같다. 

  DCFR은 제1장에서 기본규정을 두고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반환청구의 요

건을, 제5장은 효과론에 해당하는 반환범위를, 제6장은 수익자 측의 항변사유

를, 제7장에서는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2) 8가지 기본결정 

  유럽부당이득법원칙 해설서에서는 성안작업에 있어 다음의 8가지 사항에 대

한 기본결정을 내렸다고 한다.23) DCFR 해설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

22) Swann (2005), 268f. 
23)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duction, E 135, p. 173. 한편 그에 앞서 연구회

에서 채택한 6가지 기본 결정(fundamental decisions)은 아래와 같고(von Bar (2006), 216), 
이는 DCFR에서도 대체로 유지된다: (i) 준계약 범주 배제, (ii) 넓은 “부당이득법” 개념
의 채택, 즉 법적 기초 없는 이행의 결과로 부여된 이익의 반환을 포괄, (iii) 계약 해제
법과 취소법은 배제, (iv) 소유물반환청구권(rei vindicatio)과는 별도로(또는 부가적으로) 
작동, (v) 단일한 기본 규범을 기초로 함, (vi) 기본규범의 구성요소의 상세한 해석을 단

제1장: 기본규정

제2장: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제3장: 이득과 손실

제4장: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제5장: 이득의 반환

제6장: 항변사유

제7장: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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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전신인 유럽부당이득법원칙 해설서에 나온다. 

  ① 준계약 범주의 불채택과 부당이득법의 독자영역 인정

  우선 부당이득법의 독자성 인정은 부당이득법이 더 이상 준계약 구성과 같

이 다른 법분야에 의지하여 발전하는 법제도도 아니고,24) 다른 법분야의 구제

수단 흠결시 이를 메우기 위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면서 부당이득법의 “넓은 개념화”를 시도한다. 비교법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

일의 “부당이득법”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영국법의 원상회복법이 가장 넓은 적

용영역을 가지고 있다. 영국법은 법률효과면에서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법분야를 통틀어 “원상회복법(law of restitution)”으로 명명하고 있다.25) 

순히 단일 규정에 맡기지 않고, 대신 기본규범의 내부구조를 반영하여 整序된 추가적인 
기본규정들에서 그것들을 설명함.   

24) 준계약 구성의 거부는 연구회에서 제5편의 사무관리법원칙의 규정작업에서 결정되었다
고 한다(PEL/von Bar, Ben. Int. (2006), Introduction, L 85, p. 91). 준계약 교설의 극복에 
관하여는 von Bar (2001), 93ff. 

25) Goff/Jones (2007), para. 1-001: “The law of restitution is the law relating to all claims, 
quasi-contractual or otherwise, which are founded upon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ary claims are to be found in equity as well as at law.” 그러나 영국 내에서도 
그 명칭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Birks는 그것이 (계약이나 불법행
위와 같이) 채무발생원인이 아니라 reparation과 같이 법률효과(legal responses)에 관련된 
법의 총체를 의미하고, 나아가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기초할 필요가 없는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상의 원상회복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Birks, “Misnomer”, in 
Cornish, Nolan, O’Sullivan and Virgo (eds.), Restitution: Past, Present and Future (1998), 
chap. 1. 이러한 Birks의 견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으로는 Burrows (2002), 6. 한편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당이득법 문헌인 Goff/Jones의 저서의 제목이 제7판(2007)까
지는 The Law of Restitution이었다가 제8판(2011)부터는 The Law of Unjust Enrichment로 

 ① 준계약 범주의 불채택. 부당이득법의 독자영역 인정(“넓은 개념화”)

 ② 무효·취소(소급 무효)된 계약의 청산관계 포함

 ③ 계약해제의 경우와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는 불포함(장래효)

 ④ 채권법에 편제 

 ⑤ 단일한 기본규정(single basic norm)을 기점으로 전개

 ⑥ 후속 장(章)의 규정에서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규정

 ⑦ 보충성 원칙 불채택, 즉 다른 구제수단과의 자유로운 경합 인정

 ⑧ 입증책임은 일반규정에 따름, 즉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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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법의 경우 비채변제(paiment de l’indu, 제1376조 내지 제1381조)와 

부합과 관련한 비용상환(accession, 제554조 내지 제555조, 제570조 내지 제571

조)에 대하여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밖에 계약청산은 민법전 제정 전

에 이미 학설·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무효이론(théorie des nullités)을 통하여,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비용상환은 민법전에 규정된 개별 규정들을 전

체유추의 방식으로 19세기 중반에 판례가 발전시킨 비용3분설에 입각한 비용

이론(théorie des impenses)으로 규율된다.26) 일반부당이득(les principes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은 1892년 부디에 판결(arrêt Boudier)에서 로마법상 

이익전용소권(actio de rem in verso)을 차용하여 승인되지만,27) 곧이어 판례는 

보충성 원칙(principe de subsidiarité)을 도입하여 일반부당이득은 다른 법적 구

제수단이 없는 경우 그 흠결을 메우기 위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28) 

따라서 프랑스에서 “부당이득법”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명문의 규정 또는 판

례법상 규율되는 비채변제, 계약청산, 비용상환 등이 모두 배제된 판례법상 

‘이익전용소권’이 적용되는 좁은 법영역만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독일법상 부

당이득법은 사비니가 “우리의 재산으로부터 타인의 원인 없는 이득”(grundlose 

Bereicherung des Andern aus unsrem Vermögen)이라는 공통원리가 적용되는 법

영역으로 정초하였고,29) 법전편찬과정에서 이것이 수용되면서 冒頭에 일반조

항(제812조)을 두게 된다. 이 중에서 비교법적으로 DCFR은 규율영역과 편제면

에서 볼 때 독일법에 가장 가깝다. 

  ② 무효·취소(소급 무효)된 계약의 청산관계 포함 및 ③ 계약해제의 경우와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는 불포함(장래효)

바꾸고 아울러 편제도 대폭 수정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6) Schlechtriem, Bd. 2 (2001), 12ff. 참조.
27) 이에 대하여는 정태윤(2003. 8), 293면 이하 참조. 한편 당시에는 비채변제를 제외한 일

반부당이득금지소권을 ‘이익전용소권’으로 불렀다고 한다. Coing, Bd. 2 (1989), 505. 
28) 그 후 1898년 10월 18일자 판결로 법률상 원인없음(sans cause légitime) 요건이, 1914년 

5월 12일자 판결로 보충성 요건이 도입되었다. 프랑스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으로는 Nicholas (2006), 77ff.; 국내문헌으로는 정태윤(2012. 8), 65면 이하 참조. 보충성 
요건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해설서, VII.-7:101, Note I, 4180. 

29)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 5 (184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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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부당이득법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되는데, 전술한 ①의 부당이득법의 

“넓은 개념화”에 따라 ②는 프랑스와 같이 부당이득법 밖의 별도의 무효이론

에 의하지 않고 무효·취소로 인한 계약의 청산도 부당이득법 내에서 처리하겠

다는 것을 의미한다(II.-7:212(2), II.-7:303 참조). 이는 독일법과 같이 “법률상 

원인” 개념을 매개로 하여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청산관계를 부당이득법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0) 종래 PECL에서는 계약 취소로 인한 원

상회복에 관한 조문(제4:115조 이하)을 두고 있었는데, DCFR은 이를 부당이득

법 안으로 흡수하게 되었다.31) 반면에 DCFR은 ③에서와 같이 계약관계에 기

한 이득부여의 경우에도 계약해제나 소비자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부당이

득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해제·철회의 

장래효와 관련이 있다. 즉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DCFR은, PECL 9:305(1)과 마

찬가지로 계약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반환체계를 두

고 있다(III.-3:510 내지 514). 

  ④ 채권법에 편제 

  부당이득법의 채권법상 편제가 가지는 의미는 채권법의 일반규정이 부당이

득반환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이행기, 이행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

임, 채권양도, 상계 및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 채권 총칙에 해당하는 DCFR 

제3편의 규정이 적용된다.32) 다만 7:101(2)33)에 의하면 부당이득편상의 반환청

구권이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적 효력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인데, 그 이유는 물권적(준물권적 

또는 신탁적) 효력을 가지는지는 강제집행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

30) 이는 Swann (2005), 272에서도 확인된다. Krebs (2002), 93에서는 이와 같이 무효(취소)
법과 부당이득법의 긴밀한 공조야말로 독일법의 “大美”(great beauty)라고 표현한다. 그는 
부당이득법의 촉매로서 법전상 ‘무효’(nichtig)라는 용어 사용, 보유의 정당사유들의 제
공, 그리고 유형론 전개로 일반조항의 적용을 제한하여 그때그때 법관의 공평감에 따른 
재판(‘palm-tree justice’)에 대한 공포를 몰아냈다고 한다. 영국과 독일의 계약법을 비교
하며 이것이 부당이득법상의 가지는 차이를 비교하는 글로는 Dannemann (2006), 363ff. 

31) Swann (2005), 273, Fn. 18. 
32)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 E 140, p. 176. 특히 DCFR III.-1:101 참조. 
33) 이하에서 편(Book)의 표기 없이 인용되는 규정은 DCFR 제7편(부당이득)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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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CFR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34) 우리 민

법이 속한 대륙법의 경우 로마법 이래 전통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

으로서 대인적 효력만을 가진다. 반면 커먼로의 경우 일정한 경우 원상회복청

구권이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이른바 restitutionary proprietary 

claims, 대표적으로 追及(tracing)이 있다),35) DCFR은 이러한 비교법적 차이를 

의식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는 각국법에 맡기는 태도를 취하였다. 

  ⑤ 단일한 기본규정(single basic norm)을 기점으로 전개 및 ⑥ 후속 장(章)의 

규정에서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규정

  이는 단일모델에 따른 일반조항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DCFR의 체계상 가

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36) DCFR은 제6편 불법행위법과 평행하게 제7편 부당

이득법에서도 冒頭인 1:101에 기본규정(Basic rule)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규

정은 불법행위법 또는 부당이득법상 단일한 訴因(single cause of action)을 구성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후속 장들에서 각 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법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체계성은 제고되었으나 

조문화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추상성을 수반하게 되었다. 

  ⑦ 보충성 원칙 불채택, 즉 다른 구제수단과의 자유로운 경합 인정

  보충성 원칙 불채택은 부당이득법의 독자성을 선언한 ①과도 관련이 있는

데, 무엇보다 프랑스법에서와 같은 보충성 원칙은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여기서의 보충성의 의미는 주의를 요한다.37) 우선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

34)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 E 140, p. 176. 
35) 영국에서는 이러한 restitutionary proprietary claims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의제수탁

자로서 재산을 보유하도록 강제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청구권이라고만 정의하는데, 
이것과 진정한 물권적 청구권(proprietary claims)간의 구별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36) 이러한 단일모델은 Clive (1998), 385f.에서도 지지된다(“가장 논리적이며 편의로운 해결
책”). 특히 각국마다 상이한 구별법이 적용되므로 법통일을 위하여는 오히려 단일모델이 
지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37) Lionel Smith (2002), 596ff.는 비교법적으로 보충성 원칙과 관련하여, 법적 지위 간의 
관계로 하나가 적용되면 다른 것은 아예 적용이 배제되는 강한 보충성(strong subsid-
iarity, 가령 계약법과의 관계)과 청구권 간의 적용순서로서 하나가 적용되지 않으면 다
른 것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약한 보충성(weak subsidiarit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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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정의상(by definition) 이득의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보충성 원칙은 부당이득법이 다른 법분야를 잠식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DCFR은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 계약을 인정함으로써 

부당이득법에 의한 계약법의 잠탈을 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요건

이 충족되면,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에서 손실자는 자유로이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특히 소유물반환청구와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즉 DCFR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자유경합을 인정하면서, 이중회복(double recovery)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장을 취하였다. 

  ⑧ 입증책임은 일반규정에 따름

  입증책임은 일반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단일모델 채택과도 관련이 있

는데, 즉 유형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공통된 입증책임 분배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DCFR은 원칙적으로 이득의 부당성을 추정하면서 수익자가 이득의 

정당화사유를 입증해야 하지만(unjustified unless 또는 justified if), 예외적으로 

손실자가 이득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unjustified if). 

그리고 반환청구에 대해 수익자의 항변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상세는 제2부 제2장 5.에서 후술).  

  (3) 평가

  DCFR 부당이득편 성안에 있어 연구회가 내린 기본결정은 근대 부당이득법

상의 발전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근대 부당이득법이론을 수용하여 제정된 민

법과 상당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민법도 부당

이득법의 독자영역을 인정하면서, “법률상 원인” 개념을 통하여 무효·취소로 

인한 계약관계 청산도 부당이득법내에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법상 편제

한 것과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

다. 프랑스 판례법상의 보충성 원칙이 약한 보충성이라면, DCFR은 ‘강한 보충성’은 채
택하면서도 ‘약한 보충성’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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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계에 있어 DCFR이 일반조항에 이어 후속규정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보

충해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

로서 체계성의 면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38) 

38) 한편 Clive가 유럽민법전을 염두에 두고 성안한 부당이득법 초안(1998)도 일반원칙에 
이어서 요건과 효과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Clive (1998), 393ff.의 규정 초
안 참조) 조문의 분량이나 체계성에 있어서 DCFR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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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DCFR 부당이득편 규정 검토

  제1부에서는 DCFR 부당이득편의 개별 규정에 대한 축조 검토를 한다. 

DCFR은 모델규정이고 어디까지나 공통참조기준(CFR)의 논의의 장을 열기 위

하여 성안되었다는 점에서, 그 해석에 있어서 국내법에서와 같이 학설대립이나 

판례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DCFR 규정에 대한 분석은 해설

서에 나온 설명과 사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평가는 기존 입법례

와의 기능적 비교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과의 

비교가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필요한 한도에서 비교법적 논의를 추가한다. 

  DCFR 규정 검토를 위하여 2010년에 출간된 DCFR 최종본에 대한 해설서 

제4권 부당이득편 부분(주 21) 및 같은 해 출간된 유럽부당이득법원칙 해설서

(주 20)를 주로 참조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CFR의 계약외편의 법정

채권관계의 경우 유럽민법전연구회가 전담하여 성안하였고, 2005년에 연구를 

위탁받기 전부터 동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착수해온 PEL 시리즈로서 유럽부당

이득법원칙 해설서도 DCFR 검토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양자를 비

교해 보면 유럽부당이득법원칙 해설서와 DCFR 해설서는 약간의 수정(가령 사

례 관련 단락 순서 조정, 사례해설 내용의 일부 수정 등) 외에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서두에 90면 분량의 도입부(Introduction)가 있는

데, 그곳에서는 동 원칙 성안의 배경이 되는 상세한 비교법적 설명과 아울러 

사안 유형별 기능적 비교, 앞서 살펴본 8가지 기본결정, 그리고 용어설명이 수

록되어 있어 어떠한 배경에서 DCFR 규정이 성안되었는지에 관해 알 수 있어 

유용하다.  

  그 외에 DCFR의 성안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도 참조하였다. DCFR의 

전신에 해당하는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은 2004년 임시초안, 2006년 수정안을 거

쳐 2009년 DCFR 최종본에 편입되었다. 앞의 두 가지 안에 대하여는 작성자인 

Swann의 간략한 설명을 담은 글이 출간되어 있는데, 이는 DCFR이 성안 과정

을 엿볼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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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CFR 부당이득편의 경우 국내에 이미 2종의 번역본이 존재한다. 2009년 

최종본 발표 직후 이를 소개하면서 부록으로 실린 박희호 역(2009)과 법무부 

비교민법총서 시리즈로 출간된 가정준 역(2015)이 있다. 양자는 번역어 선정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만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양자 모두 

2009년 출간된 해설서 참조 없이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규정 내용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곳곳에서 적절치 못한 번역어 선정도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2종의 번역본 대신 새롭게 번역하였고 필요시에

만 기존의 번역을 참조하였다([부록 1] 참조). 

  DCFR의 성안과정에서는 영어가 작업언어로 사용되었고 그 성과물도 영문

으로 출간되었다. 한편 독일 오스나브릭 대학에서 Hans Schulte-Nölke 교수의 

검독하에 DCFR 번역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2012년 5월에 DCFR 전체에 대

한 조문과 해설의 독일어 번역이 완료되었다.40) 부당이득편의 경우 PEL 시리

즈로서 동 원칙 해설서 앞부분에 영어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14개 회원국의 언

어로 된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독어

본은 오스나브릭 대학 DCFR 번역프로젝트 결과물(동 대학 Sandra Rohlfing 역

/Hans Schulte-Nölke 검독)을, 불어본은 유럽부당이득법원칙 해설서에 수록된 

번역(파리 대학 Jacques Ghestin 교수 역)을 병기한다.  

39) 2004년 임시초안, 2006년 수정안, 2009년 DCFR 최종본에 대한 조문비교표는 [부록 2] 참조. 
40) 해당자료(총 분량 1,563면)는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다(http://ec. 

europa.eu/justice/contract/files/european-private-law_de.pdf 최종방문: 201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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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1. 기본규정

  DCFR 부당이득편은 하나의 단일한 일반조항(a single general norm)으로 시작

한다. 본조는 2004년 임시초안에서부터 성안되어 2009년 최종본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DCFR은 유럽부당이득법의 초석(corner stone)에 해당하는 부당이

득의 성립요건으로 (i) 부당성, (ii) 이득, (iii) 손실, (iv) 손실해당을 포석한 뒤,42) 

후속 장에서 이에 대응하여 각 요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제2장 이득의 부당성, 제3장 이득과 불이익, 제4장 손실에의 해당).43) 이

는 본조 (2)에서 “이 규정은 본편의 이하의 조문들과 조화되어서만 적용된다.”

고 규정한 것에서 분명해진다.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41) 기본규정에 대한 독일어 번역과 프랑스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VII.-1:101: Grundregel
(1) Eine Person, die eine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erlangt, welche dem Nachteil einer 

anderen Person zuzuordnen ist, ist verpflichtet, ihr die Bereicherung zurückzugewähren. 
 Article 1:101: Règle de base
(1) Quiconque obtient par l’appauvrissement d’autrui un enrichissement injustifié est tenu de 

le lui restituer. 
42) von Bar (2006), 217에서는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실체적인 점에서 쉽게 초

석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한다. 
43) 이 조문에 대한 박희호 및 가정준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박희호 역(2009):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그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가정준 역(2015): “어떠한 자의 손실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그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번역은 위 조항을 민법 제741조에 상응하는 일반조항으로 보고 있지만 DCFR이 
1:101(1)이라는 단일한 기본규정에서 출발하고, 이하의 규정들은 1:101(1)에 규정된 각각
의 요건에 대한 구체화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번역이다. 즉 1:101(1)의 번역은 제2장 
이하에 나오는 각각의 요건들, 즉 “unjustified”, “enrichment”, “attributable”, “disadvantage”에 
대한 역어를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

VII.-1:101: 기본규정41)

(1) 타인의 손실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타인에게 그 이득을 반환

할 의무를 진다.  
(2) 이 규정은 본편의 이하의 조문들과 조화되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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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제5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평가 

  해설서에서는 부당이득법의 입법례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포괄적 일반조항

(a single overarching claim)을 둔 국가와 사안유형별로 규정(multitude of discrete 

claims)을 두는 국가로 대별한다.44) 양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전자는 새로운 사

안유형이 나타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 적용범위

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반대로 후자는 그 적용범위는 명확

하지만 새로운 사안유형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그때마다 확장과 추가적

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45) 그러나 실제에서는 양자는 상호배타적

이지 않고 보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7세기 이래 준계약 소권으로 부당이

득 사안에 대처해오던 영국에서 1990년대 들어 일반원리로서 부당이득이 인정

되기 시작한 점,46) 그리고 명문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설

이 지배적인 독일법이 그러하다.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상당수의 입법례는 

양자를 혼합하여 개별 조항과 제도로서 부당이득사안에 대처하면서도 최후의 

보루로서의 일반부당이득을 승인하고 있다.  

  DCFR은 과감하게 전자의 방식을 취하면서 冒頭에 모든 부당이득 관련 유형

들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을 두었는데, 이러한 입법방식은 유럽민법전의 부당이득

법을 염두에 두고 그에 앞서 시도된 1998년 Clive 초안, 2010년 미국의 제3차 원

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일반부당

이득을 인정하되 보충적 제도에 머문 프랑스법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47)  

44) 후자는 다시 사안유형별 조항들을 부당이득법(독일)내에 둔 국가와 민법 전반의 인접한 
다른 법분야에 두는 국가(프랑스)로 나뉜다. 해설서, VII.-1:101, Note I. 1, p. 3850. 보다 
폭넓은 비교법적 개관으로는 von Bar (2006), 214. 

45)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380ff. 
46) 이는 주지하듯이 Lipkin Gorman v Karpnale Ltd. [1991] 2 A.C. 548을 의미한다. 해설서

에서는 영국법과 관련하여 “파편적 접근법에서 통일된 청구기초로의 移行期 상태”(in a 
state of transition from am fragmentary approach to a unified basis of claim)에 있다고 평
가한다. 해설서, VII.-1:101, Note I. 16, p. 3859. 

47) 1981년 쾨니히(Detlef König) 교수가 작성한 독일 채권법 개정안의 부당이득법 초안도 
일반조항(§ 5)을 두고 있으나 보충적 제도로 한정하였다. König, “Ungerechtfertigte B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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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조는 일반조항이지만, 후속 규정들의 보충을 받아 작동되도록 설계

되었다. 후술하듯이 DCFR의 후속 조문들은 매우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

고 각각의 개념과 요건들은 자체적으로 해석가능하도록 되어 있다.48) DCFR은 

기술적인 용어들로 정교하게 성안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司法的 재량 내지 유

연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이다.49) 

  3. 민법과의 비교

  민법도 부당이득에 관하여 제3편 제4장에 독자적인 장을 편성하고 그 冒頭인 

제741조에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민법 제741조와 1:101(1)는 조문의 표현만 

보면 일견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체계면에서는 양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DCFR은 1:101(1)의 일반조항은 후속 장들의 보충을 받아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민법의 경우 일반부당이득에 관한 단 하나의 조항만을 

두고 각 요건의 의미를 보충하는 세부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당이

득법의 운용과 해석에 있어서 일반조항인 제741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물론 제741조에서는 중요한 입법적 결정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득에는 “재

산”뿐만 아니라 “노무”도 포함되고(그에 따라 제746조에서는 이익을 얻는 방

식으로 ‘재산급여’와 ‘노무제공’이 언급된다), 이득의 부당성 판단은 “법률상 

원인”의 존부로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구

체적으로 이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률상 원인은 무엇이며 그 존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각각

의 요건마다 공평설에 입각한 통일설과 유형설에 입각한 비통일설이 대립하고 

있다.50)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공평설에 입각한 통일설의 입장이지만, 최근에는 

cherung”, Bundesminister der Justiz (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 (1981). 이는 König가 1970년대 독일채권법 개정작업에서 법무부의 
의뢰를 받고 성안한 것인데 2002년 채권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소
개로 양창수(1985. 12), 166면 이하 참조. 

48) 예외로는 위법성 항변에 관한 6:103상의 “근본원칙”과 “강행규정” 정도만 있다. 이에 
대하여는 II.-7:301 내지 303 참조. 

49) Wendehorst (2006), 244-264.
50) 이에 대하여는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5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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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론을 수용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51) 

  일반조항에 이어 각각의 요건들을 후속 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DCFR의 입법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체계성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규정을 

통한 요건·효과의 구체화는 부당이득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

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이득의 부당성 판단

  1. 개관

 

  부당이득 성립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득의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1:101에서의 ‘부당(unjustified) 이득’의 요건에 대응

하여 이득이 언제 부당한지(When enrichment unjustified)에 관하여 DCFR은 제2

장에서 다소 복잡하면서도 세밀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이득의 부당성 판단에 기본이 되는 조문은 2:101(1)이다. 그곳에서 이득

이 부당성 판단을 위한 두 개의 관문을 두고 있는데, 우선 이득의 ‘법률상 기

초’가 없어야 한다(동항 (a)). 이어서 ‘손실에 대한 임의 동의’가 없어야 하고, 동

의에는 착오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득에 법률상 기초가 없을 뿐만 아니라

(and) 손실에 임의 동의도 없어야 이득이 부당해지고, 법률상 기초가 없더라도 

손실에 대한 임의 동의가 있으면 이득은 정당해지므로 반환청구는 배제된다. 

  한편 2:101(4)와 2:102에서는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우를 확장 또는 제한하고 

있다. 우선 2:104(4)에서는 목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의 경우 예외적인 경

우이긴 하지만 법률상 기초로서 계약이 있거나 또는 손실에 대한 임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부당해진다고 규정하여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우를 확

51) 판례가 유형설을 암시하는 설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가령 분양대금 지급지시 사례에 관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및 
이를 따르고 있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여기에서는 “침해부당이
득관계”와 “급부부당이득관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 이후에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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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2:102는 적법한 채무이행의 결과 제3자에게 이득이 부

여된 경우 그것이 실제 또는 외견상 채무의 임의 이행이거나 이득이 그로 인

한 부수적 결과인 경우에 이득이 정당해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도해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DCFR 제2장 이득 부당성 판단 흐름도

      

    

  2. 이득이 부당한 경우

VII.-2:101: 이득이 부당한 경우들

 (1)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다: 
   (a) 수익자가 손실자를 상대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으

로 인하여 이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또는52)

   (b) 손실자가 임의로 그리고 착오없이 불이익에 동의한 경우

 (2) (1)항 (a)와 관련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이 무효이거

나 취소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 수익자는 그에 

기반한 이득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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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문의 구조와 특징

  (1) 조문의 구조

  이득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규정인 2:101(1)은 “unjustified unless”, 즉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득의 부당성을 전제로 단서 (a)와 (b)에 이득의 정당화 사유를 규정

하고 있다. 동항 (a)에서는 이득의 법률상 기초(legal basis)로서 계약 기타 법률

행위, 법원의 명령, 법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동항 (b)에서는 손실에 대한 착오 

없는 임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득이 부당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alternatively) 주장·입증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다.54) 우선 손

52) 동 조항의 (a)와 (b) 사이의 접속사를 ‘or’로 보는 것은 DCFR 작성자의 착각으로 보고 
‘and’가 적합하다는 견해로는 박희호(2009), 97-98면.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야말로 오해
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득이 부당해지기 위해서는 (a)와 (b)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는 것은 맞지만, (a)와 (b)는 조문 구조상(unjustified unless) 단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므로 
(a)나 (b)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득은 정당화되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
다는 점에서 ‘and’가 아니라 원문대로 ‘or’가 타당하다. 즉 반환청구자인 원고의 입장에
서는 not {(a) + (b)}가 맞지만, 반환의무자의 입장에서는 (a) or (b) 즉, 둘 중 하나만 입
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53) 박희호(2009): “법규범의 취지”; 가정준(2015): “법규의 정책”
54) 해설서, VII.-2:101, 3875에서 이를 “two alternative justifications”라고 표현한다. 

 (3) 그러나 그 규정의 정책53)이 수익자가 이득의 가치를 보유하게 하는 경우에만 

손실자는 법규정에 기하여 이득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 또한 이득은 부당하다:
   (a) 손실자가 그것을

     (i) 달성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또는

     (ii) 실현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수여한 경우

   (b) 수익자가 그 목적이나 기대를 알았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

었을 경우; 그리고

   (c) 이득이 이러한 사정에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익자가 받아들였

거나 받아들였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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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자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득은 정당화된다. 다만 계약성립에 취소사

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취소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이득은 정당하고, 따라서 

손실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이득의 법률상 기초를 

없애야 이득이 부당해진다(2:101(2)).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론적으로는 동항 (b)의 임의 동의 존부가 검토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

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률상 기초 없음에 대해 악의자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안과정

  본조는 성안과정에 있어 그 위치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수차례 격변을 겪

었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이득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대륙법의 법

률상 원인없음(sine causa) 접근법과 커먼로 부당요소(unjust factor) 접근법이 대

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연구회가 통상 취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 중도안

(intermediate solution)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55) 이에 따라 ‘무모’ 

(foolhardy)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양자를 절충하는 접근방식(mixed approach)이 

모색되었으나,56)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57) 결국 고심 끝에 대륙

법적 접근법인 ‘unjustified unless’로 회귀하였다고 한다.58) 그러나 실제 규정된 

것에 의하면 비교법적으로 사용되는 이득의 정당화 사유들을 총 망라하면서 

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이득이 최종적으로 부당해지도록 하는 방

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인 성안과정을 살펴보면59) 2002년 12월 조정위에서만 하더라도 현재 

55) Swann (2006), 236.
56) 비교법적 선례로는 스코틀랜드법이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Clive 교수가 1994년 10

월에 부당이득법 초안을 작성하여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Scottish 
Law Commission, Judicial Abolition of the Error of Law Rule and Its Aftermath, Discussion 
Paper No. 99, Appendix: Draft Rules on Unjustified Enrichment and Commentary. 

57) Swann (2006), 237에 따르면 처음에는 조정과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균형잡힌 틀(balance 
framework)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였으나, 내부의 정교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예외, 예외의 예외가 뒤섞이게 되어 이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elusive and unstable as a 
new heavy metal atomic element”) 결국 그러한 시도는 포기되었다고 한다. 

58) Swann (2006), 236f. 
59) 이하의 성안 과정에 대한 서술은 Clive (2004), 5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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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본에서와 같이 손실자의 동의와 법률상 원인을 나란히 열거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너무 축약적이고 PECL상의 무효 또는 위법한 계

약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기성상태에 대한 존중이 강화되기 위

하여는 단순히 이득의 정당화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어

서는 안 되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 2003년 12월에 열린 조정위에서는 영국법

처럼 이득의 부당화사유 목록을 제시하는 방법이 선호되었는데, 다만 부당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거나 무상처분 또는 사무관

리의 결과이거나 수익자가 별도의 보상책임 없이 법규정에 따라 보유할 권원

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지지 않는다는 조문이 추가되었다.60) 2004년 임시초

안에서는 이득의 부당성은 “정당화의 부재”라는 표제를 단 제3장에서 총 8개

의 조문을 두고 있었고(그 중 마지막 2개는 작성 예정),61) 총칙에 해당하는 제

1장의 1:102에서 제3장 규정의 예외로 DCFR상의 법률상 기초에 해당하는 3가

지를62) 규정하는 다소 산만한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수정안에 이

르러 총칙에 있는 1:102 규정은 삭제되고 그 위치도 제3장에서 제2장으로 조

정되었고 아울러 조문의 내용도 현재의 3개 조문으로 정리된 후,63) 약간의 문

구수정(동항 (a): “이득의 수익에” → “이득에”)을 거쳐 2009년 최종본으로 되었

다. 2004년 임시초안은 단순히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우를 단순 나열한 경우라면 

2006년 수정안과 2009년 DCFR 최종본에서는 이를 다시금 하나의 조문으로 압

축하면서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상의 성안 과정은 [부록 2] 참조). 

60) Clive (2004), 597f. 다만 ‘열린’ 목록으로 할지 ‘완결된’ 목록으로 할지는 미정이었으나 
열린 목록으로 할 경우 앞서 목록을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다시금 
unjustified unless 접근법으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Clive는 당
시 결정에 대하여 영국에서 부당요소 접근법의 수호자인 Birks 교수가 사망 직전 학문적 
전향을 통해 포기한 부당요소 목록(list of grounds) 접근법이 선호되는 것이 아이러니하
다고 평가한다. 

61) 각각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효 또는 취소된 처분, 계약 그리고 채무(3:101), 기타 자
발적 이전(3:102), 동의의 부재(3:103), 무능력(3:104), 실패된 채무면제(3:105), 반대이득의 
소멸(3:106), 기타 기대의 소멸(3:107 작성예정), 기타 정당화의 부재(3:108). 

62) 유효한 무상처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결과, 사무관리, 법규정. 
63) 한편 DCFR 2:102는 2004년 임시초안에서는 제2장 제1절 ‘이득과 손실’에 위치하였고 

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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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징

  DCFR 2:101(1)이 정하고 있는 이득의 정당화 사유들을 살펴보면 객관적 사

유와 주관적 사유가 모두 규정되어 있다. 우선 2:101(1)(a)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득의 법률상 기초로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은 객

관적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2:101(1)(b)에서의 손실자의 착오 없는 임의 ‘동

의’는 주관적 사유에 해당한다.64) 이득 부당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 연구에 의

하면 대륙법을 객관적 접근법, 영국법을 (대체로) 주관적 접근법으로 구분하는

데,65) 이 점에서 DCFR은 양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득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규정인 2:101(1)의 특징으로는 사

안유형별로 법률상 원인 존부를 상이하게 판단하지 않고 단일모델하에서 공통

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대표적인 급부이득에 해당하는 비채변제 사

안과 침해이득에 해당하는 사안인 타인물건 무단사용 사안을 예로 들면, 유형

설에서는 전자는 유효한 채권관계의 존부로, 후자는 법에서 할당한 권한의 침

해가 있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법률관계의 존부로 이득의 정당성 여부를 판

단한다. 그리고 악의의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항변을 부여하는 방

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시킨다. 반면 DCFR은 사안유형의 구별 없이 

단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2:101(1)(a)에 따라 수익자가 손실자를 상대로 이

득에 대하여 법률상 기초가 있는지를 검토한다(1차 관문). 여기에는 이득을 정

당화시키는 법률상 기초로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법규정이 있는

지가 문제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러한 법률상 기초가 없다. 다음으로 2: 

101(1)(b)에 따라 손실에 대한 착오 없는 임의 동의 존부가 문제된다(2차 관문). 

비채변제 사안의 경우 악의의 비채변제라면 변제자에게 손실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득은 정당해지고 따라서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타인물건 

무단사용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이득은 부당해지고 따라서 반

환청구가 성립된다. 결국 DCFR에 따르면 비채변제 사안이나 타인물건 무단사용 

사안 모두 법률상 기초의 존부에 관한 1차 관문에서, 악의의 비채변제의 경우

64) 나아가 본조 (4)에서 규정한 목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의 경우 손실자의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65) Johnston/Zimmermann (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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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손실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2차 관문에서 이득의 부당성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나. 이득의 정당화 사유

 

  (1) 법률상 기초 

  2:101(1)(a)에서는 이득의 법률상 기초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법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66) 이는 대륙법상 ‘법률상 원인’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들에 해당한다. 이는 종래 대륙식의 법률상 원인 없음 접근법이 추상적이라

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DCFR상의 ‘법률상 기초’는 객관적 사유들로 한정되고 목적급부상 ‘목적’은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법률행위에는 계약, 양도행위, 신탁, 유언

에 기한 처분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계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리고 2:101(2)에 따르면 법률상 기초가 무효, 취소, 기타 방법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67) 법률상 기초가 없어지게 되어 이득이 부당해진다. 즉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면 이득은 정당화되고, 그로 인한 대가 및 불이행의 

위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존재하면 부당이득법은 적용되지 않고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어야만 

비로소 부당이득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하

더라도 법에서 규정된 무효에 해당하지 않거나(II.-7:207 불공정한 착취), 나아가 

착오나 사기·강박 등의 의사표시상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취소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계약이 취소(II.-7:201 착오; II.-7:205 사기; II.-7:206 강요 또는 

협박)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행에 대하여 계약상 합의된 보상에 국한

66) 한편 2004년 임시초안에서는 무효 또는 취소된 “무상처분 또는 계약이나 채무이행”이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6년안에서는 “계약 기타 법률행위”로 포섭되고 2009년 최종본에
서도 이어진다. 이는 DCFR이 법률행위 개념을 채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7) 이에 대하여 Koziol (2009), 110f.는 이와 같이 소급적 무효인 사안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대륙법상 전통적으로 부당이득법에서 다루어지던 condictio causa finita 사안이 포섭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DCFR에서는 해제조건이 성취와 같이 장래효만을 가지
는 경우 원상회복은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III.-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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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다.68) 나아가 상대방의 불이행의 경우에

도 계약법상의 구제수단이 적용되고 부당이득법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당이득법적 구제수단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부적절할 것”이다.69) 

  한편 법규정과 관련하여 본조 (3)에서는 법규정에 의한 이득에의 권리부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부여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선의취득(거래안전 보호), 파산법상 채무면책(채무자 회생), 취

득시효(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해소),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

제(공익상 이유)가 언급된다. 다만 첨부의 경우에는 권리는 귀속시키지만 권리

상실자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한다.70) 

  (2) 손실자의 임의 동의

  2:101(1)(b)에서는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 손실자의 손실의 대한 착오 없는 

임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103(1)에서는 임의 동의 배제는 손실자의 

동의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해설서에서는 임의 동의의 경우를 의도적 이득부여와 자익추구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수적 이득(incidental benefit)으로 나누고 있다.71) 전자의 경우 이득이 

정당화되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손실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

익으로 행위하면서 타인에게 부수적으로 이득을 부여하는 후자의 경우에도 손

실에 대한 임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예로는 해설서에서는 소유자가 자

신의 토지를 위해 관개시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웃 토지에게 용수개선이라는 

이득을 준 경우를 들고 있다.72) 

  한편 손실자는 의도적으로 이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자의 손실에 

대한 동의에는 ‘착오’가 없어야 한다. 이때 착오의 대상은 수익자(misdirected 

68) 해설서, VII.-2:101, 3884. 
69) 해설서, VII.-2:101, 3881. 
70) 해설서, VII.-2:101, 3897. 첨부 관련 규정으로는 VIII.-5:201 이하 참조.  
71) 해설서, VII.-2:101, 3899.
72) 해설서, VII.-2:101, 3900, 사례 36; VII.-3:101, 4009 사례 10도 참조: “An exploitation of 

a state of affairs ‘after the fact’ is not a receipt of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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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또는 채무의 범위(excessive performance)와 관련된다.73) 착오이기만 

하면 법률의 착오이든 사실의 착오이든 불문하고74) 착오에 귀책사유 없을 것

(inexcusable error)도 요구되지 않는다. 아울러 쌍방착오일 필요도 없고 일방착오

로도 충분한데, 그 이유는 계약의 구속력을 없애는 취소와는 달리 이는 일방적

인 급부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적으며, 상

대방이 선의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망외의 득(windfall)이기 때문이다.75) 

  착오는 다만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causative error), 즉 착오가 

없었다면 이득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진실한 사태 또는 

법에 대한 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실한 사태를 알았더라면 손실을 입지 않

도록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의심을 품었으

나 다른 의도, 즉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득을 부여한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배제된다.76) 한편 착오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어야 하

며 따라서 장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실패(misprediction)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

는다. 후자의 경우는 본조 (4)에서 규율된다.77) 

  (3) 목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의 경우  

  DCFR상 이득의 부당성 판단은 기본적으로 2:101(1)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하여 DCFR은 목적 부도달 내지 기대 미실현으로 인한 반환청구권

(2:101(4))을 규정하여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우를 확장시키고 있다.78) 즉 손실

73) 해설서, VII.-2:101, 3902에서는 전형적인 착오의 시나리오로 (i) 채무가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ii) 제3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변제하는 경우, (iii) 수익자의 동일성이나 채무의 양에 대한 착오를 들고 있다.

74) 이는 계약의 취소와 관련한 착오규정에서 양자의 구별을 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부당
이득법상 다른 취급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해설서, VII.-2:101, 3900). 2004년 
임시초안에는 사실착오와 법률착오가 모두 열거되었으나 2006년 수정안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삭제되었다. 

75) 따라서 DCFR은 비계약관계상의 수령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일단 반환책임
은 발생되고 항변부여를 통해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설서, VII.-2:101, 3901: “... they [ =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the other party] can 
relate only to the legitimacy of the enrichment, not a whole legal relationship.”

76) 해설서, VII.-2:101, 3903. 
77) 예측실패가 ‘착오’가 아닌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2:101(4)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우

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는 Swann (2006), 2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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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어떠한 목적이나 기대를 가지고 이득을 부여하였으나 그것이 부도달 또

는 미실현된 경우 당사자 간에 그러한 이득이 부여되는 전제 상황에 관해 일

정한 양해가 있다면 이득은 부당해진다. 즉 그 경우에는 손실자의 손실에의 

임의 동의가 있음에도 이득이 부당해질 수 있게 된다. 한편 본항은 당사자 간

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이 존재한다면 이득

의 법률상 기초가 있고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는 계약법적 수단(예: 해제, 위

험부담 등)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7:101(1)).79) 따라서 

부여된 이득이 계약범위 밖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본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

표적인 예로 상속을 기대하고(또는 상속을 전제로) 소액의 급여만을 받기로 

하고 수십 년간 가업에 종사하였으나 (유언의 방식흠결, 유언변경 등을 이유

로)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본항은 “매우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quite deliberate policy choice)으로 성안된 

것으로,80) 성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4년 임시초안에서는 3:106에 “반

대이득의 소멸”(Failure of Counter-enrichment)이라는 표제로 규정되었다. 이후 

문구 수정을 거쳐 2006년 수정안부터 2:101(4)로 위치이동을 하였고 2009년본

에 수정 없이 확정되었다. 2004년 임시초안과 2006년안(2009년 DCFR 최종본

과 동일)을 비교해보면 2009년 최종본에서는 “목적”이라고 표현된 것이 2004

년안에서는 반대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만 한정되고, “기대”는 포함되지 않

았다. 반면 2004년안에는 손실자가 “손실당한 위험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여 손실자의 위험인수가 반환청구 인정여부에 있어 중요한 기준

이었으나 2006년안부터는 수익자 측의 사정이 요건에 포함되었다. 

  본항의 적용범위, 특히 계약법과의 경계와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설서는 본항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서, 본항 (b)와 (c)가 부당

이득반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본항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수익

78) Swann (2006), 238에서는 2:101(4)을 2:101(1)과 정당화 흠결에 관해 규정하는 평행규정
(parallel rule)으로 보지만, 2:101(1)의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9) 해설서, VII.-2:101, 3905. 아울러 이를 인정하면 착오취소를 위한 엄격한 요건들을 우회
하여 사실상 동기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의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80) Swann (2006), 2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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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악의자로 다루어질 것이다. 

  다. 평가

  (1) 체계면에서의 평가

  이득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DCFR의 특징은 비교법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기준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81) 2:101(1)(a)에서의 이른바 법률상 

기초는 대체로 대륙법계에서의 “법률상 원인”에 상응하고, ‘unjustified unless’ 

조문 구조 역시 대륙법적 접근법에 가깝다. 다음으로 2:101(1)(b)에서의 착오 

없는 임의 동의는 영국법상 대표적인 부당요소로서 착오(mistake)를 연상시키고, 

그 외에 2:103(1)에 열거된 동의의 임의성을 배제하는 사유들 역시 영국법상의 

부당요소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82) 이 점에서 DCFR은 대륙법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되 영국법적 요소들도 가미하여 이득의 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목적 부도달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로마법이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소

권까지 추가하였다. 

  이러한 이득의 부당성/정당성 판단기준의 규정방식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대륙법계의 법률상 원인없음(sine causa) 접근법의 추상성을 완화시켜준다는 장

점이 있고, 실제 독일법보다 앞선 진보로 평가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83) 그

러나 여전히 추상적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목록이 어떤 

지침(guidance)을 줄지는 매우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84) 한편 2004년 임시

초안 발표 당시부터 이러한 열거방식은 크게 보면 영국의 부당요소 접근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85) 이러한 취지의 지적은 최종본 발표 당시까지도 

81) Smits/Mak (2011), 265: “integrated system”. 
82) Birks (1985, 1989), 140ff. 참조(“non-voluntary transfer” 중 “vitiation”에 해당하는 사유로 

ignorance, mistake, compulsion, inequality). Birks는 영국내에서 부당요소들을 최초로 체계
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Burrows (2002), 41ff. 참조. 국내문헌으로 박세민(2014. 
3), 62면 이하 참조. 

83) Belling (2013), 58. 
84) Smits/Mak (2011), 260. 
85) 2003년 9월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독일비교법학회의 사법분야 학술회의에서의 

Sonja Meier의 발언(Peter Huber, “Diskussionsbericht”, Grundstrukturen eines Europäischen 
Bereicherungsrechts (2005), 289). Smits/Mak (2011), 259도 2:101이 기본적으로는 이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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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86) 이와 같이 나열을 통해 일반조항의 의미를 채우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확고한 체계(starre System)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87)과 

좀 더 과격하게 이러한 방식은 원리적 접근법에 대한 포기라는 비판도 있다.88) 

무엇보다 여러 법계에서 사용되던 기준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혼

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89) 가령 비채변제의 경우 법률상 기초의 부재와 착오

없는 임의 동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륙이나 영국 양쪽

의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조의 평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Wendehorst는 사안유형별로 

검토하는데, 2자간 침해이득의 경우(예: 특허권 침해) 무난하게 잘 해결되고(다

만 논의 검토순서상 제3장과 제4장이 먼저 나온 뒤에 제2장이 나오는 것이 좋

다고 한다).90) 단순 비채변제 사안도 제4장까지 거쳐야 해결되는 “도그마틱 과

잉(dogmatische Overkill)”을 제외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평가한다.91) 그러나 단

일모델의 부수효과로서 2:101(1)(b)는 쌍무계약의 청산과 비용이득사안에는 적

합하지 않은 점(“grob und undifferenziert”)을 지적한다.92) 즉 2:101(b)에서 제시

된 임의로 착오 없이(freely and without error) 비용지출 또는 노무제공하였는지

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악의 비용지출자에는 극단적으로 적대적(extrem ver-

wenderfeindlich)이라고 한다.93) 비용이득 사안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법이 적용

당하게 하는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식 접근법을 취하였다고 본다. 
86) Smits/Mak (2011), 254. 그러나 영국법보다 훨씬 추상적이며, 이러한 규정들이 개별 사

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불명확하다고 한다. 한편 Smits (2008), 158ff.에서는 영국
의 부당요소 접근법과 유사하나 추상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고, Wendehorst 
(2008), 224도 2:101은 대륙법과 영국법의 혼합이기는 하나 2:103(1)과 결합해서 보면 
2:101(1)(b)는 부당요소 접근법으로 보고 있다.

87) 위의 Meier의 발언(주 85).
88) 이미 Clive (1998), 388, n. 18은 법률상 기초를 열거하는 방식(가령 착오급부, 강박급부, 

무효인 거래에 기한 급부, 불법취득 등)은 법을 ‘化石’으로 만들 것이고 이는 원리적 접
근법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 이득이 부당해지는 사유”와 같은 열린 목록(open 
list)을 추가하는 것 역시 득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89) 그러한 취지의 지적으로는 Belling (2013), 58. 
90) Wendehorst (2008), 223. 
91) Ibid., 242. 
92) Wendehorst (2008), 249. 
93) 이에 대하여는 Virgo (2006), 74ff., 283ff. 



- 31 -

되어야 하지만, DCFR은 사무관리의사를 엄격히 요구하므로 결국 구제수단이 

없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Wendehorst의 평가는 대체로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기존의 접

근법에서 보면 DCFR의 해결법은 침해이득의 경우에는 적절하나 급부이득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부당이득 사안에서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침해이득의 경우 적절한 해결법이 되는 이유는 

DCFR이 권리침해의 가장 전형적 구제수단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의 유추모델

을 택한 것과도 관련이 있고(제2부 제1장 2. 라.), 급부 사안의 경우 해결법이 

복잡하게 된 이유는 단일모델 채택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로 보인다. 무엇

보다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임의 동의의 일반화로 인해 악의의 비용지출자

의 경우 일체의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대목

이면서 “가혹하고 대단히 설득력이 없는 해결책”(crude and not very convincing 

solution)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94) 

  (2) 목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에 관한 2:101(4)의 적용범위 

  2:101(4)는 목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을 

확장시키는 규정이다. 로마법상 ‘목적 부도달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causa 

data causa non secuta; D.12.4)’을 연상시키는 이 규정에 대하여 꼭 필요한 조문

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95)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 비판의 초점

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계약법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거나, 정반대로 계약법

에 의해 충분히 규율되므로 본항은 무용하다는 것으로 나뉜다.

  Wendehorst도 이득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목적이나 기대가 전제

된다는 점에서 동조가 거의 모든 부당이득 사안을 포괄한다고 하면서, 특히 

계약법과의 경계설정에 있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96) 그러면서 본항이 

94) Wendehorst (2006), 254. 아울러 선의비용지출자의 경우에도 반환범위를 절약액에 한정
하는 점도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강요된 이득이라는 별도의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95) Belling (2013), 58. 다만 대륙법계가 아닌 법률가들의 경우에는 해설서 없이는 동 조항
의 적용범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96) Wendehorst (2006), 248f. 동지: Koziol (2009), 110. 나아가 Wendehorst (2008), 237, n. 40
에서는 독일민법 제814조는 현재 목적론적 축소적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민법전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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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한 문제사안은 계약법 규정으로 모두 규율가능하거나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수령자가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상정되

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체결된 반환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

라고 한다(II.-4:102). 그렇다면 2:101(4)는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계약법상의 규

율(착오, 행위기초의 소멸, 급부장애)을 좌절시키는 규정이고, 따라서 이는 부

당이득법상 이물(Fremdkörper)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97) 이러한 비판

은 본항과 유사한 취지를 규정한 독일민법 제812조 제1조 제2항 후단에 대한 

독일의 다수설의 비판적 논조와 일치한다.98) 

  본항의 문구만을 놓고 보면 그 적용범위는 무제한적으로 파악되며99) 따라서 

계약법과의 경계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모

든 계약청산에 적용될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동기착오로 인한 

취소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여 착오취소의 엄격한 

요건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DCFR 해설

서에서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항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 예

정되어 있는 조문이고, 그 경우에도 (b)와 (c)의 추가적인 거름장치(“filtering 

role”)를 통과한 경우만 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반

대설도 여전히 존재한다.100) 

  생각건대 본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일방의 동기착오에 의한 계약청

산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비판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DCFR에서도 당사

자 간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법이 우선적용되므로, 가

령 계약이 존재하면 착오취소의 요건(II.-7:201)을 갖추어 취소되지 않는 한 부

당이득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한 약점이 DCFR에 들어오게 된 점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97) Wendehorst (2008), 242f. 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이행의 반환청구에는 본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취소나 해제에 관한 규정들이 역시 잠탈되기 때문이
라고 한다. 법기술적으로는 부당이득법에서 삭제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계약성립
에 관한 II.-4:101이하에 둘 수 있다고 한다. 

98) 이에 관하여는 MünchKomm/Schwab, § 812, Rn. 377ff.
99) 심지어 Smits/Mak (2011), 259에서는 착오변제의 경우에도 동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

는데, 이는 로마법상 condictio ob rem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지적으
로 Belling (2013), 58. 

100) 반대설: Smits/Mak (201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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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계약법의 우위가 지배하는 한 본항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상대방

의 반대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경우(유언, 혼인 등)와 계약이 존재하

더라도 부여된 이득이 계약관계 내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

에 해당하는 경우로 유언자가 유증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기하여 상대방이 

유증을 기대하고 유언자 생전에 일정한 이득을 부여하였으나 유언이 방식흠결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 외에도, 成婚을 기대하고 당사자 사이에 예물이 수수

되거나(상대방의 친지에게 예단이 제공되는 경우), 제3자가 결혼자금 또는 신

혼집이나 혼수 마련 용도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를 들 수 있다.101) 물론 당사

자 간의 예물수수의 경우에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아 

반환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102) 후자의 경우까지도 증여자가 그와 같은 조

건을 붙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3자는 성혼을 바라며 이를 축하해주

기 위해 제공한 것이지 혼인의 불성립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허가요건 불비로 인해 무

효인 경우에 선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 사례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부여된 이득이 계약관계 내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가령 가족구성원이 가업을 승계(또는 지분

상속)한다는 양해하에 소액의 보수만을 받고 수십 년간 가업에 종사하였으나 

결국 상속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고용계약은 존

재하였으나 보수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부분과 상속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제

공한 노무부분은 관념상 분리되어야 하며,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본항에 기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103)

  해설서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대 미실현을 포함시켜서 본항의 규율범

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가령 해설서에서는 교섭단계에서 계약체결을 예기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득을 부여하였으나 끝내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101) 그 밖에도 동거하는 동안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개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02) VII.-2:101 사례 23, 3891에서는 결혼선물을 결혼식 전에 보냈는데 신랑의 불륜사실이 

알려져서 파혼이 된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부 증여로 보아 법률상 기초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DCFR 해설서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례가 2:101(1)과 2:101(4)에서 
동시에 다루어지면서 달리 처리되고 있다.     

103) 이 경우 노동법적으로 결과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의 노동력에 대하여도 계약상 임금
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김형배(2001), 548면 참조



- 34 -

상대방이 얻은 이득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104) 가령 계

약 교섭과정에서 계약체결을 예기하고 견본품이나 사은품 등을 미리 제공한 

경우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5) 다른 한

편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주인 몰래 세차해버린 사안의 경우 이득이 부

당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동항 (c)의 요건 즉, “이득이 이러한 사정에서 반

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익자가 받아들였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있다.106) 그리고 비교

법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상속인 수색업자 사안에서, 상속인 수색업자가 상속

관련 정보를 일부 제공하면서 계약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만 

계약체결과정에서 상속인 수색업자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

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된다.107) 

  정리하면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의사가 존재하고 그것이 계약법에 의

하여 규율되는 경우라면 계약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관계가 존

재하지 않거나 미처 당사자가 반환상황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경우라면 상

황은 달라진다.108) 이 경우에 결국 제반사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

제되겠으나, 당사자의 (조건부) 의사를 매개로 계약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것이

냐 아니면 법정채권관계인 부당이득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Wendehorst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목적이나 기대만이 아니라 상

대방의 의사 및 제반사정까지 고려하는 2:104(4)(b)와 (c)를 통해 어느 쪽을 적

104) 해설서, VII.-2:101, 3906. 한편 Swann (2006), 238은 가족 간 문제되는 사안을 제외한
다면 계약체결 전 협상과정에서 장래의 계약상대방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지출한 비용
이 본항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 

105) 독일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주문하지 아니한 급부를 한 경우 명문으로 반환
청구권을 배제한다(제241조의a).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DCFR에도 있다. II.-3:401(1) (b): 
“이로부터 어떠한 비계약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착오 또는 기타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정하에서라면 예외가 적용된다(II.-3:401(2)). 

106) 해설서, VII.-2:101, 3907, 사례 44,
107) 해설서, VII.-2:101, 3907f., 사례 45. 다만 그 경우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라면 II.-3:301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08) 로마 계약법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한정된 유형의 계약(이른바 목적급부를 내용으로 하

는 불완전 쌍무계약)에만 적용되었던 condictio causa data causa non secuta 소권은 근대 
계약자유 원칙 이후로는 계약법 밖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Evans-Jones (1997), 
13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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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든 양자는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약

이 없는 상황에서 부여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이득반환과 관련한 ‘계약상

의 합의’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아 계약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는109) 

이제는 극복된 준계약적 구성을 연상시키고, 따라서 부당이득법에 의하는 것

이 더 자연스러운 해결법으로 보인다. 결국 본항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란 

계약이 없거나 계약규율범위 밖에서 일방의 선이행의 형태로 이익이 부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계약법의 흠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보

충하기 위해 부당이득법이 적용되는 것이 부당이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러한 점에서 본항이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의 경계를 흐린다는 점은 타당하지 

못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일정한 목적이나 기대를 전제로 이득을 부여

하였고 그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그 목적이나 기대가 달성되

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부여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문제되는데, 

그것을 계약법에 의할 것인지 부당이득법에 의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110) 이때 2:101(4)와 같은 규정은 현대 계약법상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일정한 사안유형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이득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라

는 문구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이득이 부당해진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가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공평

설과 유형설의 대립이 존재한다.111) 이 점에서 법률상 기초(legal basis)를 구체

109) Wendehorst (2008), 249.
110) Swann (2006), 237. 이 점은 Smits/Mak (2011), 261ff.도 인정한다. 즉 장차 사무실 임대

차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 미리 입주하여 사무실을 사용
하던 중, 다른 더 좋은 장소를 찾게 되어 결국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동안 미리 입주하여 사용한 사무실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된 사안을 언
급하면서(예기된 계약사안),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결론에 있어서는 반환청구가 
인정되나 그 근거가 계약과 부당이득의 사이에 놓여있는 사안으로 보면서, 이때 신뢰와 
이득부여라는 누적효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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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DCFR의 입법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2:101(1)(a)에 열거된 이른바 법률상 기초들은 민법에서도 법률상 원인

으로 인정되는 것들이다. 본조 (2)와 (3)도 민법에서 통용되는 규율이다. 법규

정에 의한 이득의 법률상 원인의 대표적인 예로 선의취득(제249조 등)이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경매절차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득

은 법률상 원인이 있게 되고,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으로 얻은 이득의 

경우 확정판결이 재심절차를 거쳐 취소되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확정판

결의 집행력과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가 제기되어 청구

이의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종전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으로 얻은 이득이 반환

청구될 수 있다.112)

  DCFR의 가장 큰 특징이자 민법과의 차이는 법률상 기초와 나란히 2:101(1) 

(b)에서 손실자의 손실에 대한 동의를 이득의 정당화사유로 일반화시킨 것이

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악의의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동

일하다(제742조). DCFR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용지출사안에까지 이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악의의 비용지출자의 경우 일체의 반환청구를 배제하는데, 

이는 민법상 악의의 비채변제는 급부부당이득에만 적용되고 악의의 비용지출

자라도 제203조에 의해 필요비와 현존하는 가치증가분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

에서 비용상환이 인정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2:101(4)에 해당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2:101(4)가 

문제되는 사안유형과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착오, 사정변경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113) 물론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하여 합의

111)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59면 이하. 
112) 양창수·권영준(2015), 496면. 경매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문제에 관하여는 민법주해/양창

수(2005), 제741조, 312면 이하 참조. 
113)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76면. 한편 김형배(2003), 107면 이하는 이 유형에 

속하는 부당이득 사례를 (i) 선급부유형(Vorleistungsfälle), (ii) 與因급부유형(Veranlassungs-
fälle), (iii) 목적출연유형(Zweckverwendungsfälle)으로 구별하면서, (i)의 경우에만 목적부
도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고, (ii)는 사정변경의 원칙(행위기초의 장애)을 
이유로 한 계약상의 반환청구, (iii)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방적 동기에 의한 목적증여이
므로 목적 부도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전2자의 경
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전제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출연자의 목적에 대하여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느냐라는 점에서 위의 구분법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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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착오 취소나 사정변경과 같은 계

약법리로써 대부분의 사안들이 규율되겠으나 계약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가 얼

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급부목적에 대한 양해 내지 합의가 있었

으나 그것이 계약상 합의로 구속할 수 없거나,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까지는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한 경우에 목적 부도달 부당이득은 유용

한 해결책이 된다. 

  실제 문제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당사자 간에 급부목적에 대한 양해 내

지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이 계약상 합의로 구속할 수 없는 경우로 약혼의 해

제·파기로 인한 수수된 예물의 반환 문제가 있다. 판례는 이 경우 혼인불성립

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아 해결하고 있고,114) 학설도 대체로 판례를 

지지하고 있다.115)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사안으로 처리되는 것은 같지만,116) 

‘혼인불성립’이라는 조건의 ‘의제’는 준계약적 구성을 연상시키고 혼인 성립이

야말로 계약상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전형적인 목적 부도달(causa data 

causa non secuta) 사안에 해당한다.117) 그리고 이것은 약혼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양해 하에 선급부하였으나 계약

상 합의까지 반영되지 못한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

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의 경우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을 유동적 무효 법리를 동원하여 해결하고 있다.118) 즉 

114) 대법원 1976. 12. 29.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 13. 선고 96다5506 판결. 한편 판례는 약혼 해제에 관하여 유책 
당사자는 예물반환청구를 부정한다. 대법원 1976. 12. 29.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이
에 대하여 지원림(2014), [6-25]에서는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유책당사자의 반환청구권 
부정을 지지한다. 

115) 주해친족법/윤진수(2015), 제806조, 111면. 한편 오종근(1990. 1), 25면은 일반적으로 약
혼당사자가 약혼예물 수수시에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불길한 상황까지 예상하여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목적적 증여설을 택한다.  

116)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사건 다목에서는 다류사건에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 원상회복의 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117) 동지: 오종근(1990. 1), 26면(다만 신의칙을 근거로 반환청구가 배제될 수는 있으나 이
는 약혼관계 해소와 같은 유책성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금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을 위해 약혼관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대
설: 주해친족법/윤진수(2015), 제806조,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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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상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인데(동법 제118

조 제6항), 아직 허가처분을 받기 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당사

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할 수 없고,119)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등의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지

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120)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목적 부도달 사안으로 구성하면 훨씬 간명하게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목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datio ob rem) 이는 ‘법률상 원인’(causa)을 구성하므로 목적 부도달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계약금 지급시 허가요건 

미비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742조가 적용되

어 반환청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121) 비교법상 독일의 경우 방식흠

결로 무효인 매매사안에서 무효(제125조 제1문)임을 알았지만 하자의 치유를 

기대하며(제311조의b 제1항 제2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끝내 치유되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을 목적 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condictio ob rem)로 규율하고 있는 점도 참조해 볼 가치가 있다.122) 

  그밖에 민법상 목적급부 사안으로는 장차 계약이 유효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일정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가령 계약체결을 기대하며 교

섭 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미리 대금의 일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나 

본인의 추인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한 경우 목적이 부도달되거나 기대가 미실현된 경우 설령 계약이 아직 체

결되기 전이라는 사정이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123) 

11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19)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4131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등.
120)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36972 판결. 
121) 김상용(2009), 540면 이하는 이를 “유동적 비채변제”로 명명하며 새로운 비채변제로 

이론정립을 시도하나 전통적으로 부당이득법상 문제된 목적급부 사안으로 충분히 포섭
가능하다.

122) Staudinger/Lorenz (2007), § 812, Rn. 110. 물론 독일은 목적 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
환청구의 유형을 일반조항인 제812조 제1항 제2문 후단(“급부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
용상 목적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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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이득이 발생한 경우

  가. 번역 관련

  본조의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용어의 번역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본조에서 ‘제3자’라는 표현은 민법(가령 제747조 제2항)과 다르다는 점에

서 주의를 요한다. 본조의 표제나 본문상의 ‘제3자’는 바로 계약의 상대방으로

서 실제 또는 외견상(real or apparent) 채권자를 의미하고, ‘수익자’가 해당 법

률행위 밖의 제3자(third party to a juridical act), 즉 강학상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어법상의 혼동은 DCFR이 급부방향이 아닌 재산이동방향에 초점을 

두고 이득을 얻은 자를 ‘수익자’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조문상의 용

어법과는 달리 해설서상의 설명에서 ‘제3자’는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어 양자

를 잘 구별해야 한다.124) 

123) 민법주해/양창수(2005)는 목적 부도달 사안은 법률행위법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보면서
(176면), 계약체결을 기대하며 미리 대금을 지급한 사안의 경우는 비채변제가 아닌 목적
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로 파악한다(398면 이하). 한편 본인의 추인받
을 것을 목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지급한 경우는 장차 계약이 유효하게 될 것을 기대하
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196면 이하. 통상 장차의 추인을 기대하여 급
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인 전이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목적급부 사안의 인정 실익은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 내지 기대도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악의의 비채변제규정(제742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
(독일법은 목적급부에 관하여 제815조에서 별도의 반환청구 배제조항을 두고 있다), 목
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 전에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
되어야 한다. 본인의 추인받을 것을 기대하며 무권대리인에게 급부한 사안의 경우 급부
자는 제134조 본문상 언제든지 철회가능하며 다만 제134조 단서의 적용만을 받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124) 해설서, VII.-2:102, 3964: “법률행위의 제3자[= 강학상 제3자]가 손실자의 부당이득청구
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3969: “본조는…손실자와 제3자[= DCFR상의 제3자; 실제

VII.-2:102: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것이 손실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또는 부담하는 것

으로 여겨진(supposed) 채무를 이행한 결과인 경우, 그 이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화된다: 
  (a) 손실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 또는 

  (b) 이득이 단지 채무이행의 부수적 결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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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supposed obligation”의 번역이 문제된다. 본조는 2004년 임시초안에

서는 “검토중”(under revision)으로 되어 있다가 2006년 수정안에 비로소 등장하

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supposed obligation”라는 표현은 없었고, 2009년 최종본

에서 해당 문구가 삽입된다. 해설서상에서는 이를 “(real or apparent) obligation”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p. 3965), 여기에서 ‘외견상’ 채무에는 채무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void or avoided)’된 경우(p. 3964)가 포함된다.125) 더 나아가 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양도인에게 이행한 경우도 포함된

다.126) 한편 채무자 혼자서 제3자에게 이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생각한 경

우는 본 조항에 의해서 그 이득이 정당화되지 않고 따라서 그 경우 수령자로

부터 직접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2:101(1)의 착오이행). 

  이에 관하여 기존의 번역어들을 살펴보면, 독역은 “die benachteiligte Person 

auf eine bestehende oder angenommene Verbindlichkeit leistet”이고, 불역의 경우 

영어의 “supposed”나 독일어의 “angenommene”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이 그냥 

“d’une obligation”이라고만 되어 있다. 국문 번역으로 가정준(2015), 309면은 

“추정 채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가 있다고 단순히 

“추정”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박희호(2009), 122면의 “가상의 

채무”라는 번역도 조문의 이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진”으로 번역한다. 여기서 

‘여겨진’의 의미는 ‘외견상’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의 무효·취소, 채권양

도 후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나아가 채무가 없더라도 지시인의 유효

한 지시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가 없음

에도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행한 경우(오상채무)는 본

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는 계약상대방] 간의 법률관계(특히 계약)가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본질적인 이유였던 
대부분의 경우에 제3자[= 강학상 제3자]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부터 보호해준다.”

125) 다른 표현으로 ‘무효인 계약상의 채무’(an obligation under a contract which is without 
effect p. 3965; ‘valid or ineffective’ p. 3985)

126) 해설서, VII.-2:102, 3968, 사례 12. 그 경우 선의 채무자 보호를 위해 법률의 규정상 
변제효가 인정되는 상황(III.-5:119 (채권자 아닌 자에 대한 이행) (1))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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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정해설

  (1) 계약법의 기본원리

  해설서상에는 본조의 규정취지를 계약법의 기본원리에서 찾고 있다. 즉 계

약상대방을 선택한 이상 그로부터의 반대이행을 기대한 것이고 이것이 부당이

득반환관계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7)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로

부터 DCFR은 이른바 계약상 채무가 적법하게 제3자에게 이해된 경우 계약상

대방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다만 그 근거를 채무자의 

임의이행에서 찾고 있다(동조 (a)). 한편 계약상 채무이행을 통해 제3자가 부수

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득은 정당화된다(동조 (b)).128) 이로써 손실자로 하

여금 자신의 계약상대방을 상대로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간접적으로 관철되게 되고, 이익전용소권(actio de rem in 

verso)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DCFR은 이러한 법리를 지시사례,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이른바 

3각관계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제2부 제3장 1.에서 후술). 이에 따라 

유효한 지시가 있는 지시사례에서는 지시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사안에서는 양

도인을 상대로,129)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

야 한다.130) 이러한 경우 실제의 재산이동 과정과는 무관하게 계약관계의 청

산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27) 해설서, VII.-2:102, 3965. 
128) 한편 해설서, VII.-2:102, 3969에서는 본조 (a)와 (b)는 수익자의 이득이 채무의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냐 채무의 목적은 아니고 단순한 부수적 결과일 뿐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양
자를 통틀어(as a composite) 손실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
한 결과 제3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그 제3자의 이득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는 사안유형에서 명확히 구별된다. 다만 재산의 직
접이동이 전제되는 한 2:103(2)의 임의성 배제가 양자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은 적다. 한편 해설서에서 부수적 이득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p. 3969의 사례 14
(도급인이 착오로 알려준 주소에 가서 수급인이 청소함으로써 그로 인해 그곳의 소유자
가 이득을 얻은 사안)는 이익전용사안이 아닌 오히려 착오이행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129) 해설서, VII.-2:102, 3968, 사례 10(매매대금 청구권이 양도되었는데 기본계약이 쌍방착
오로 취소된 사안). 

130) 해설서, VII.-2:102,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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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한계: 채무범위 밖의 이행인 경우

  본조가 전제하는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실제 존재하는 유효한(“real” 또는 

“valid”) 채무이든 외견상 또는 무효·취소된(“apparent” 또는 “ineffective”) 채무이

든 채무의 범위 내에서(“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obligation”) 이행되는 경우

에만 적용된다. 즉 본조는 채무이행으로 부여된 이득(“enrichment being conferred 

in compliance with that obligation”)이어야 하고, 따라서 채무이행과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엉뚱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그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것(“non-

sense”)이라고 한다.131) 이 경우에는 비채변제 또는 착오이행이 되어(2:101(1)(b)) 

이득을 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132) 또한 채무범위를 넘

어서서 제3자에게 이행한 경우, 즉 중복지급한 경우,133)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수령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인정된다. 아울러 지시 사안에서 지시가 부존재

한 경우에도 계약상 채무이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연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

접청구가 인정된다.134) 

  (3)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 임의 이행이 아닌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로 DCFR은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2:103에서는 채무이행의 임의성의 배제되는 사유를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로 한정적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이유로는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우위라는 원칙을 깨는 것을 정

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즉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131) 해설서, VII.-2:102, 3964. 사례로는 해설서, VII.-2:102, 3965 사례 5; VII.-7:101, 4178, 
사례 3. 한편 지시인이 착오한 사안의 경우는 다르다. 그 경우에는 지시인과 피지시인 
간의 채무는 유효하게 이행된 것이고, 따라서 지시인은 이로 인한 이행청구권의 상실에 
대한 손실을 입었고, 따라서 지시수령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해설서, 
VII.-2:101, 3902, 사례 37; VII.-4: 103, 4073, 사례 6 참조). 

132) 해설서, VII.-2:102, 3965: “Where the enrichment conferred is not envisaged by the terms 
of the juridical act ... the disadvantaged person may seek reversal of the enrichment directly 
from the recipient.”

133) 해설서, VII.-1:101, 3847, 사례 7.
134) 해설서, VII.-2:102, 3965, 사례 2; VII.-4:103, 4074,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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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risk of disappointment)에 대한 동의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러한 동의는 ‘억지로 받아낸’(extracted)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35) 해설서상에

서는 도난차량 수리사안136)과 무권대리인에 의한 지시 사안137)이 언급된다.138) 

이때 제3자는 선의 유상취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항변(6:102)으로 보호된다. 

  다. 평가

  비교법적으로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139) DCFR은 고심 끝에 규정을 성안하였는데, 2:101(1)(b)상의 손

실에의 임의 동의와 평행하게 채무의 임의이행을 이득 정당화의 기준으로 삼

은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하여 Wendehorst는 3자문제와 관련하여 DCFR의 규

정은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받았으나, 허술하고 소략하게(knapp und lapidar) 규

정되었고, 이는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안 적용시 불합리한 결론이 도

출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140) 

  본조가 전제하고 있는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그 자체로 타당하다. 그리고 이

익전용소권을 금지한 것 역시 부당이득법에 의한 계약법의 잠식을 막기 위한 

타당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비판의 초점은 DCFR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한계와 예외로 삼고 있는 기

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그것을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3자관계에서 직접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제쳐두고 유독 손실자 측의 임의성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

과 이로 인해 손실자가 임의로 채무이행하기만 하면 수령자가 악의 또는 무상

135) 해설서, VII.-2:102, 3966.
136) 해설서, VII.-2:102, 3966, 사례 8. 
137)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2. 
138) 한편 해설서, VII.-2:103, 3984, 사례 1에서는 가장채권자의 채권 추심사례를 들고 있는

데, 가령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변제효가 없는 경우에 채무자
는 채무이행이 “사기”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채무이행받은 가장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39) 유형설에 입각한 독일의 König 부당이득법 초안(1981)에서는 3각관계 사안유형별로(지
시 사안,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규정을 두고 있다(§ 4.1).

140) Wendehorst (2008), 24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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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라도 보호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 지적된다.141) 아울

러 DCFR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로 채무이행의 임의성 배제의 경우 곧

바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도 “의외(überraschend)”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42) 

  라. 민법과의 비교

  민법도 부당이득법상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 이익전용 사안을 정면

에서 다루면서 이를 부정한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이래 판

례도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다수당사자 부당이득사안의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논거로 동원되고 있다. 

  민법상 계약상 채무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행되는 사안은 지시를 비롯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등 이른바 3각관계상의 부당이득으로 다루어진다. 

후술하듯이(제2부 제3장 1.) 지시 사안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 판례는 

보상관계 하자로 인한 원상회복은 지시인 또는 요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양수인 반환설을 택하여 결론에 있어서 

DCFR과 다르다. 이에 대한 사안분석은 제2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민법도 채무자의 이행이 채무이행 범위 밖인 경우에는 직접청구가 인

정된다. 위조·변조된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된 사안에서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를 인정한 재판례가 있다.143) 한편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에서는 소지인이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

은행에 제시하자 발행인의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

은행이 사무착오로 지급한 경우 소지인을 상대로 하는 지급은행의 직접청구를 

인정하였는데, 지시 부존재 사안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된다.144)   

141) Wendehorst (2008), 246f.에서는 은행이 제한능력자의 지시로 악의의 제3자에게 무상이
체하는 사안을 들면서 이 경우 은행이 임의이행이라는 이유로 이득이 정당화되어 악의
의 무상전득자를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결
과라고 한다. 

142) Wendehorst (2008), 246. 
143) 수표 위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어음 변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이에 대하여는 김형석(2006. 9), 312면, 313면 이하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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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임의 동의 또는 임의 이행의 정의

  가. 규정해설

  DCFR은 이득의 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2:101(1)(a)에서 법률상 기초 부재

와 임의 동의 결여를 제시하고 있다. 법률상 기초는 주로 계약관계에서, 임의 

동의는 주로 비계약관계에서 이득 정당화사유로 기능한다. 본조 (1)에서 임의 

동의가 아닌 경우를 한정적 열거(qualification)함으로써 임의 동의의 의미를 소

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가 적법하게 제3자에게 이행된 경우 2:102

에서는 그것이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이유로 이득이 정당해지는 것으로 본다. 

본조 (2)에서는 역시 임의 이행이 아닌 경우를 한정적 열거하고 있다. 임의 동

의 또는 임의 이행이 아닌 경우로 동의 또는 채무이행이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로 이루어진 경우를 들고 있다. 

  무능력의 경우 DCFR의 규율범위 밖에 있으므로(I.-1:101(2)(a)) 정확한 내용

을 알 수 없지만,145) 그 밖의 사유에 관하여는 DCFR 제2편 제7장 제2절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로서 하자있는 동의 또는 의사에 관하여, 즉 계약의 취소사

유로서 사기(II.-7:205), 강요 또는 협박(II.-7:206), 불공정한 착취(II.-7:207)에 관

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DCFR 제2편 제7장 제

2절에 따라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라야 이득이 부당해

지게 된다. 비계약관계의 경우라면 계약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들이 직접 적용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제2편에서는 계약의 취소사유로서 동의 또는 의사의 

하자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계약관계인 경우에는 일방적인 이득부여 상황이

144) 제철웅(2012. 8), 49면. 
145) 해설서에서는 피지시인이 무능력자인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다. 해설서, VII.-2:102, 

3966 사례 7.

VII.-2:103: 임의 동의 또는 임의 이행

(1) 손실자의 동의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에 영향을 받은 

경우, 손실자는 임의로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2) 이행된 채무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손실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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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계약관계의 경우 제2편의 계약의 취소사유로서의 동의 

또는 의사의 하자보다는 넓게 해석된다.146) 

  한편 본조 (2)에서 채무의 임의 이행이 배제되는 경우로 본조에서 열거된 

사유로 채무이행이 무효(ineffective)인 경우인데, 여기서 ‘무효’의 의미는 명확

하지 않다. 해설서에 의하면 원래의 계약관계의 취소 없이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를 인정한다.147) 

  한편 2:103에서는 동의 또는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착오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착오는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깨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언급된다.148) 이로써 채

무가 부존재한데(또는 보상관계상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시에 따라 제3

자에게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 ‘외견상’ 채무범위 내의 이행이므로 피지시인은 

착오를 이유로 수령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할 수 없게 된다.149) 다만 상대방의 

요청(지시)도 없는데 채무자가 착오로 수령자에게 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범위

내의 이행이 아니므로 수령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150) 

  나. 평가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청산은 계약당사자 간

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채무범위 내에서의 이행이라면 누가 채

무자의 채무이행을 수령하였는지는 계약청산의 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

이 없고, 따라서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

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DCFR의 특징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로서 임의이행이 부정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채

146) 해설서, VII.-2:103, 3984. 
147) 해설서, VII.-2:103, 3985: “이행을 야기한 제3자[= 계약상대방]와의 유효한 내지 외관상

[즉 무효·취소된] 법률관계의 존재는 이행 수령자를 상대로 한 손실자의 본편상의 직접
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데, 이행하는 채무가 사기, 협박 또는 기타 2:103(2)에 열거된 사
유들로 하자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148) 해설서, VII.-2:102, 3966.
149) 해설서, VII.-2:102, 3963, 사례 1. 
150) 해설서, VII.-2:102,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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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행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151) 

  여기에서 “채무범위 내의 이행”의 의미가 문제된다. 실제 보상관계가 존재

하고 유효한 지시가 있는 사안들의 경우라면 당연히 피지시인의 이행은 보상

관계상 (‘실제’) 채무범위 내의 이행에 속할 것이다. 나아가 보상관계가 부존재

하는데 유효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외견상’ 채무범위 내의 이행으로 되는

데, 여기에는 은행이 고객의 신용도 내지 잔고부족으로 인해 이체할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고객의 지시에 따른 이체를 이행한 사안이 언급된다.152) 이 

경우 보상관계 부존재에 대한 은행의 착오는 채무이행의 임의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한편 이득이 물건인 경우 DCFR에서의 임의이행성의 배제로 인한 직접청구

는 유인주의 하에서 원물반환을 위한 소유물반환청구에 상응하는 기능을 한

다. 그 경우 채권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물권행위까지 소급적

으로 무효가 되고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통해 직접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물권행위 무인성의 경우에도 하자가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

권행위까지 미치는 경우라면 물건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남게 되어 소유

물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이때에는 DCFR에서도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때에만 취소권이 인정되는데(II.-7:208(2)), 본항의 

직접청구권의 경우 사기·강박의 출처를 불문하므로 계약의 취소 없이도 인정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DCFR의 이러한 입법방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임의의사(free will)

가 있었는지 여부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다. 가령 이익전용 사안에 있어서 손실이 손실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경우라면 거래안전을 위해 직접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발적 

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가령 사기·강박의 경우에도 과연 “자발적”이라고 

151) 해설서, VII.-2:103, Notes IV. 32, 4000에서는 조사대상인 법제의 대다수에서 이러한 
종류의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는 없다고 한다. 

152) 해설서, VII.-2:102, 3969, 사례 1; 3967, 사례 9. 



- 48 -

볼 것인지는 비교법적으로 상이하다고 한다.153) 

  다른 한편 DCFR이 직접청구권의 성립여부로 임의이행을 기준으로 삼은 것

은 “정곡을 빗겨간 것”(miss the mark)이라는 비판이 있다.154) 비교법적으로 볼 

때 3면관계 사안에서 직접청구권은 수익자 측의 악의 또는 무상성을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DCFR은 손실자 측의 임의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B가 은행(A)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B가 C로부터 강박당한 것이었고, A가 이러한 사실의 착오를 이유로 대

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II.-7:201), C가 강박을 통해 무상으로 이득을 얻었음

에도 A가 직접 반환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

았을 때 무상 또는 악의전득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입법례들과 맞지 

않다고 한다. 아울러 B가 C로부터 강박당한 상황에서 A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B의 무능력(아마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대출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A

의 C에 대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A는 임의이행을 하였

기 때문이다. 이때 B는 계약법상 A와의 관계에서 대출계약 무효를 통해 보호

를 받음에도 정작 A는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155) 

  DCFR이 2자관계에서 임의 동의 여부와 평행하게 3자관계에서 채무이행의 

임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철저히 손실자를 초점으로 삼아 이득의 정

당성 여부의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 점에서 Wendehorst의 지적은 타당

성이 있다. 그에 따라 채무이행에 있어서 임의성을 배제시키는 사유가 존재하

면 원래 계약관계의 효력유무와 상관없이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결론이 도출되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DCFR은 보상관계가 유효하다면 6:102의 항

변을 통하여 선의 수령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보상관계가 하자로 청산되는 

경우 대가관계가 무상인 경우 출연자의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

구가 DCFR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4:103(2), 6:101(3)), DCFR에서도 무상전

153)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409, 412. 
154) Wendehorst (2006), 252.
155) Ibid. 같은 맥락에서 Wendehorst (2008), 247에서는 결론적으로 2:102(a)는 피지시인인 

A가 “희생자”일 경우에만 C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한다는 구상으로 A의 일방적 채무
이행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치평가적 또는 비교법적 모든 안전장치들을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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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상 이득의 부당성은 법률상 원인의 존부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이득의 

법률상 기초 외에 손실자의 임의동의 또는 임의이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DCFR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DCFR에서 열거한 동의 또는 임의이행에 있어 

하자사유들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인 경우를 제외

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을 제한능력,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해야만 

급부관계 내에서 청산이 가능하다. 

  민법상 3자관계 사안에서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는 계약상 급부목

적물이 물건인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로 해결된다.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와 제한능력 취소의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소

유물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이때 수령자가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156) 다만 수익자

가 사기나 강박을 한 제3자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제110조 제2항) 사기·

강박의 출처를 불문하고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DCFR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민법에서도 유효한 지시가 존재하는 한 보상관계 부존재에 대한 착오

는 대가관계의 변제효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

는 인정되지 않는다.157) 그 점에서 보상관계상의 채무에 관한 착오를 임의이

행성 배제사유에서 제외시킨 DCFR과 동일한 결론으로 된다. 

15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평석으로 제철웅(2000. 3), 137면 이하는 단
축급부로 구성하는 것이 이익상황에 부합한다는 점, 민법상 물권변동 유인주의에 따른 
거래안전 침해를 보완하는 제3자 보호규정의 취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157) 김형석(2006. 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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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이득과 손실

  

  1. 규정해설 

  가. 접근법: 항목별 이득개념의 채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려면 우선 ‘이득’이 확정되어야 한다.159) 여기

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이익 접근법(pure net enrichment approach, 또는 

balance-sheet test)과 항목별 접근법(itemised approach)이 있다.160) 전자는 이득 

158) service와 work의 구별과 각각의 번역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나(가정준
(2015), 311면: “서비스 또는 노무의 수령”; 박희호(2009), 123면: “손실자의 서비스나 노
무가 수익자에게 제공된 경우”) 본고에서는 전자는 ‘용역’으로 후자는 ‘일’로 번역하고, 
그 합성어인 ‘service or work’는 ‘노무’라고 통칭한다. service or work의 의미에 관하여는 
해설서, VII.-3:102, 4008. 

159) 규정 순서상 제2장의 ‘부당성’ 요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으나 실제로는 ‘이득’이 
무엇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04년 임시초안에서는 제2장에서 이득과 손실이 
나온다. 

160) Clive (2004), 590에서는 경제적 또는 순가치(economic or net worth) 접근법과 보다 항
목화된 또는 구체적(more itemised or discrete) 접근법으로 분류한다. 

VII.-3:101: 이득

(1) 다음의 경우에 수익자가 된다:  
  (a) 재산의 증가 또는 채무의 감소;
  (b) 용역을 받거나 일이 완성된 경우158); 또는

  (c) 타인 재산의 이용. 
(2) 어떤 자가 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자가 

이득을 대가로 또는 이득 후에 입은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VII.-3:102: 손실

(1) 다음의 경우에 손실자가 된다:  
  (a) 재산의 감소 또는 채무의 증가;
  (b) 용역을 제공하거나 일을 한 경우; 또는

  (c) 손실자의 재산을 타인이 이용한 경우.
(2) 어떤 자가 손실을 입은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자가 

손실을 대가로 또는 손실 후에 얻은 이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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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후 반환의무자의 전체 재산의 변동, 즉 “손익계산서상의(bottom line)” 

수치, 다시 말해 모든 적극·소극 기입항목들의 총합으로서의 잔액(balance, 

Saldo)을 ‘이득’으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구체적으로 얻은 개별적인 이득항목

들을 ‘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DCFR 성안과정에서 어떤 이득개념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2004년 임시초안에서부터 순이득 개념을 포기하고 항목별 이득개념을 채택하면

서,161) 구체적인 이득 항목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162) 그 이유와 관련

하여 항목별 이득개념이 반환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고, 총체재산설

에 의하면 완전한 등가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아무도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난점이 지적되고 있다.163) 우선 항목별 이득개념에 따를 때 

계약 청산시 등가교환이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164) 다만 이 경우에도 가

령 쌍무계약 청산의 경우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는 인정되는데,165) 차이점은 

순이익 모델에 따를 경우 경제적 목표에만 기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상계를 

강요(자동적 상계)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항목별 접근법의 경우 이

전된 ‘것’(thing)의 반환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반환청구권자의 이해관계를 더 넓

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항목별 이득개념의 장점은 반환대상을 명

확히 하는 것에 있다. 수익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써 

순수한 서비스(가령 이발, 청소 등)도 일단 ‘이득’에 포함된다. 그것이 강요된 

이득인 경우 반환책임의 범위의 제한은 추후에 고려된다.166) 항목별 이득개념

에 따라 DCFR은 이득을 대가로 또는 이득 후에 발생한 손실을 별개의 항목

으로 취급하고(3:101(2) 참조), 따라서 선의 수익자의 이득소멸 항변(6:101)은 

선의 수익자 보호 차원에서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161) 즉 ‘Bereicherung’이 아닌 ‘das erlangte etwas’. Swann (2005), 279. 
162) 이는 소진적 열거라고 한다. 해설서, VII.-3:102, 4004. 
163) Swann (2006), 241. 
164) 해설서, VII.-3:102, 4016f. 참조.
165) 해설서, VII.-2:101, 3876. 특히 노무제공이나 재산사용과 같이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5:102(3)에 따른 합의된 가액에 따른 중간책임이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책임
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166) Clive (2004), 591은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면서, 그 이유로 그러한 상황은 예외적
이며 그로 인해 사안해결이 쉬워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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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이득과 구체적인 반환범위로서 현존

이익이 구별하여 처리되는데, 이는 양자를 같게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순이득

개념과 차이가 있다.

  한편 손실은 이득의 ‘거울에 비친 쌍둥이 상(mirror-image twin provisions)’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본조 3:102).167)  

  나. 이득항목

  DCFR에 규정된 각 이득과 손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증가 또는 채무감소

  DCFR은 이득항목에서 ‘재산’(asse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

물(property)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 있는 것, 금전가치 있는 권리 및 영업권”으

로 정의된다.168)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위

에 대한 포괄개념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침해나 재산상 불

이익한 간섭(adverse interference)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라고 한다.169) 

  전술하였듯이 여기서의 재산증가는 차액설적 개념이 아니라 항목별 이득개

념을 전제한 것이다. DCFR은 재산이 증가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 즉 소극

재산이 감소된 경우도 이득항목에 열거된다(3:101(1)(a)). 다만 재산증가든 채무

감소든 그것이 대차대조표 항목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시가변동과 

같은 단순한 재산가치 변화는 ‘이득’에 포함되지 않는다.170) 

167) Clive (2004), 592의 표현을 빌리면 두 개의 조문은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다(bits begin 
to fall into place).”

168) 해설서, Vol. I, 66: “anything of economic value, including property; rights having a 
monetary value; and goodwill.” Clive (1998), 386 + n. 10은 여기에는 경제적 이득만이 포함
되고, 감각적, 심리적, 영적 이득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한 노무의 수령
(가령 주유 중에 창문을 닦는 것, 거리의 악사)도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비용절감
한 것이 없으면 이득이 아니라고 본다. 한편 property란 “동산, 무동산, 유체물, 무체물을 
포함하는 소유될 수 있는 것(anything which can be owned)”로 정의된다. 해설서, Vol. I, 77. 

169) 해설서, VII.-3:102, 4005.
170) 해설서, VII.-3:102, 4005, 사례 1(폐기물 보관하던 곳을 상가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치움으로써 인접한 토지 시가가 상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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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의 수령 또는 일의 완성( = 노무의 수령)

  DCFR은 대차대조표상에는 반영되지 않는 이득항목으로 용역(서비스)의 수

령이나 일의 완성된 경우(동항 (b))를 규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정한 유형의 

용역(서비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일정한 가

치를 제공한 것이고 그로 인해 가치의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171) 용역(서비스) 개념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수를 대가로 

행해지는 유형의 작위나 부작위를 의미하고 순수한 소비나 즐거움(enjoyment)

은 물론(예: 식사, 공연 등), 공사, 재산관리, 운송, 세탁, 미용 등도 여기에 포

함된다.172) 한편 DCFR은 용역 개념이 전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될 

것에 대비하여 “일의 완성(having work done)”이라는 용어도 추가하여 그 범위

의 확장을 의도하였다고 한다.173) 

  용역이 제공자의 부지불식간에 제공된 경우, 대표적으로 몰래 무임승차한 사

안의 경우에도 DCFR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의 비용절감 여부를 불문

하고, 일단 유상으로 제공되는 운송서비스 자체를 각각 “이득”과 “손실”로 인

정한다.174) 요청이 없는데도 제공된 용역(unsolicited service)이더라도 일단은 이

득에 해당되므로 반환책임은 성립시키되 수익자에게 비용절감된 액수만을 반

환하도록 처리하고 있다(5:102(2)).175) 

  (3) 타인재산의 이용

  타인재산의 이용(3:101(1)(c))도 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재산은 이용가능

171) 해설서, VII.-3;102, 4007. 
172) DCFR IV.C.-1:101(2)에서는 서비스 계약의 예로 건설, 가공, 보관, 설계(디자인), 정보 

또는 자문, 치료(treatment)를 들고 있다. 
173) 해설서, VII.-3;102, 4008. ‘용역 또는 일’(service or work, 본고에서는 ‘노무’로 통칭)이

라는 용어는 무체적인 수익을 포착하기 위하여 의도된 합성어라고 한다.
174) 해설서, VII.-3:102, 4009, 사례 9 참조. 이른바 항공여행사안(Flugreise-Fall; BGHZ 55, 

128)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른바 개괄적 급부의사를 인정하여 급부부당이득으로 보
고, 이득의 내용을 ‘비용절약’으로 보았다. 반면 학설은 구체적 급부의사가 없으므로 
“급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비행기 탑승(즉 항
공운송 서비스 이용) 자체를 이득으로 보았다. Stuadinger/Lorenz (2007), § 812, Rn. 3. 

175) 이에 대하여는 해설서, VII.-3:102, 4009의 사례 8(호텔 직원의 착오로 요청이 없었음
에도 투숙객의 옷을 세탁한 경우). 이때 DCFR은 서비스 자체를 이득으로 보고 동의하
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라면 비용절감액만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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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만 하면 되고 이전가능성은 없어도 된다(가령 인격권).176) 또한 법률상 이

용권한은 없더라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지위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정한 수익을 대가로 계약상 사용허가(licence)가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이른바 ‘잠재적 상업화’ 요건). 이때 손실자에게

는 실제 사용의도 내지 상업화 의도가 없어도 된다(가령 나체 사진).177) 수익자

의 경우 이용 의도만 있으면 되고 그것이 타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

구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이용을 대체(displacement of another’s use)해야 하

는데, 여기에는 시·공간적, 전부·일부이용(예: 타인 토지 통행)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의 이용에는 ‘처분’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용의 방식은 물건의 경우 점

유뿐만 아니라 다른 권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따라서 선의취득이 

되는 경우라면 그는 소유자의 처분권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178) 마지막으로 

‘이용’이란 경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익을 빼내기 위하여 권리가 의도적

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부주의한 행위로 타인에게 초래된 손해 또는 고의적 

파괴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는 불법행위법이 적용된다.179) 

  다. 이득을 대가로 또는 사후에 발생한 손실은 별도 고려

  3:101(2)에 의하면 이득을 대가로 한 수익자의 손실 또는 이득 이후의 손실은 

이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로써 3:101(1)에서 택한 항목별 이득개념이 순이익 

이득개념에 의해 희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180) 가령 쌍방이 모두 이행한 쌍

176) 대표적으로 아직 특허를 받지 못한 비밀정보 또는 발명품이나 디자인 도면 등(그 경
우에는 정보이용 통제권이 재산에 속한다). 해설서, VII.-3:102, 4009ff. 

177) 해설서, VII.-3:102, 4011f. 나체사진이 담긴 출판물을 무상으로 무단배포하였더라도 피
해자는 출판자로부터 이용료(licence fee)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178) 해설서, VII.-3:102, 4014. 
179) 해설서, VII.-3:102, 4015. 따라서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에 고의적으로 흠집을 낸 경우

에는 그 동기를 불문하고 ‘이득’하지 않은 것이지만, 예술가가 동판화를 그리기 위해 작
품의 소재로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면 ‘이득’에 해당한다(사례 25).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기간 동안 타인의 가구를 수치한 자가 반환일에 휴가 중이어서 계약상 보관기간이 지나 
반환함에 따라 초과된 기간 동안 대체 가구를 빌리는 바람에 손실을 입은 경우, 임치인
은 물건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재산을 ‘이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계약법만이 문제된다(4015f., 사례 26). 

180) 해설서, VII.-3:102,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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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의 경우 순이익 이득개념(차액설)에 따를 때 이득과 손실이 상쇄되어 

이득이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

는데, 3:101(2)에 따르면 쌍방이 모두 이행한 쌍무계약의 경우에도 각자 이득

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2청구권독립설). 이득의 후속손실은 6:101의 

이득소멸 항변에서 고려된다. 이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이득’개념과 실제 반환되어야 하는 ‘이득’은 명확히 구별된다. 

  2. 평가

  가. 이득의 대상

  비교법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의 경우 이득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노무나 재

산이용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대륙법상 노무는 개량으로 인한 비용상환이나 

이른바 준사무관리소권에 의지하여 상환이 이루어졌다. 가령 프랑스법상 ‘변제

(paiment)’의 개념에는 금전이나 물건은 해당되지만, 노무는 해당하지 않고, 따

라서 노무의 경우 비채변제가 적용되지 않고 비용3분설과 같은 일반부당이득

에 의해 규율된다.181) 노무까지 포함하는 일반 부당이득법의 구상은 사비니에 

의해 이루어졌고,182) 이것이 독일법상 수용되었다.183) 영국법상 노무의 경우 

별도의 준계약 소권이 마련되었으나(action for quantum meruit: 노무상당 금전

청구소권), 요청받지 않은 노무의 경우 이득을 구성하는지는 논의 중에 있다.184) 

181) Schlechtriem (2000), 492f. 
182) 사비니는 로마법상 condictio의 적용 사안들을 천착한 결과 “소유권 위탁”, “착오”, “타

방 소유권으로부터 일방의 원인없는 이득”이라는 3단계 발전과정을 통해 그 공통분모로
서 “우리의 재산으로부터 상대방의 원인없는 이득”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이득의 객
체를 공여자의 의사에 기한 소유권 이전(datio)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 나아가 금전적 
가치 있는 노무에까지 확장시킨다(System V (1841), 521f.) 사비니의 부당이득론이 가지
는 의미에 대하여는 Hammen (1983) 188f.

183) 독일민법 제812조 제1항의 “어떤 것(etwas)”에는 노무와 사용이익도 이득의 객체에 포
함된다. 

184) Goff & Jones (2011), para. 5-21f. Virgo (2006), 70f.는 노무를 최종 산물 발생시키는 
노무(services resulting in an end-product)와 순수한 노무(pure services)로 분류하는데, 전자
는 물건에 대한 개량이, 후자는 교습이나 오락이 속한다. 전자는 가치증가분 또는 지출
비용이고, 후자는 해당 노무에 대한 가치가 이득에 해당하는데, 양자 모두 주관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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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용의 경우 종래 독일법에서는 차액설적 이득개념하에서 비용절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재산이용 자체를 이득으로 보는 것이 추세이고, DCFR

은 명문으로 타인재산이용을 이득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DCFR은 이득

의 항목을 물건이나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노무나 재산이용까지도 포함시킴으

로써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객체를 빠짐없이 포괄하고자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항목별 이득개념

  DCFR은 항목별 이득개념을 택하면서 구체적인 이득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순이익적 접근법은 비용절감과 같은 소극적 재산증가도 이득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즉 이득

전후로 얼마만큼의 재산차액이 있었는지에 대한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이득과 구체적인 반환범위로서의 현존이

익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185) 반면 항목별 이득개념은 성립요건으

로서의 이득과 반환범위로서의 이득을 구별을 전제로, 반환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운용에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점유가 어떤 이득항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해설서에서는 불성립

된 매매계약에 기해 이행된 것의 청산과 관련하여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

을 모두 열어두면서(“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 of property and in particu-

lar transfer of title”) 전자의 경우에는 물건의 점유만을, 후자의 경우에는 소유

권과 점유가 반환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86) 이 경우 점유는 3:101(a)상

의 ‘재산증가’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 DCFR은 점유를 타인재산의 이용(use)의 

한 양태로 보면서,187) 객관적으로 타인의 이용을 대체(displacement of another’s 

절하를 인정한다. 
185) 차액설적 이득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제에 대하여는 Zimmermann/du Plessis (1994), 

38ff. 참조. Visser (1992), 197ff.에서는 차액설을 전제로 할 때 예외적으로 항변을 인정
하면서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들 간에 위험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항변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186) 해설서, VII.-1:101, 3849, 사례 10. 
187) 해설서, VII.-3:102,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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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하면 ‘이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는 점유자(내지 권리자)의 상업

화가능성(potential commercialisation)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88) 그러나 

무엇보다 급부부당이득에 있어 점유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득’인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189)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도 점유와 사용은 구별해서 보아

야 하므로 사용이 없는 단순한 점유만으로는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DCFR상으로는 사용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점유의 경우 이전가능한 이

득이기는 하나 재산적 가치는 없으므로 이것을 부당이득반환대상으로 볼 것인

지의 문제는 미해결상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190) 

  

  다. 손실요건의 필요성 검토

  DCFR은 단일모델에 입각하여 이득과 아울러 손실도 모든 부당이득 사안에 

공통요건으로 하였는데,191) 부당이득법에서 ‘이득’ 이외에 ‘손실’을 별도의 요

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지 문제된다. DCFR에서 이득과 손실은 ‘거울에 비친 

영상’(mirror-image)으로, 이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실 요건이 충족되게 된

다. 그러나 이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손실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독

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비교법적으로 급부부당이득 사안에서는 손실요건은 불필요하고 혼동을 야기

한다는 지적이 있다.192) 실제로 독일법상 지배적인 유형설에서는 급부이득에 관

해서는 손실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193)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와 같이 

188) 해설서, VII.-3:102, 4013.
189) 이에 관하여는 정태윤(2007. 9), 611면 이하 참조. 종래 이 문제는 단순한 ‘점유’가 재

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득인가의 문제로 접근되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독일에서 “재산
이동의 도그마”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오해라고 평가하고, 
점유가 ‘이득’인가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다.

190) Wendehorst (2008), 225, n. 22. 
191) 해설서, VII.-3:102, 4004. 이와 관련하여 박희호(2009), 106면에서 DCFR은 “타인의 자

산이나 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권리자의 손실이나 기타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는 서술은 타당한 서술이지만 
DCFR의 원래의 구상과는 배치되는 서술이다. 

192)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387. 
193) Looschelders (2008), Rn.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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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제에서는 비채변제 사안의 경우 손실요건은 당

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 있다.194) 급부이득사안에 경우라면 ‘급부’라는 개념안

에 이미 손실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손실요건의 검토는 불필요할 

것이다.195)

  다음으로 침해이득 사안에서 손실요건이 문제된다. 여기서도 손실은 실제 

손실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실이 아닌 손실자를 대체한 이용 자체가 이득과 동

시에 손실을 구성하게 된다.196) 가령 일요일에 휴업하는 상가의 주차장에 이웃

이 주차한 경우,197) 별장 소유자가 해외 출장을 떠나자 별장 관리인이 소유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친구를 숙박시킨 경우198)와 같이 손실자가 재산을 

소위 “놀리고 있는” 경우에도 DCFR에서는 손실이 인정된다. 이때 손실은 현실

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고(가령 상가 주인이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해 

다른 유료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발생한 주차요금)이 아니라 잠재적 상업화 가

능성(potential commercialisation)의 침해로 설명된다(즉 일요일에 자신이 사용하

지 않는 주차장을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차임을 얻지 못한 것).199) 역시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손실자에게 실제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가 아니라 권리자에게 법적으로 할당된 이득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해

설서에서도 이 점이 언급되고 있다(infringements or adverse interference).200)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법상 손실 요건은 독자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

194) Smits/Mak (2011), 258. 
195) von Bar (2006), 216는 단일모델 채택과 관련하여 급부부당이득의 맥락에서는 다소 인

위적 개념으로 보이는 손실개념을 원용해야 했지만, 후속 규정에서 상세화시킴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한다. 

196) 해설서, VII.-3:102, 4012. 
197) 해설서, VII.-3:102, 4013, 사례 17.
198) 해설서, VII.-2:101, 3892, 사례 24. 
199) 해설서, VII.-3:102, 4011f.
200) 해설서, VII.-3:102, 4005. 



- 59 -

  3. 민법과의 비교

  가. 이득의 개념

  민법상 통설에 따르면 “이득”은 전체재산의 관점에서 본 차액설적 입장으로 

파악된다.201) 이에 대하여 현존이익으로의 반환책임의 제한을 선의 수익자에 

대한 특혜로 규정한 제748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득은 구체적 대상으

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설로 제기되고 있다.202) 

  생각건대 우선 민법은 문언상 구체적 대상설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

법이 이득의 반환대상으로 “그 받은 목적물”(제747조 제1항) 또는 “그 받은 이

익”(제748조 제1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민법

은 “그 받은 이익”을 기본책임으로 하여 선의 수익자의 경우 현존한도에서(제

748조 제1항),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반환범위

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동조 제2항). 또한 제741조에서는 ‘재산’뿐만 아니

라 ‘노무’도 이득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03) 노무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종

래에는 차액설적 관점에서 이를 비용절감으로 보아 소극적 재산증가로 보았으

나 민법의 경우 적극적인 이득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노무수령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없더라도 노무수령 자체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204) 

  판례는 차액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205) 이득의 방식이나 형태에 제한

을 두지 않는 입장이다.206) 출원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01) 곽윤직(2003), 351면; 김증한/김학동(2006), 709면.
202)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내지 제749조 전론: 부당이득의 효과, 536면 이하. 양창

수(1985), 40면은 차액설의 실무상 적용에의 어려움을 지적한다(“법원은 그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지나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떠맡게 될 것” … “단순한 추측의 영역
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추측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

203) 이러한 규정방식은 明治민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종래 프랑스법상 “하는 채무”가 변제
(paiment)에 포함되지 않아 노무의 경우 비채변제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무도 부
당이득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해둘 필요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지적으로 민법주해/양창
수(2005), 제4장 부당이득 전론, 145면, 주 116. 

204) 김상용(2009), 508면. 
205) 판례가 차액설을 취한다는 견해로 주석민법/현병철(1999), 539면. 그 근거로 운용이익 

공제에 관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의문이다.  
206) 양창수(1985), 41면은 법원은 당사자가 부당이득발생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받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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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도한 후 양수인 명의로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계약

이 무효·취소되면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207) 만약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문제될 것이다(특허법 제37조, 실용신안법 제11조). 

  한편 대법원은 추상적 법률론으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는 판시를 반복해왔다. 주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나온 이러한 법률론에 대하여208) 유형

설 측의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급부한 것은 목적물

의 이용가능성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후라도 임차인의 실제 사용여부와는 무

관하게 이용가능성에 대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209) 나아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해서도 판례는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서 편취자

가 퇴직금 중산정산금이라고 하며 보관을 의뢰하며 자신의 처(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

고가 위 돈을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소외 1[=편취자]로부터 이를 증

여받는 등으로 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수익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 송금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돈을 자신의 구좌로 송금받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

약목적물 또는 부당하게 자기의 지배영역 내로 끌어들인 또는 그 안으로 들어 온 타인
의 권리내용만을 문제삼는다고 한다. 동지: 김성욱(2003), 198면

207)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따라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
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

208) 양창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민법연구, 제2권
(1991), 322면 이하에서는 그 유형을 (i)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치권을 행사
하는 경우, (ii) 임대인이 영업을 방해한 경우, (iii)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i)과 (ii)와 같이 특수한 사안에 기초한 법리가 (iii) 유형에까지 확장적용된 
것을 비판한다(341: “그 발생사적 근거를 박차고, 독립하여 자기운동을 시작한다.”). 물론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는데, 이때 손해산
정에 있어서 임차부동산에서 제과점을 경영하여 얻는 매출액 중 일정비율로 차임을 정
한 경우 바로 그 차임상당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
다20197 판결. 

209)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7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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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

당이득반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210) 

  임대차 종료 후의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안유형에 있어서 유형

설 측에서의 비판이 타당하다. DCFR에서도 이 경우 임차인의 이득은 타인재산 

이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편취금전 변제 사

안에서 보관을 위해 잠시 금원을 보관한 경우 수익자가 선의인 한 결론에 있어

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

안유형의 경우 이득소멸의 문제로 풀어야 하고 실질적 이득개념을 동원할 필요

는 없어 보인다. 

  한편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토지소

유자로부터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무권대리인이 송금 

당일 전액을 인출해간 사안에서 이체자가 예금명의인인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자 예금명의인이 위 이체받은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수

익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매수인의 매매대금

의 송금 경위 및 무권대리인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

자가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211) 대법원은 여

기서도 앞의 편취금전 변제 사안과 유사하게 실직적 이득개념을 동원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는 이득소멸로 접근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212) 

그러나 위 사안은 앞의 사안과는 달리 쌍방 기이행된 쌍무계약 청산 사안으로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재고를 요한다. 

21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21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212) 위 판결에 대한 평석인 이계정(2013), 574면 이하. 또한 구체적 대상설에 따른 입증책

임 분배에 따라 이 사안에서는 자신의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예금명의인이 이득
소멸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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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실요건의 요부와 이중한도 기준의 검토

  (1) 손실요건의 요부

  DCFR은 단일모델에 입각하여 모든 부당이득사안에 ‘이득’과 동시에 ‘손실’을 

요건화하였다. 민법도 제741조에서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설은 손실을 모든 부당이득 사안유형에 있어 공통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손실의 의미는 매우 넓게 이해되는데, 즉 “손실자가 현실로 그 재산

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를 불문하고 사회관념상 그 이익이 손실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손실이 있다고 해석하면서,213) “기존재

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

된다.214)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으로 “손해”요건은 요구되

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215) 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법

상 손실요건은 독자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삼아 검토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제741조의 문언에 충실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216)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이중한도 기준이 적용되는 개량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일

반화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판결에서 유형설을 수용하면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에서와는 달리 급부가 있으면 이득요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급부 자체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서,217)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213) 곽윤직(2003), 535면. 
214) 김증한/김학동(2006), 712면. 이때 손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형식적인 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고, 사실적·경제적인 점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215)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75면(“급부이득의 경우에는… 「손해 」…는 전혀 논

의의 여지가 없다.”), 245면(“[손해]요건을 침해이득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의 의미를 무한정 확장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가 있다는 무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동지: 이병준·정신동(2010. 6), 41면. 

21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21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이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에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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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중한도 기준의 검토

  손실요건의 기능과 관련하여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손실한도 이득’이

라고 하는 이중한도 기준(règle du double plafond; 또는 중복기준설)이 문제된

다. 즉 손실이 이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환범위가 손실을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민법은 비용상환청구의 경우 제203조 등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가

액증가 현존을 전제로 회복자가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선택), 통설은 

이러한 개량 사안을 넘어서 형평을 근거로 이를 부당이득 전반에 적용되는 기

준으로 삼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평에 따른 손실전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218)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명문의 규정이 있는 

비용상환청구 외에 부당이득법상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것

은 부당이득법의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된다.219) 

  대법원은 일찍이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한도에서만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 있다고 해석함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손실과 이

득을 대립시킨 입법취의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220) 이중한도기

준을 채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제 관련 재판례를 살펴보면 개량과 

관련된 사례나221) 운용이익의 반환과 관련한 사안이 주로 문제된다.222) 우선 

개량사안의 경우 명문의 규정(제203조)에 의해 고려되는 것이고, 운용이익 사

218) 곽윤직(2003), 370면: “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손해를 전보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려는 제도”(강조는 인용자). 다만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득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점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 김주수(1997), 580면: 
“부당이득제도는 현존이익을 한도로 손실자의 손해를 전보하여 당사자 간의 공평을 유지
하려는 것이기 때문” 등.

219) 김상용(2009), 559면; 송덕수(2014), 458면.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57면에서
는 이러한 중복기준설은 불법행위법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득반환제도로서의 부당이
득제도의 제도목적을 불투명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220)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05, 906 판결.
221)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7 판결(성토매립 공사로 토지이용가치 상승시 선의 

수익자는 공사비만 반환);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임야를 매수하여 
목장으로 개량하였으나 임야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반환할 이득액 산정) 참조. 

22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
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
이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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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경우에도 반환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손실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고려 

하에 수익자의 수완에 의한 이득부분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

하여 이중한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다. 이득을 대가로 또는 사후에 발생한 손실은 별도 고려 

  민법상 이 문제는 이득개념에 따라 달리 처리된다. 총체재산설에서는 이득 

이후에 발생한 손실까지 고려하여 반환할 이득을 정하는 것이 기본입장이지

만, 구체적 대상설을 취하는 한 이득 이후의 또는 이득을 대가로 한 손실은 

당연히 고려되지 않는다. 선의 수익자의 경우 이득 이후 발생한 손실은 이득

소멸의 항변이 적용될 수 있다(제748조 제1항).

  제4장 손실에의 해당

  1. 개관

 

  가. 손실해당의 의의 및 특징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이득이 누군가의 손실에 ‘해당’해야(attrib-

utable) 한다.223) 종래 이득과 손실 간의 ‘인과관계’로 표현되던 것에 대하여 

DCFR은 “손실에의 해당”(이하 “손실해당”)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224) 이득 

223) DCFR의 ‘attribution’에 대한 독일어 번역어는 ‘Zuordnung’이고, 프랑스어의 경우 ‘Lien 
entre enrichissement et appauvrissement’으로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로 번역하였다.

224) 이 용어에 대하여는 2003년 드레스덴 학술회의에서의 임시초안 발표당시부터 불명확
하다거나(Zimmermann), 인과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Mark Gergen)에서부터 비교법
적으로 생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Peter Huber, “Diskussionsbericht”, Grundstrukturen 
(2005), 289). 이에 대하여 초안 작성자인 Swann은 전자의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다만 부
당이득의 두 가지 요건을 결합시키는 형태인 “at the expense of”라는 표현은 지양하였다
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von Bar (2006), 218도 참조. 한편 DCFR은 불법행위에서는 
‘caus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제6편 제4장의 표제어). 해설서의 attribution을 의미하
는 다른 용어로 connect, link라는 표현이 사용된다(해설서, VII.-4:101, 4036). 용어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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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넓은 의미에서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손실에 ‘해

당’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운용이익이 있다. 

  DCFR은 기본규정인 1:101(1)에서의 손실해당 요건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열

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25) 먼저 4:101에서는 2자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손

실해당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DCFR에서 열거된 귀속유형은 비소진적

인데(“특히”),226) 그 의미는 본조에 열거된 경우에는 손실해당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본조의 유추해석에 의해 확장도 인정한다. 3자관계

의 경우에도 손실에 해당하는 유형에 관한 규정들을 예시의 방법으로 추가하

고 있다. 4:102는 간접대리의 경우 손실해당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가된 사안 유형은 4:103와 4:105인

데, 양자는 공통적으로 손실자가 ‘권리상실’이라는 손실을 입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한편 4:104와 4:106은 각각 4:103과 4:105의 자매규정으로 권리상실자의 

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한 구체화는 단일모델에 입각한 DCFR 규정의 추상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4: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2자간 부당이득에서

의 손실해당 유형들은 유형설의 분류에 따른 사안유형에 대응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DCFR은 항목별 이득개념 하에서 이득이 발생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7) 가령 ‘재산’이라는 이득은 직접이전(4:101(a))이나 

개량 등에 의한 증가(동조 (d))를 통하여, 노무의 경우에는 손실자의 노무제공

역어로 ‘귀속’, ‘대응’, ‘관련’도 고려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해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손
실에의 해당’, ‘손실해당’ 또는 ‘손실해당성’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번역어 선정에 
있어 DCFR 해설서에서 causation과 attribution을 구별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후자의 용어
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박희호(2009), 123면(107면에서는 “기여”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과 가정준(2015), 313면의 “인과관계”라는 역어는 타당하지 않다. 

225) 이는 2004년 임시초안의 해당조문 표제어에서 드러난다: “Particular Instances of Attri-
bution Involving Only Two Persons”, “Particular Instances of Attribution Involving More 
than Two Persons”. 물론 3자관계로 다루어지나 손실해당은 2자관계로 환원하여 분석해
야 한다(가령 지시 사안).

226) 가령 본조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자연력(act of nature)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다. 
해설서, VII.-4:101, 4036. 

227) 가령 계좌이체방식의 지급과 예금방식은 유형설에서는 모두 급부이득에 해당하지만, 
DCFR에서는 전자는 현금지급과 마찬가지로 보아 4:101(a)에 속하고, 예금방식에 의한 
지급은 4:101(d)에 해당된다. 물론 손실해당 방식의 차이에 대한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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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동조 (b)), 타인 재산이용은 수익자의 이용을 통하여(동조 (c)), 마지

막으로 채무감소는 손실자의 변제행위를 통하여(동조 (e)) 손실해당성이 인정

될 수 있다. 한편 4:103과 4:105 규정 역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비채권

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 사안과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사안을 예시로

(“also”) 규정하고 있다. 

  물론 DCFR의 규정이 예시규정이고, 따라서 유추해석에 의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각관계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손실해당 예시규

정이 없다는 점은 사안 적용면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가령 지급지시 사안의 

경우 실제 재산의 이동방향과 변제효가 발생하는 방향이 분리되는데 DCFR의 

규정으로는 이러한 분리현상을 포착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손실해당 요건의 기능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게 위해서는 ‘손실해당’ 요건이 요구되는데 일상

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이득 중에서 타인의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228) 성안자 측에서는 손실해당 요건이 종

래 인과관계 요건과의 차이점으로 운용이익을 반환범위에서 배제하는 점을 들

고 있다.229) 

  손실해당요건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반환청구자로서 손실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2자관계에서는 재산의 직접이동의 경우 이득과 손실은 거울에 비친 

영상(mirror image)이므로 손실해당성 문제는 직관적으로 결정되지만 다수당사

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재산의 이동방향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고 계약법

의 기본원리와 같은 다른 법제도와의 관련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228) 연구회는 이를 이득과 손실 간의 내적 관련성(intrinsic connection) 또는 연계성(nexus)
이라고 설명한다. 즉 소유물반환청구에서와는 달리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이득이 누구의 
손실에 해당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von Bar (2006), 217.

229) von Bar (20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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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실해당의 예

  가. 규정해설

  4:101에서는 이득이 손실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이득항목별로 열거하고 있다. 

제3장에서 열거된 이득항목에 따라 (a) 재산이전, (b) 용역제공 또는 일의 완성, 

(c) 재산이용이 나오고 이어서 (d) 재산증가231)와 (e) 채무해소가 나온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득이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에 속한다. 본조는 2004

년 임시초안부터 같은 형태로 성안되었고, 다만 2006년 수정안에서 동조 (c)에 

“특히 수익자가 손실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경우”가 추가되었다.232) 

  DCFR은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도 손실해당이 

중첩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하여 제2장 이득의 정당화의 문

제와 마찬가지로 손실해당 문제도 사안 전반적으로(globally) 검토될 수 없고 

한 쌍의 수익자와 손실자별로 순차적으로(serially) 검토되어야만 한다.233) 

230) 박희호(2009), 123면의 “책임의 감면”, 가정준(2015), 313면에서는 “손실자에 의하여 수
익자가 책임을 면제받은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민법상 채무소멸사유로서 채권자의 단
독행위인 “면제”(제506조)와 오해의 소지가 있다. 

231) 해당하는 원어는 “improvement”이고(독일어 번역은 Verbesserung) 해설서에서는 “enlarge” 
또는 “supplement”로 설명하고 있다(해설서, VII.-4:101, 4038). 주로 개량사안이 여기에 속
하나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기장도 여기에 속한다(해설서, VII.-101, 3845, 사례 1).

232) 2009년 최종본에서는 동조 (e)의 문구도 약간 수정되었다. 
233) 해설서, VII.-4:101, 4036. 

VII.-4:101: 손실에 해당하는 예

이득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타인의 손실에 해당한다:
  (a) 타인의 재산이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b)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용역이 제공되거나 수익자를 위하여 일이 완성

된 경우;
  (c) 수익자가 그 타인의 재산을 이용한 경우, 특히 수익자가 손실자의 권리나 법

익을 침해한 경우;
  (d) 수익자의 재산이 그 타인에 의하여 증가된 경우; 또는

  (e) 수익자가 그 타인에 의하여 채무로부터 해소된 경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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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

  이득과 손실 간의 관계 문제는 종래 비교법적으로 “인과관계”라는 용어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인정범위는 법제마다 상이하다. 프랑스 다수설은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득 간에는 인과관계(lien de causalité), 즉 피고가 원고의 손실

의 결과로 이득하였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손실자로부터 수익자에

게로 직접 재산이 이동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이득, 즉 이득이 중간자를 거

쳐서 수익자에게로 가는 경우까지도 포함되게 된다.234) 독일의 경우 20세기 

초의 판례는 ‘재산이동의 직접성(Unmittelbarkeit der Vermögensverschiebung)’을 

요건으로 하여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235) 이는 이득과 손실

이 동일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접’과 ‘간접’을 구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시 사안에서와 같이 재산이동의 직접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등장하면서 그 기준은 포기되고 오늘날에는 유형설에 

따른 목적적 급부개념과 할당내용설로 대체되었다.236) 

  본조는 각 이득 항목별로 이득이 누군가에게 갔고(“재산이전”, “노무제공”, 

“재산 사용”, “재산증가”, “채무해소”), 그것이 다른 이의 손실에 객관적으로 

‘해당’되는지를 예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재산이동의 직접

성’이 인정되는 사안들로, 이와 관련하여 독일법적 시각에서 이러한 태도는 이

미 극복된 재산이동의 직접성 이론을 상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237) 2자관계 

사안에서는 손실과 이득 간의 1:1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해설서에서는 재산이동의 직접성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산이 직접 이동했든지, 제3자를 경유하여 이동했든지(가령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유효한 경우), 거래연쇄의 결과로 이동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234) 다만 그 경우 이득이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 기해 적법한 원인(cause légitime)을 가지
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된다. 

235) 이는 보통법상 인정되던 이익전용소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법적으로 Dawson 
(1951), 120은 “직접 이득요건은 독일법 체계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안전장치(essential 
safeguard)”라고 평가한다. 

236) 직접성 요건 대한 비판으로 이미 Wilburg (1933/34), 108ff. 그는 유형설에 따라 급부이
득이든 비급부이득이든 직접성 요건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237) Wendehorst (200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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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8) 후술하듯이 DCFR은 3자관계 사안에서의 손실해당성에 대한 예시로 무권

리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4:105),239) 

지시 사안의 경우에는 거래연쇄 사안과의 유추로 대응하고 있다.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에는 DCFR 4:101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 제741조 일반조항에서 “[~]

로 인하여”라는 문구만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통설은 이득과 손실 간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데, 학설과 판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넓게 보아 사회관념상 양자 사이의 연관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240)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특히 무자력한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수익

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결과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241) 이에 대하여는 반대 견해도 있다. 우선 인과관계의 직접

성을 요구하는 견해로, 즉 이익전용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 “사회관념상

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직접청구를 인정하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는 수익과 손실이 하나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가 있다.242) 또한 유형설의 입장에서는 통설이 제시하는 사회관념상 인과관

계에 대하여는 “단지 하나의 사실을 수익자와 손실자가 각자의 시점에서 바라

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243) 사실상 민법에서 인과관계는 유형설에서 지적하

듯이 독자적인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상으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한 사안은 찾기 힘들다.244) 

238) 해설서, VII.-1:101, 3847: “Absence of need for direct transfer”. 
239) 다만 후술하듯이 이 규정의 규정방식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된다.
240) 곽윤직(2003), 432면. 송덕수(2014), 427면; 주석민법/임한흠(2002), § 741, 464면 이하. 
241) 김주수(1997), 570면. 
242) 김형배(2003), 303면 이하. 그러면서 직접성 개념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급부관계를 

기초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243)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58면. 급부이득의 경우 이득과 손실간의 인과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침해이득의 경우에도 “~로 인하여”는 할당내용의 침해로 본다. 
244) 대표적으로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의 발단이 되었던 사안인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서

도 이득과 손실 간의 인과관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2003다8862: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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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2자간 부당이득 사안에서 인과관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득과 

손실은 “표리관계” 또는 DCFR의 표현대로 손실은 이득의 ‘거울에 비친 영상’

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상 운용이익이 반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으나245) 다수설과 판례는 반환범위에

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DCFR과 결론을 같이 한다.246) 

  4. 3자관계에서 손실해당의 예

 

  DCFR은 3자관계 손실해당이 문제되는 예로 간접대리(4:102), 비채권자(4:103), 

개입자(4:105)가 나타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2자에 대하여는 권

리자인 손실자가 추인에 의하여 손실해당이 인정된다고 규정한다(4:104, 4:106). 

이하에서 살펴본다. 

 가. 간접대리

245) 운용이익의 반환을 부정하면 부당수익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
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송덕수(2014), 459면. 김형배
(2003), 213면 이하는 원칙적으로 전부반환설이지만 구체적 사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이득귀속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욱도(2009), 485면 이하는 
운용이익을 사용이익과 그 밖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차임상당액으로 단일하게 
산정하고, 후자는 이중한도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4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매매계약 해제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트랙터 운행하여 얻은 수입);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판례가 운용이익반환에 있어 일부반환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이은영(2005), 696면), 판례는 운용이익의 개념을 넓게 잡고 
강학상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통상의 운용이익(강학상 사용이익)과 이를 초과하는 운용이
익(즉 고유한 의미의 운용이익)으로 나누어서 전자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운
용이익에 대하여는 전부반환부정설이 타당하다는 지적으로 김대규·황충현(2014. 12), 86면. 

247) 독역: Mittelsperson; 불역: intermédiaires.
248) 아마도 출판오류로 추정되나 본조의 표제와 내용이 2009년 최종판(및 유럽부당이득법

VII.-4:102: 매개인(intermediaries)247)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수권받은 매개인으로 본인을 간접대리하는 경우, 그 법

률행위로부터 또는 그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본인의 이득 또는 불

이익은 매개인의 이득 또는 불이익으로 간주된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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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해설

  4:102에서는 간접대리인이 중간자로 개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49) 이 경

우 간접대리 법리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고 따라서 부당

이득반환관계의 당사자도 간접대리인이 된다.250) 가령 위탁매도인과 거래한 매

수인이 매매대금을 위탁매도인의 지시로 위탁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매매계

약이 무효가 되면 매매대금 반환의 당사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매도인이 되

고, 매수인의 점유기간 동안의 사용이익과 관련한 손실자도 위탁자가 아니라 위

탁매도인이 된다.251) 간접대리인과 본인간의 정산의 문제는 내부관계에 따른다. 

따라서 간접대리에서 수익자는 본인이 아니라 간접대리인이고 대리인이 무자력

하게 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252) 

  한편 PECL 3:302와 3:303에서는 간접대리인의 무자력 또는 본질적 불이행의 

원칙)과 해설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설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밑줄 부분이 
상이함), 내용적으로는 간접대리의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만 변경되었다. 
제4:102조 [간접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방식인 경우에, 법률행위로부터 또는 그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부터 발
생하는 본인의 이득 또는 손실은 대리인의 이득 또는 손실로 간주된다. 
VII.-4:102: Indirect representation
Where a representative does a juridical act on behalf of a principal but in such a way 
that the representative is, but the principal is not, a party to the juridical act, any 
enrichment or disadvantage of the principal which results from the juridical act, or from 
a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it, is to be regarded as an enrichment or dis-
advantage of the representative. 

    2009년 최종본은 2006년 수정안에서 단서 부분의 삭제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2006년 
수정안 해설에서 본조의 용어에 대한 수정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Swann 
(2006), 242f.에서는 위임계약상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관계가 당시 연구대상이었고 그
에 따라 대리의 외부관계에 관한 PECL 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마
도 DCFR 해설서에서와 같이 막판에 수정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즉 intermediaries에서 
indirect representation으로). 

249) 관련규정으로 II.-6:106: 자신의 명의로 행위하는 대리인; II.-6:108: 현명되지 않은 본인. 
한편 직접대리에 관하여는 II.-6:105 참조. 

250) 해설서, VII.-4:102, 4063에서는 이를 “본질적 정책”(essential policy)이라고 한다. 
251) 해설서, VII.-4:102, 4064, 사례 1(매매대금 반환)과 사례 2(사용이익 반환). 
252)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계약상대방이 아니므로, 간접대리인은 손실이 없으므로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대응하여 간접대리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고 하는 박희호(2009), 109면 이하의 서술은 본말을 전
도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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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본인에게 직접 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 학설 중에는 

DCFR의 본조와 관련하여 간접대리인이 파산하는 경우 PECL 3:101(2)을 유추

하여 본인의 직접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53) 그러나 DCFR 

해설서에 의하면 이는 정책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며 상사거래 실무에서 적

절한 해결책인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동 규정들을 채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는 DCFR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254) 한편 비현명대리나 

성명모용의 경우에는 대리법리 또는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평가

  간접대리의 경우 본인에 대한 직접청구가 부정된다는 것은 간접대리 법리상 

당연한 결론이다. DCFR의 특징은 간접대리의 경우 본인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손실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접대리인의 무자력 또는 본질적 불이행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청구

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PECL 3:302와 3:303 참조)도 부정하고, 나아가 

본인에게 이득이 무상으로 전득된 경우에도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간접대리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상법에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다(상법 제101조 이하). 상법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동법 제

102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

만(동법 제103조),255) 여기에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에는 위탁매매인의 매매상대

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56) 간접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간접대리인

253) 박희호(2009), 109면 이하. 2006년 수정안의 해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설이 나온다. 
Swann (2006), 242. 

254) 해설서, VII.-4:102, 4065. 
255) 이는 위탁매매가 가지는 법률관계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로 발생되는 불공평함을 제거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2013),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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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DCFR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민법도 대리법상 현명주의를 택하고 있고(제114조 제1항), 비현명대리의 

경우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제115조 본문).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

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동

조 단서) 비현명대리의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이 중요하다. 

  나.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한 이행과 선의의 전전양도

  (1) 규정해설

  4:103(1)에서는 채권자 아닌 자에게 채무자가 이행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권리자가 권리상실의 손실을 입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7) 해설서

에서는 비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가로채는(intercepted) 경우와 채권자가 

착오지시로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오도되는(misdirected) 경우가 제시된다.258) 그 경

우 진정한 채권자의 권리상실을 전제로 채권자 아닌 자가 받은 이득이 채권자

의 권리상실(재산감소)이라는 손실에 해당함을 규정한다.  

256) 주석상법/김재범(2013), § 103, 137면 이하(통설). 그렇지 않으면 매도위탁의 경우 위탁
자가 위탁매매인으로부터 대금채권을 양도받지 않고도 제3자에게 매매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제3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탁자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
어 부당하고, 제3자가 위탁매매인에게 반대청구를 가지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매수위탁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의 채무불이행시 제3자가 위탁매매인을 상대
로 하여 강제집행이나 해제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위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257) 본조는 2004년 임시초안에서 2:202(a) “다자간 귀속의 특별 예”로 규정되었다가 
2006년 수정안에 4:104에 “오도된 이행”이라는 표제에 최종본의 4:103(1)과 동일한 내용
으로 규정되게 된다. 

258) 해설서, VII.-4:103, 4070. 

VII.-4:103: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한 이행; 선의의 전전양도

(1)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득을 부여하고 그 결과 손실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

한 또는 유사한 이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에 해

당한다. 
(2) (1)항은, 손실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있는 채무자가 VII.-6:101(이득소

멸)상의 대항사유를 가지는 사정하에 제3자에게 그것을 이전한 경우에 특히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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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서상에는 채권양도 후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한 사례,259) 

채권의 이중양도가 일어나고 채권자가 제2양도에 대하여만 통지하여 채무자가 

제2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260) 소지식 증권을 

제시하여 변제받은 자와 진정한 권리자 간의 관계,261) 상속인을 참칭하여 변

제받은 자와 진정한 상속인 간의 관계가262) 언급되는데, 이는 비채권자가 채

무자의 채무이행을 가로채는(intercepted) 경우에 해당된다. 나아가 지시인의 지

시로 피지시인이 지시수령인에게 이행하였는데 그것이 지시인의 지시착오에 

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오도(misdirected)되었으나 피지시인의 지시인

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어 지시인은 권리상실의 손실을 입게 된다.263) 

  한편 권리상실 없이 단순한 기대만 품고 있다가 실망한 경우,264) 기타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 경우265)에는 ‘손실’이 없으므로 손실해당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단순한 권리가치의 감소도 권리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경

우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고 파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이 무가치해진 경우를 들 수 있다.266) 다만 제3자가 수익자에

게 이득을 부여한 결과 권리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채무발생이라는 불이익을 입

은 경우에는 본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267)

  본조 (2)에서는 (1)의 특별한 예로 제3자가 손실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을 선

259) 해설서, VII.-4:103, 4071, 사례 1.
260) 해설서, VII.-4:103, 4071f. 사례 2. III.-5:121 규정에 의하여 먼저 통지받은 자에게 선순

위가 인정된다. 다만 이득이 정당한지 여부나 항변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261) 해설서, VII.-4:103, 4072, 사례 3.
262) 해설서, VII.-4:103, 4072, 사례 5.
263) 해설서, VII.-4:103, 4073, 사례 6. 
264) 변호사의 착오로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예정했던 자가 유증에서 누락된 경우(p. 4073, 

사례 8은 유명한 White v. Jones [1995] 2 WLR 187 사건인데, 부당이득법적으로는 유증
누락은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서에 따르면 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위반
(II.-9:302)이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VI.-2:101(c)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결과
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265) 증여자의 주소 착오기재로 선물이 이웃집에 배달된 경우 선물을 수령한 자와 원래 증
여받기로 예정된 자 간의 관계(해설서, VII.-4:103, p. 4073, 사례 7),

266) 해설서, VII.-4:103, 4075, 사례 12. 이는 파산법의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사해적 변제
를 부당이득법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 전 처분을 원상회복시키
는 파산법상의 규정들을 잠탈하게 된다고 한다. 

267) 해설서, VII.-4:103,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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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수익자에게 전전양도시킨 사안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부당이득반환의무

자가 제3자에게 이득을 선의로 무상 처분함으로써 6:101의 이득소멸의 항변을 

가지는 경우 전득자의 이득과 수익자의 무상처분으로 손실자가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상실한 것 간에 손실해당성을 인정하고 있다.26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득자의 이득에 해당하는 손실은 원래 손실자가 수익자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이 

아니라 선의 수익자가 이득소멸 항변으로 인해 상실된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손실자는 무상전득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6:101(3)도 확인적으로(“as a reminder”) 규정하였다.  

  (2) 평가

  Wendehorst는 본조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용에 있어서 불

분명함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269) 즉 조문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이질적

인 사안이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되는데, 즉 B가 A에게서 책 한 권을 매수하였

는데, 【사안 1】 B가 원래는 X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하려고 했으나 착오로 C

에게 인도할 것을 A에게 지시하고 A가 그에 따라 책을 인도한 사안(지시인의 

지시착오 사안), 【사안 2】 B가 A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 사실을 A에

게 통지하였고, 그래서 A가 C에게 책을 인도하였는데, 사실은 양도가 무효인 

사안(채권양도 무효 사안), 【사안 3】 B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

였는데, A는 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선의로 C에게 증여한 사안이 그것이다

(이득소멸 사안). 형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안에서 모두 A는 채무자(B의 인

도청구권의/B에게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로서 C(지

시수령인/오상채권자/수증자)에게 이득을 주었고 이를 통해 B가 A에 대한 권

리를 (착오지시로/채권양도법상 채무자보호로 인해/이득소멸 항변을 통해) 상

실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가치평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안은 전

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용자가 4:103을 해석하는 과정에

서 어떤 고려를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Wendehorst는 4:103(2)는 

268)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무상전득자의 손실해당 문제가 4:103(1)에 포섭되는지가 명확하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설서, VII.-4:103, 4075f. 한편 본항은 2006년 수정안에는 없
다가 2009년 최종본에 신설되었다. 

269) Wendehorst (2008), 2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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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본조 (2)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한다. 즉 수익자가 무상양도를 통해 

이득소멸 항변을 함으로써 전득자가 얻은 이득에 손실자가 입은 손실이 해당

됨은 앞선 【사안 1】과 【사안 2】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270) 나아

가 4:103의 경우 체계상 위치에서도 혼동을 야기하는데, 가령 4:105와 4:106과 

평행하게 4:103에 이어 4:104가 규정됨으로써 4:103은 침해이득사안에만, 즉 

위에서 【사안 2】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한다. 

  Wendehorst의 지적대로 4:103은 규정형식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앞서 언급한 

이질적으로 다루어졌던 세 가지 사안이 모두 동조에 의하여 포괄된다는 점에

서 규정의 적용범위 파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통점은 【사안 1】은 

유효한 지시의 효력에 의해, 【사안 2】는 채권양도법상 채무자 보호를 위해, 

【사안 3】은 부당이득법상 선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권리가 상실된

다는 점에 있는데, 어차피 예시규정일 바에야 이와 같이 추상적인 규정을 두

는 것이 사안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교법적으로 DCFR 4:103(2)는 독일민법 제822조에 상응한다. 독일의 경우 

수익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무상 전득자를 상대로 예외적으로 직

접청구를 인정하고 있다(제822조). 다만 양자는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독

일민법은 무상전득자는 손실자에 비해 보호가치가 낮다는 것을 이유로 하지만 

DCFR은 반환청구자의 권리상실이라는 손실해당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3) 민법과의 비교

  민법에서도 4:103가 예정한 권리자의 권리상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

으로 채무이행을 “가로챈” 예로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271)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증권적 채권의 증서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4조, 

270) Wendehorst (2008), 250f. 따라서 4:103은 “applies in particular ...”가 아니라 “The same 
applies ...”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271) 가령 신동현(2014. 9), 273면 이하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손자녀)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 출연자가 사망하자 금융기관이 공동상속인에 대한 예금채권 변제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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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8조, 제524조, 제525조)의 경우 변제자가 선의·무과실 또는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민법은 성실한 채무자 보호 또는 거래안전을 위해 변제효를 인정한다. 그 

밖에 표현상속인, 무효 또는 취소된 채권양도의 양수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채권의 귀속침해 사안에 속하고 따라서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는 변제

받은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272) 채무이행이 “오도된” 

예로는 착오 있는 유효한 지시에 기해 피지시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는

데, 이때 지시인이 지시수령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4:103(2)은 민법 제747조 제2항과 관련이 있다. 민법에서는 선의 수익자가 

제3자에게 이득을 무상처분함으로써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다만 이때 민법은 악의

의 무상 전득자를 상대로만 직접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한 이행의 추인 

  (1) 규정해설

  본조는 4:103에 대한 자매규정으로 비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원칙대로 변제

효가 없어서 채권자가 권리상실을 당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가 추인을 통해 비

채권자가 받은 이득을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direct action)할 수 있도록 하고 

272) 상세는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55면 이하.
273) “equivalent proceeding”에 대한 박희호(2009), 124면의 “등분절차”라는 번역은 오역이다. 

VII.-4:104: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한 이행의 추인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행함으로써 채무변제를 의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

를 추인할 수 있다.  
(2) 추인은 이행한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제3자

의 이득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상실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진다. 
(3)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추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상실에 

대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4) 본조는 비금전채무의 이행에도 준용된다. 
(5)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273)가 채권자가 추인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개시된 경우, 다른 규정이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78 -

있다. 즉 추인을 통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자신의 채권을 스스로 상실

시킴으로써 4:103과 같은 상황이 된다. 다만 본조 (3)에서는 이러한 권리자의 

추인이 자신의 권리상실(손실)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만약 

이것을 손실에 대한 동의로 보면 2:101(1)(b)가 적용되어 비채권자와의 관계에

서 비채권자가 수령한 이득이 정당해지기 때문이다.

  본조는 2004년 임시초안에는 없다가 2006년 수정안부터 규정되었는데, 이득

반환의 순환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별도 합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274) 특히 본조는 채무자가 무자력

한 경우 채권자가 자력이 있는 수익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법이 우선적용되도록 하였다(본조 (5) 참조). 

한편 본조가 적용되려면 적어도 채무자에게 변제의사가 있어야만 하므로, 채

무자의 단순한 착오변제를 권리자가 추인하고 변제수령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할 수는 없다.275) 본조는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본조 (4) 참조). 

  (2) 평가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이루어진 변제를 채권자가 추인하고 변제를 수령

한 자로부터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인

정된다. 프랑스 민법 제1239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가 추인하면 변제가 유효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설과 판례는 그러한 채권자의 사후적 추인을 인정하

고 있고,276) 영국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추인권을 전제로 직접청구를 인정한 

판결들이 있다.277) 

  오히려 DCFR에 주목되는 부분은 추인이 채권자의 권리상실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본조 (3)이다.278) 이는 손실자의 손실에 대한 임의 동의

274) 해설서, VII.-4:104, 4086. 아울러 p. 4087 사례 3(보험금이 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추인 후에 수령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가능) 

275) 해설서, VII.-4:104, 4087, 사례 2(채무자가 착오로 증여한 것을 채권자가 추인을 통해 
착오 수증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없음). 

276) MünchKomm/Schwab (2013), § 816 Rn. 89. 다만 채무자가 도산시라면 이러한 선택권은 
제한된다(Rn. 93). 

277) 해설서, VII.-4:104, Note 8, 4090f. 
278) 같은 취지의 규정이 4:106(2)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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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득 정당화의 기준으로 일반화한 DCFR에서는 부득이한 조문으로 보인다. 

즉 채권자의 추인을 자신의 채권상실에 대한 ‘동의’로 본다면 비채권자가 수

령한 이득이 정당해지게 되어 비채권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조 (3)은 별도의 

임의성 배제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에 있어서 이러한 규율은 타당하나, 

그러나 과연 여기서 채권자의 추인을 “채권상실에 대한 동의”로 보아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는 비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채무

자의 변제를 유효하게 하고 변제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하게 “채권상실에 대한 동의”로 구성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추인을 일면적으로

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3)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DCFR 4:104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추인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학설과 판례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사적자치를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비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추인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279) 이는 불필요한 이득반

환의 순환을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채무

자의 무자력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효과로 된다. 다만 이를 통

해 도산법 규정을 잠탈해서는 안 되므로 만약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채

권자의 추인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라. 개입자의 행위로 인한 손실해당

279)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56면. 채권자가 변제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 대개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VII.-4:105: 개입자(intervener)280)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자가 권한 없이 손실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손실자가 재산을 박탈당하고281) 
그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득으로 된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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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해설

  4:105(1)에서는 개입자의 행위로 권리자가 재산을 박탈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실해당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추가한 규정이다(“또한”). 

재산박탈의 형태가 채무변제와 관련된 경우라면 4:103 및 4:104가 적용된다. 

4:105(1)이 일반규정이라면 본조 (2)는 (1)의 특수한 예로 권리자가 권리상실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특히”). 본조 (2)는 2004년 임시초안에는 없다가 2006년 

수정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2006년 수정안에서는 “매수, 가공, 부합, 기타의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2009년 최종본에서는 “법률행위 또는 법규정

에 의하여”로 수정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2006년 수정안에서와 같이 선의취

득, 혼화, 부합이 문제된다.282) 한편 이러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증가는 권리자

의 권리상실(재산감소)이라는 손실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선의취득자의 재산증

가는 손실자의 권리상실이라는 손실에 해당된다. 다만 선의취득자의 경우 법규

정에 의한 권리취득(VIII.-3:101)이고 규정의 정책상 선의취득자에게 이득보유까

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자는 권리상실자를 상대로 이득의 법률상 기초

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선의취득자의 이득은 정당해진다(VII.-2:101(1)(a)와 (3)). 

그 경우 권리상실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재산이용(3:101(1)(c))에 대한 이득을 

반환청구해야 한다.283) 한편 도품이거나 취득자가 악의임을 이유로 선의취득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권리자의 추인이 있

는 경우 4:106의 적용이 문제된다.284) 

280) 가정준(2015)은 “관리자”로 번역하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의미상 적절하지
도 않다. 박희호는 “간섭자”로 번역한다. 

281) 본조의 ‘is deprived of’ (독일어 번역은 entzogen wird)에 대한 가정준(2015), 315면의 
“훼손”이라는 번역은 오역이다.

282) 해설서, VII.-4:105, 4092 사례 1(도품 자재 부합), 사례 2(혼화), 사례 3(선의취득). 
283) DCFR은 처분도 넓게 보아 ‘재산이용’에 해당한다.
284) 이에 대하여 Wendehorst (2008), 251f.는 4:105와 4:106은 핵심 전제를 은폐하는 문제가 

(2) (1)항은 개입자의 물건에 대한 간섭이나 물건의 처분으로 손실자가 물건의 소유

자임을 그치고 수익자가 법률행위 또는 법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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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VIII.-5:203(2) 

제1문) 선의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조정할 의무

가 발생한다(동항 제2문). 

  (2) 평가

  Wendehorst는 조문상의 표현만을 보면 4:105는 권리상실자와 권리취득자 간의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연상시키고, 무권리자와의 관계는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오

해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한다.285) 본조는 권리상실자와 무권리자 간에는 4:101 

(c)를 통해 손실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추가적으로 권리상실자와 권

리취득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인데, 이러한 조문간의 체계적 관계를 모르

는 경우 자칫 위와 같이 오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성이 있

다. 더욱이 본조에 의해 손실해당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선의취득의 경우, 본조 (2)에서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그로 인한 권리취득의 이득이 정당

화되므로 권리취득자의 이득이 권리상실자의 손실에 해당되더라도 반환청구권

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3자가 개입한 부합과 가공 사안이 문제되는

데, 이 경우에는 제8편상의 별도의 규정으로 손실보상의무가 발생된다(VIII.- 

5:203(2) 제2문, VIII.-5:201(1)). 물론 이 경우 법률요건준용으로 이득의 손실에의 

해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자재를 매수하여 첨부 또는 가공을 

한 경우라면 이익전용소권을 부정한 2:102(b)에 의해 이득이 정당화되어 직접

청구가 부정되고, 결국 남는 경우는 수급인이 도품을 가공 또는 부합시킨 사

안 정도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의유상의 취득자는 6:102의 항변이 인정되므

로, 결과적으로 장황한 조문에 비하여 본조에 의해 손실해당이 인정되어 실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침해부당이득

의 전형적인 사안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사안에 대하여 독일민법 제816조 제

1항과 같이 정면에서 규율하는 조문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있다고 지적한다. 즉 본조는 타인재산의 “이용”자체가 이득항목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면 4:106에서 권리자의 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285) Wendehorst (2008),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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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과의 비교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이득이 발생한 경우 우선 이로 인한 

물권적 권리귀속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

위는 효력이 없으나 선의취득(제249조)과 같이 법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은 독일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

설과 판례는 권리를 상실한 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

하고 있다.286) 4:105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득사

안의 처리에 있어 민법과 DCFR은 동일하다. 다만 DCFR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을 위해서는 유상취득을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VIII.-3:101(1)(c)) 무상취득

자는 권리취득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한편 첨부의 경우 물권법에 의한 권리귀속(제256조 내지 제260조)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법에 의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도 민법과 DCFR은 

동일하다. 민법은 이에 관하여 제261조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법률요건준용으로 보고 있다.287) 

  마. 권리자에 의한 개입자의 행위 추인

286)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49조, 461면(다수설). 다만 반환범위에 관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의 범위로 제한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은 유형설에 입각하여 무권
리자의 처분행위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규정에 의해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처분의 대가(매각대금)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 공제 불가). 

28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288) 2006년 수정안, 유럽부당이득법원칙, 그리고 2009년 최종본에서는 “authorised intermedi-

VII.-4:106: 개입자의 행위의 추인

(1) 재산에 대한 권리자는, 그 재산을 제3자와의 법률행위로 처분 기타 이용을 의

도하는 개입자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추인된 행위는 수권받은 매개인(authorised intermediary)288)에 의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추인한 자와 개입자 간의 관계에서 추인은 개입자의 재

산 이용에 대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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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해설  

  본조는 전조인 4:105의 자매규정이다. 4:105가 개입자의 이용 또는 처분이 

유효한 경우에 대한 것이라면, 본조는 그것이 무효인 상황을 전제하면서 권리

자가 개입자(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개입자를 상대로 직접 부

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표적으로 도품이거나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당하지 않는다.289) 이때 권리자는 무권리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리자를 상대로 직접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양수인을 상대로 원활한 권리실현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즉 무자력이거나 이득소멸의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6:101)

에 의미가 있다.290) 다만 반환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해설

서상의 사례풀이에서는 추인을 통해 무권리자가 얻은 이득을 권리자의 재산이

용(‘처분권’의 이용)으로 보면서291) 이하의 해설에서 본조가 실익을 가지는 경

우는 개입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代償(substitute enrichment) 반

환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292) 그러나 후술하듯이 추인의 효과로 간

접대리에 관한 효과를 준용하게 한 점, 그리고 DCFR이 운용이익은 손실해당

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결국 추인을 통해 개입자가 얻은 이득은 권리자의 재

산이용에 대한 객관적 가치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 규정의 실익은 무권리자의 이득환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을 최종수령자가 아닌 무권리자를 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조 (2) 제1문에 의하면 추인의 효과로 “수권받은 매개인과

의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과”로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수권받은 매개인(author-

ary”로 되어 있으나, 정작 DCFR 해설서의 관련 부분에는 권한 있는 매개인이 아니라 
“유권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으로 되어 있다. intermediary의 역어로 가정준(2015)
은 “중개인”, 박희호(2009)는 “대리인”을 사용한다. 

289)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외관상 침해(apparent infringement)의 경우 이득과 손실이 없다. 해
설서 VII.-3:102, 4014, 사례 21(그 경우 무권리자는 “소유자의 점유권을 일시 이용하였
을 뿐”으로 본다). 다만 재산감소가 아닌 사용이익에 대한 반환은 별도로 고려된다.  

290) 해설서, VII.-4:106, 4098. 
291) 해설서, VII.-4:106, 4098, 사례 1; VII.-3:102, 4014. 
292) 해설서, VII.-4:106, 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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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d intermediary)”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4:102에서의 용례를 참조하면 간접대

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293) DCFR은 4:102를 법률효과준용을 통해 무권

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간접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로 구성한다.294) 그리하

여 4:102에 따라 입은 손실은 추인한 자의 손실이 아니고 개입자의 손실로 되

고, 양수인의 이득은 개입자와의 관계에서 그들 간의 법률행위를 통해 정당화

된다고 한다.295) 다음으로 개입자와 손실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 

이때 권리자가 개입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손실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

는다고 동항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개입자는 손실자의 재산이용을 

통해 이득을 얻었고, 4:101(c)를 통해 권리자의 권리상실에 손실해당성이 인정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296) 

  (2) 평가

  본조와 관련하여 Wendehorst는 권리자의 추인에 대한 4:106가 부당이득법적

으로 異物(Fremdkörper)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리자가 추인을 하면 

4:106(2)에 의할 때 무권리자에 대한 이득환수가 DCFR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반환대상인 이득이 권리자의 재산이용이기 때문에 代償반환이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97) 생각건대 추인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부당이득

법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다소 어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각개 법분야

별로 진행된 DCFR의 성안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고 무권리자를 상대로 

293) 4:102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본과 해설서상의 표현이 상이한데, 전자는 authorised 
intermediary이고, 후자는 authorised representative이다. DCFR상 representative는 직접대리
인을 의미하고(II.-6:102(1)), authorisation은 수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설서상 표기된 
조문은 무권대리 추인을 통한 유권대리를 의미하는 것인데(II.-6:111), 이는 추인으로 인
한 법률효과가 권리자에게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정작 해설서상에는 이러한 차이는 의식되고 있지 않고 4:102가 준용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해설서, VII.-4:106, 4099ff.에서는 간접대리의 효과준용으로 새긴다.  

294) 간접대리에 관한 DCFR의 정의로는 IV.D.-1:102.
295) 해설서, VII.-4:106, 4099.
296) Ibid. 만약 이것이 손실에 대한 동의가 되면 무권리자를 상대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 규정의 취지가 좌절되기 때문이다.
297) Wendehorst (2008), 22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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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법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

법적으로도 독일의 경우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사안이 부당이득법에서 다

루어지는데, 이 경우 학설은 제8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득전부에 대한 

이득환수를 인정하고 있다.298) 오히려 DCFR의 경우 운용이익의 경우 손실해

당 단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추인을 하더라도 이득환수는 불가능하고, 따

라서 객관적 시가를 넘어서는 운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이로써 권리자의 입장에서 추인이 가지는 실익은 반감된다. 

  한편 동항 제1문에서는 추인의 효과로 간접대리규정을 법률효과준용한다. 

이는 문제된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개입자와 양수인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

고, 이로써 양수인의 이득은 권리자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299) 따라서 권

리자는 이제 개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이때 권리자의 

추인이 개입자가 얻은 이득의 정당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추인의 의

미에 관하여 본조 제2항 제2문에서 권리상실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104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여기서 추인의 의미

는 무권리자의 처분권 흠결에 대한 소급적 치유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권리자

의 권리상실에 대한 동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를 전

제로 한 구성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추인한 경우 간접대리의 법률효

과 준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비판받을 수 있다. 

  (3) 민법과의 비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과 관련해서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지만300) 판례는 사적자치에 근거하여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

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301) 학설도 이를 긍정한다.302) 권리자는 추인함으로써 

298) 판례는 원고의 점유이탈물인 원단을 염색하여 피고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안
(BGHZ 29, 157: Stoff-Färbereifall)에서 반환범위를 취득한 매득금 전체로 보면서 신의칙(제
242조)을 통한 제한을 인정하였다. 반대설로 취득한 것은 물건의 소유권 양도의무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아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Staudinger/Lorenz (2007), § 816, Rn. 25. 

299) 한편 DCFR상 간접대리는 물권법적으로 본인으로부터(취득대리) 또는 본인에게 직접
(양도대리) 효과를 미치는데(VIII.-2:302(1)과 (2)), 이것이 해설서상의 설명과 어떻게 조
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00) 독일은 제185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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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권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무권리자와 거래한 제3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되,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반환청

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배제되는 이유를 민

법은 권리자가 처분권흠결을 추인함으로써 양수인이 법률상 원인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는 반면 DCFR은 권한인의 매개인의 간접대리에 해당하여 손실해당

성을 인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학설상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의 근거를 무권대리 추인에서 찾으려는 견

해가 있다.303) 그러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 추인은 차이가 

있다. 양자는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권리자의 의사로 소급적·확정적 유효

로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실제 거래에서는 처분수권이 있었는지 대

리권 수여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당해 권

리의 적법한 취득에 1차적인 관심이 있고 법적인 구조는 별로 문제삼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지만,304) 그러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과 무권대리 추인은 

그 이익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처분권 흠결의 추인이고 후자는 대

리권 흠결의 추인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법률행

위의 당사자가 전자는 무권리자가 되지만 후자는 권리자가 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바. 이득과 손실의 동종 또는 등가성은 문제되지 않음

  

30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다만 종전의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의 유
추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이에 대하여는 양
창수, “무권리자의 처분과 권리자에 의한 추인”, 민법연구, 제2권(1991), 31면 이하. 

302)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51면; 주석민법/이균룡(2010), § 133, 227면 이하. 
303)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2013), 575면. 
304) 양창수·김재형, 계약법(2015), 253면 이하. 양자의 개념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무권처분 

추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VII.-4:107: 유형이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득과 손실이 동일한 유형이나 가치가 아닌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에 해당

한다. 



- 87 -

  (1) 규정해설 

  한편 이득과 손실은 동종 또는 등가가 아니더라도 손실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3:101과 3:102의 각 (2)의 규정 보충으로 항목별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한 것이다. 이득과 손실이 동일한 유형이 아닌 경우로 타인재

산 개량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이득은 재산증가이지만, 손실은 노무제공에 해

당한다. 또한 당좌대월계정으로의 현금지급의 경우도 있다. 그 경우 이득은 채

무감소이지만 손실은 재산감소에 해당한다.305) 특히 제3자의 개입으로 권리상

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득과 손실이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선의 수익자의 무상처분에서 전득자의 반환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등을 들 수 있다. 

  (2) 평가

  항목별 이득개념을 택하는 DCFR의 경우 본조는 의미가 있다. 이득의 손실

해당성을 2자간의 재산의 직접이동에 국한시키지 않는 한, 이득과 손실은 얼

마든지 다른 유형이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이득

의 손실해당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Wendehorst도 3:101과 3:102, 

4:101과 4:107의 기능적 결합성을 DCFR의 장점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단순

성은 2자간 침해이득사안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 입법례와 법이론과 비교할 때 

진일보라고 평가하고 있다.306)

  (3)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DCFR 4:107에 상응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득과 손실이 그 유형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타인재산 개량 사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재산이동의 직접성을 요구하지 않으

므로 양자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손실을 한도로 이득반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중한도 기

준에 대하여는 전술한 제3장 3. 나. (2) 참조. 

305) 해설서, VII.-4:107, 4101. 
306) Wendehorst (200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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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득의 반환

  1. 개관 및 특징

  전술한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반

환의무가 발생한다. 제5장은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반환대상 및 반환책

임의 크기를 정하고 있다. 

  제5장에 따른 반환책임을 개관하면, 우선 DCFR은 항목별 이득개념을 전제

로 하여 이득의 이전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금전이나 재산과 같이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5:101)와 노무나 사용이익과 같이 이전불가능한 경우(5:102)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307) 전자의 경우 원물반환(transfer in specie)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후자의 경우 가액반환을 한다. 가액반환에 있

어 기본책임은 5:103(1)에 따라 가상거래상 합의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노무나 사용이익의 경우 이와 같이 금전가치 반환을 인정하게 되면 법이 거래

를 강제하는 결과로 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DCFR은 기본책임의 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다. 즉 강요된 이득이나 수

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실제 얻은 이득인 비용절감액으로 기본책임

이 정해진다(본조 (2): 최소책임). 한편 노무제공이 계약상 이루어졌으나 당사

자 간에 이득의 가치에 대한 합의에는 영향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

된 경우라면, 계약은 무효·취소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합의한 가치만큼의 책임을 부담하는데(본조 (3)), 다만 금전가치책임(최대책임)

을 상회할 수는 없다(본조 (4): 중간책임). 이와 같이 DCFR은 노무나 사용이익

의 경우 3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i) 이득 자체는 이전가능하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노력이나 비용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손실자의 선택으로(본조 (2)), (ii) 멸실이나 처분 등을 이유로 

307) 이미 임시초안부터 이러한 구분법을 따랐다. Swann (2005), 281. 한편 1998년 Clive 초
안은 제5조에서 반환책임을 이득 항목별로 금전지급, 재산이전, 기타의 경우로 구별하
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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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이전불능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본조 (3)) 금전가치반환으로 반환의무

의 내용이 전환되는데, 그 이유는 청구자에게 이득의 등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정의(complete justice)가 실현되는 경우까지 법질서가 반환의무자에게 원

물반환을 강제한다면 채무자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308) 

한편 이득에 갈음하는 代償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전가치반환으로 전환되지만, 

수익자 또는 손실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代償반환책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본조 (4)). 지금까지의 설명을 도해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DCFR 부당이득 효과 흐름도

  이하에서 개별 조항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308) 해설서, VII.-5:101, 4105f. 이러한 고려는 III.-3:302(3)에서 특정이행청구권이 예외적으
로 제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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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

  가. 규정해설 

  (1) 원물반환

  5:101(1)에서는 받은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인 경우 원물반환 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본조는 3:101(1)(a) 전단의 재산증가에 해당하는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이전가능성은 법률적 또는 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실

용적 견지에서부터 판단되어야 하고 따라서 수익자가 이득한 재산 이상을 반

환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손실을 입어야 한다면 이전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

여 가액반환책임으로 전환된다. 가령 벽돌이 건물에 부합된 사례가 있다.310) 

309) 가정준(2015), 317면의 “대체물”이라는 표현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민법 제598조: 
“금전 기타 대체물”). 

310) 해설서, VII.-5:101, 4104, 사례 1. 한편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 자체는 소유권이전이 가능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익자는 건물의 대지권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불가능
한 경우로 전환된다.

VII.-5:101: 이전가능한 이득

(1)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인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그 

이득을 반환한다.  
(2) 재산의 이전이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노력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재산의 이

전 대신에 수익자는 손실자에게 그 금전가치를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수익자가 더 이상 재산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게 그 금전

가치를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4) 그러나 수익자가 대가로 代償309)을 얻은 한도에서 다음의 경우 그 代償이 반환

되어야 할 이득이다: 
  (a) 수익자가 처분 또는 상실 당시에 선의이고 수익자가 그렇게 선택한 경우; 또는

  (b) 수익자가 처분 또는 상실 당시에 선의가 아닌 때에는, 손실자가 그렇게 선택

하고 그 선택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경우.
(5)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란, 그가 그 이득이 부당하였거나 부당해질 것이라는 것

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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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액반환으로 전환: 원물반환이 불합리한 경우

  얻은 이득 자체는 이전가능하지만 가액반환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본조 

(2)에서는 재산의 이전이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노력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

우(이때는 수익자의 선택에 의하여)와 본조 (3)에서는 재산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본조 (2)의 경우 가액반환의 선택권은 수익자에게 있고, 따라서 수익자가 원물

반환을 선택한 경우, 반환청구자는 반환의무를 강매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311) 

그러므로 손실자는 반환받을 물건이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하여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312) 다만 손실자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는 재산의 경우, 가령 감정적 애호가치(예: 연애편지)가 있거나 그 

자체로 고유성이 있는 경우(예: 유명 작가의 친필원고 또는 원작 예술작품) 금

전가치의 반환이 원물반환을 대체(replacement)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자는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없다.313)  

  재산이 더 이상 이전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314) 가령 멸실이나 훼손 나아가 

처분 등의 경우에도 본조 (3)에 따라 가액반환의무로 전환된다. 이득의 일부처

분이나 멸실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이득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책임이, 처분 또

는 멸실로 이전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책임이 발생한다.315) 

가액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은 5:103(1)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수

익자가 선의로 무상 처분(증여)한 경우라면 6:101상의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되

어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선의 수익자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pro tanto)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된다.316) 

311) 해설서, VII.-5:101, 4105. 
312) 해설서, VII.-5:101, 4105, 사례 3. 
313) 해설서, VII.-5:101, 4105, 사례 2(가보로 내려오는 조상의 초상화를 강박하에 증여한 사안).
314) 그 예로 해설서, VII.-5:101, 4106, 사례 4에서는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실(practice)과 함께 

영업권(goodwill)을 양도하였고 그 계약이 무효이나 고객들은 여전히 영업양수인을 찾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2006년 수정안에서는 “수익자가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 최종본에서 “수익자가 더 이상 재산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되
었다. 

315) 해설서, VII.-5:101, 4106, 사례 5(토지 한 필을 매수한 후 분필 후 일부를 전매한 사안). 
316) 해설서, VII.-5:101, 4106; VII.-6:101,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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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代償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가 원물을 대가로(in exchange) 代償을 얻게 된 경우 본조 (3)이 적용

되면 재산이 더 이상 이전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되어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는

데 이때 선의의 수익자는 가액 대신 代償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5:101(4)(a)).317) 

선택권은 처분 또는 멸실 당시 선의였던 수익자에게 있으며, 代償반환을 선택

하지 않으면 가액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선의 수익자의 신뢰를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이득을 임의로(더 싸게) 처분할 수

도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5:101(3)에 따라 가액반환이 요구

된다면 선의 수익자는 代償을 객관적 가액으로 매도하도록 강요받게 되기 때

문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318) 반면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즉 반환의무

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에는 반대로 손실자에게 代償반환 선택

권이 부여되는데(5:101(4)(b)), 이는 수익자가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319) 악의의 수익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없

으므로 代償반환이 강제되어도 불평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평에 반

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and the choice is not inequitable.”). 즉 손실자가 代
償반환을 선택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원래 이득을 넘어서는 부분을 반환함으로

써 희생을 입어서도 안 되고 손실자도 원래의 이득을 넘어서 이득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므로 악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수

완이나 기여를 통해 또는 다른 재산을 투입하여 원래 이득보다 더 비싸게 매

각한 경우에는 代償 중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만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실자와 수익자 간에 代償의 분

배가 발생한다.320) 

317) 代償반환과 관련한 조문은 2006년 수정안에서 신설되었다. 2006년 수정안에는 수익자가 
이득을 처분한 경우만을 규정하였는데 2009년 최종본에서는 처분 이외에 상실의 경우
도 포함시켰다. 

318) 해설서, VII-5:101, 4107. 
319) Ibid. 한편 p. 4108에서 “유책하게 반환의무가 있는 것을 팔아버린 수익자는 일종의 

불법관리자로 여겨도 된다.”고 되어 있는 서술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수익자가 시
가보다 비싸게 매각한 경우 받은 이득 전부를 환수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으나, 
동호 단서의 형평조항과 이어지는 해설서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도 원래 이득
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320) 해설서, VII.-5:101,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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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의’의 의미

  DCFR은 5:101(5)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선의 수익

자란 이득이 부당하거나 부당해지리라는 것을 몰랐거나 그것이 아는 것이 합리

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득의 정당성에 대한 단순한 부지

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모르는 데 유책사유가 없어야 한다.321) 반면 이득이 부당

하다는 것을 알거나 소급적으로 부당하게 되리라는 것(즉 착오, 사기, 강박 등의 

계약의 취소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을 아는 경우라면 선의가 아니다. 실제로 이

득의 부당성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알아야만 했을 것이 기

준이 된다.322) 모든 경우에 수익자에게 이득의 정당성에 대한 조사의무(further 

inquiry, laborious research)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들이 이득의 정당성을 

조사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조사의무가 부여된다.323) 

  나. 평가

  Wendehorst는 다음의 사안을 제시하며 DCFR의 반환책임 관련 규정을 비판

한다. 이동전화카드(mobile phone card) 매매가 제한능력(미성년)을 이유로 무효

로 된 경우에 그 사이에 미성년자가 카드 충전금액을 다 써버린 경우, 전화카

드는 이전가능한 재산이므로 5:101(1)에 따라 다 쓴 카드를 반환함으로써 미성

년자는 반환의무를 이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DCFR의 

경우 이전가능한 재산이지만 그 가치가 상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 반환의무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다.324) 다

321) 선의가 부정된 사례로 해설서, VII.-6:101, 4164, 사례 6(공공재정 회계담당자가 공무상 
여비관련 계좌이체권한을 가진 것을 기화로 花代를 지급한 경우, 상식적으로(sensibly) 
공금계좌에서 적법하게 花代가 지급될 수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실제 몰랐더라도 성매수인은 선의가 부정됨). 

322) 해설서, VII.-2:101, 3903, 사례 38(은행 직원의 실수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2배로 
인출된 경우 인출자는 초과인출된 금액이 사람이나 기술적 오류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므로 악의); 해설서, VII.-6:101, 4153, 사례 14(세상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노인의 경우에는 선의 인정).

323) 해설서, VII.-5:101, 4108f.: “수익자는 이득의 정당화에 의심을 던지는 명백한 사실에 눈
감는 것을 가장할 권리가 없다. 또한 수익자는 상상의 나래(flight of fantasy)에 의하여만 
지지될 수 있는 정당한 이득에서 선의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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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카드금액을 소진함으로써 더 이상 반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5:101(3)이 적용되어 금전가치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제한

능력자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항변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325)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위 사안은 전화카드와 사용가치를 분리하여 고찰하기보

다는 전화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소진함으로써 이득소멸에 관한 6:101이 적용

이 문제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326) 물론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하

는 경우였다면 이득소멸 항변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 위의 비판

은 법조문의 적용면에서 문제가 있다. 아울러 행위능력제도는 DCFR의 규율범

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온당하지 않아 보인다.

  비교법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代償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유럽의 

법제에서는 물건에 기한 이득(commodum ex re)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책임의 

연장으로서 代償반환(보험금, 제3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이 강제

되지만 거래행위에 기한 이득(commodum ex negotiatione)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통설·판례는 독일민법 제285조와는 달리 제818조 제

1항 후단 규정의 代償반환의무를 물건 자체에 갈음하는 이득에만 인정하고 거

래행위에 기한 이득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327) 후자의 경우에는 수익자

의 수완이나 기여에 따른 부분까지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

으며 손실자는 객관적 가액반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328) 거래

324) Wendehorst (2006), 247. 
325) Wendehorst (2006), 247f.에서는 복잡한 계약 사안에 요구되는 융통성을 제공하지 못한

다고 한다. 
326) Wendehorst (2006), 249f.는 주문한 책이 중복배송되었는데, 두 번째 배송된 책이 도난

당한 경우에도 DCFR상으로는 이득의 “처분”으로 보아(과연 그것을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5:101(3)에 의한 가액반환이 문제된다고 보는데, 역시 
타당하지 않다. 

327) 이에 대하여는 MünchKomm/Schwab (2013), § 818, Rn. 39f. 독일민법 제818조 제1항의 
문언상(“취득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침탈에 대한 배상으로 얻은 것”) 그리고 이득
환수를 규정한 제816조 제1항이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점이 논거로 제시된다. 

328) Larenz/Canaris (1994), § 72 I, 1c에서는 사계에서 저명한 예술품상이 자신의 명성과 
인맥을 동원하여 예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한편 경매
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가라는 점에서 가액반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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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한 이득의 경우 운용이익까지 반환된다는 문제를 DCFR은 선의 수

익자에게 代償반환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선

의 수익자가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우라면 그는 代償반환을 선택하지 않

음으로써 객관적 가액반환책임(5:101(3))만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경

우에도 선의의 수익자는 代償반환을 선택함으로써 반환의무를 용이하게 이행

할 수 있다.329) 한편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실자에게 代償반환의 선택

권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형평조항을 통해 代償의 배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수익자의 운용이익은 반

환범위에서 배제되고, 결국 시가에 기초한 가액반환책임만이 문제될 것이다. 

요컨대 代償반환의 경우 이득 전부의 환수기능은 DCFR에는 없다. 이러한 입

장이 악의의 비용지출자에 대한 일체의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DCFR의 태

도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DCFR의 代償
반환책임을 규정한 5:101(4)의 취지는 선의 수익자가 저가로 처분한 경우에 선

의취득자에게 이득에 갈음하여 얻은 代償만을 반환하게 하여 선의 수익자의 

임의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조는 

6:101상의 이득소멸의 항변과도 관련이 있다. 만약 선의 수익자가 무상처분하

였다면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어 반환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는데, 시가

보다 저가로 처분하여 代償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 이득소멸 항변을 규정한 6:101과 관련하여 본

조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수익자가 

(i) 증여한 경우, (ii) 60만 원에 매도한 경우, (iii) 130만 원에 매도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책임의 범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329) 이러한 이유에서, 代償이 이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 선의 수익자
가 악의 수익자보다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의 수익자의 경우에도 불공정성 심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박희호(2009), 115면은 타당하지 않다. 



- 96 -

 <표 1> DCFR상의 代償반환의무의 범위

  <표 1>를 보면 악의 수익자의 책임은 객관적 가액반환이라는 점에서 100만 

원으로 모두 같다. 무상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악의자는 이득소멸 항변이 인

정되지 않고, 130만 원에 매도한 경우 손실자가 代償반환을 선택할 수는 있지

만 운용이익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형평조항의 적용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반환범위는 10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책

임 범위가 달라진다. 무상처분한 경우 6:101의 이득소멸 항변을 통해 책임이 

전부 배제된다. 한편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代償반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의 객관적인 가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할 것이

다. 문제는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경우인데 해설서에 의하면 이 경우야말로 

선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代償반환책임을 규정한 5:101(4)가 의미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代償인 60만 원에 대하여는 이득소멸 항변은 인정

되지 않고(6:101(2)(a)) 차액인 40만 원에 대하여만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된

다.330) 따라서 5:101(4)(a)에서의 수익자의 代償반환선택 없이도 이득소멸 항변

만으로도 수익자의 반환책임은 60만 원으로 감축되게 된다.

  한편 代償이 채권이라면, 가령 제3자의 불법행위로 원물이 멸실되고 손해배

330) 이러한 해석은 해설서, VII.-5:101, 4106(“in good faith and gratuitously (or at least for 
less than its full monetary value)”)과 4107(“VII.-6:101 ... only to the extent that the value 
... is less than the value of the original enrichment”)으로부터도 가능하다. 해설서, 
VII.-6:101, 4144에서는 代償발생의 경우 이득소멸의 항변을 배제시키는 6:101(2)(a) 규정
은 선의 수익자의 代償반환 선택으로 인해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증여한 경우 60만 원에 매도한 경우 130만 원에 매도한 경우

수익자가 

선의로

반환의무 없음

(6:101 이득소멸)

40만원: 이득소멸 ○
대금으로 받은 60만원:
        이득소멸 ×

수익자 代償반환 

선택 안 하고 

가액반환으로(100만 원)수익자 代償반환 선택

→ 60만원

수익자가 

악의로
100만 원 100만 원

손실자 代償선택 → 
130만 원−30만 원(형평조항)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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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선의 수익자는 가액반환이 아니라 代償반환을 선택

함으로써 제3자의 무자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에 수익자가 악의

인 경우라면 代償반환 선택권이 없고 손실자가 제3자의 자력유무를 고려하여 

代償반환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3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악의의 수익

자가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권행위 무인성 여부가 代償반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발

생시킨다. 가령 E가 D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을 X가 불법행위로 멸실시킨 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자.331) 무인주의라면 E가 얻은 이득은 증여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이고, X가 멸실시킴으로써 E가 代償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E가 선의자라면 代償반환을 선택함으로써 X의 무자력의 위험

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유인주의라면 소유권은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해 

자동복귀되므로 물건에 대한 점유만이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의

의 E는 원물멸실에 대하여 이득소멸 항변이 가능하므로 D로부터 반환책임이 

배제된다. 한편 X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E가 아니라 소유자인 D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D는 X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 이 경우 X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D의 이득에 대한 代償이 아닌데, 왜냐하면 D

는 수익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민법과의 비교

  (1) 반환방법

  민법은 제747조 제1항에서 반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도 

DCFR과 마찬가지로 이득의 이전가능성을 전제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인정

하는데, 여기서 이전가능성은 노무와 같이 성질상 반환할 수 없는 경우처럼 처

음부터 이전가능성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이 소비되거나 처분된 경우,332) 

법률에 의하여 원물을 분리하는 것이 부정되는 경우(가령 부합), 원물반환이 

331) 해설서, VII.-6:101, 4144, 사례 6. 
332) 이득의 객체가 대체물인 경우 동종·동량의 물건을 조달하여 원물반환해야 하는지 아

니면 가액반환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가액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본다. 선택가능하다는 견해로 김주수(1997), 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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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형량상 기대될 수 없는 경우들도 포함된다.333) 이러한 경우들은 DCFR 

5:101(2)와 (3) 및 5:102에 상응한다. 

  (2) 代償반환의 문제

  이득에 갈음하는 代償을 얻은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334) 학설은 원물반환책임의 연장으로서 代償반환을 인정하고 

있는데,335) 다만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물건에 기한 이득(lucrum ex re)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거래행

위에 기한 이득(lucurm ex negotiatione)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불능으로 

보아 가액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336) 거래행위에 기한 이득의 경우 대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이유로는 이때 代償반환을 인정하게 되면 수익자의 수완이

나 노력을 통한 운용이익까지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데, DCFR은 이러한 우려를 형평조항의 삽입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다. 운

용이익의 경우 애당초 손실해당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반환대상에서 배

제되고 있지만 5:101(4)(b)는 이를 다시금 규정함으로써 수익자와 손실자 간에 

代償의 분배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민법과 같이 가액반환이 이루어

지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판례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로 보는데, 다만 수익자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는 반환범위에서 공제하고 

있다.337) DCFR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33)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65면 이하. 
334) 독일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818조 제1항(“취득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침탈에 대한 배상으로 얻은 것”). 동법 제285조와 비교. 
335) 반대설: 이은영(2005), 698면 + 주 3에서는 독일민법 제818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민법의 경우 모두 가액반환이 문제된다고 한다. 
336) 김증한·김학동(2007), 749면;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61면 이하. 반대설로 주

석민법/현병철(2002), § 747, 544면은 양자 모두 代償반환을 인정하고, 서종희(2015. 12), 
173ff.은 고의적인 침해를 통해 취득한 초과수익의 경우에는 초과수익 환수의 인정을 진
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33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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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민법상 代償반환의 문제는 반환청구자에게 

代償청구의 선택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이지만, DCFR이 代償반환의 문제를 선

의 수익자 보호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338) 부당이득법상 代償청

구는 원물반환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DCFR과 같이 반환의

무자인 선의 수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접

근법에 있어 타당하지 못하다. 이로써 물건 자체에 기한 이득의 경우에도 선

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代償반환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점에서 오히

려 선의 수익자는 망외의 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DCFR은 선의 수

익자의 이득처분의 자유보호 쪽에 치중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의 반환이라는 부

당이득법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결과로 되었다. 따라서 선의 수익자에 대

한 처분의 자유보장은 거래행위에 기한 이득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물

건 자체에 기한 이득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수익자의 선

악을 불문하고 손실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은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원물이 멸실한 

경우 그로 인해 수익자가 얻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代償이 아니다.339) 선의 수익자는 그 경우 ‘점유’ 상실에 대한 이득소멸 항변

이 가능하여 반환책임이 배제되지만, 악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가액반환의 문

제로 된다. 다만 이 경우 손실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는 있지

만 양자를 중첩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3) ‘선의’의 의미

  민법은 제749조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악의의 대상은 

“법률상 원인없음”인데, 판례는 여기서 ‘악의’의 의미를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

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를 인정한 사례). 
338) 해설서, VII.-5:101, 4107은 이러한 선택권이 “공정성에 대한 고려”(considerations of 

fairness)로 정당화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339) 따라서 민법상 代償반환은 무인특약이 있는 경우이거나 채권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

한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유효한 변제를 받아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양창수·권영준(2015),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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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본

다.340) 반면 선의는 단순한 부지를 의미하고 과실유무를 불문한다.341) 이 점에

서 부지에 유책사유 없을 것을 요구하는 DCFR상의 엄격한 ‘선의’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민법상 이득 당시뿐만 아니라 이득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 즉 

이때부터 반환의무자는 이득소멸 항변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342) 한편 제749

조 제2항에서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

의로 의제하는데, 판례는 “그 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보지만,343) 제

197조 제2항의 악의점유의제와 관련하여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의 제기시로부터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점유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344) 

  비교하면 DCFR에서의 ‘선의’는 ‘선의·무과실’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한 ‘不
知’를 의미하는 민법과는 차이가 있다. 부당이득법상 선의 개념의 차이는 악의

자의 반환범위에 대한 차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DCFR은 받은 이익을 기준

으로 하면서 선의자의 경우 반환책임을 제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비용절감액

만 반환, 이득소멸 항변 등) 악의자라고 하여 반환책임을 확장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선의’ 개념을 엄격히 새기는 것은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한편으로는 선의자의 책임감경(제748조 제1항)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악의자의 경우 받은 이득을 넘어서 손해가 있으면 

배상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다(제748조 제2항). 이러한 차이에서 민법상 선의 개

34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문제된 사안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
로는 부족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어야 악의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341) 곽윤직(2003), 370면; 김상용(2009), 560면; 김증한·김학동(2007), 751면; 김형배(2003), 
232면. 선의 수익자의 반환면제는 신뢰보호의 목적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로 이은영(2005), 699면.

342) 계약이 취소된 후라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한 자도 악의자로 된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48642 판결(사기로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과실로 반환목적물인 
잉어가 폐사한 경우 수익자는 악의에 해당).

34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25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34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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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DCFR과 같이 엄격히 볼 수 없다. 

  한편 DCFR 부당이득편에서의 ‘선의’ 개념은 선의취득에서의 양수인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VIII.-3:101(1)(d)). 반면 민법의 경우 

부당이득법상 선의는 단순한 부지를 의미하고, 선의취득에서는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제249조). 관련하여 최근 판례가 이득보유의 ‘법률상 원인’의 판단에 

있어 선의취득 법리를 차용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에 수익자

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은 반환범위

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반환청구의 요건으로는 삼고 있지 않는 민법의 태

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3. 이득이 이전 불가능한 경우

  가. 규정해설

  5:102는 이득이 성질상 이전불가능한 재산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

는 이득이 재산증가 이외의 형태인 채무감소, 노무나 완성된 일의 수령, 재산

이용 등의 항목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된다.345) 나아가 본조는 이득이 재산증

가에는 해당하나 실용적 견지에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예: 건물에 부합된 

벽돌)에도 적용된다. 본조는 반환책임의 크기로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345) 해설서, VII.-5:102, 4120. 

VII.-5:102: 이전불가능한 이득

(1)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이 아닌 경우, 수익자는 이득의 금전가치를 손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수익자는 비용절감(saving) 이상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a) 수익자가 이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b) 수익자가 선의였던 경우.
(3) 그러나 이득이, 이득에 대한 가격 또는 가치를 확정하는 합의하에 얻어진 경우, 

그 합의가 가격 확정에 중요하지 않았던 사유로 무효였거나 취소될 수 있었던 

때에는 수익자는 적어도 그 액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3)항은 이득의 금전가치를 상회하여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적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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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1)에서는 책임의 최대한도로서 금전가치 반환(객관적 가치), (2)에서는 

강요된 이득 또는 선의 수익자의 경우 최소책임으로 비용절감액, (3)에서는 중

간책임으로서 이득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이 그것이다. 이득의 금

전가치와 비용절감액에 대한 정의는 5:103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금전가치 반환: 최대책임

  가액반환의 기본책임(basic liability)은 금전가치반환이고(5:102(1)), 가액반환

책임의 최대한도를 구성한다. 이때 실제 이득(항목별 이득)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한 가치증가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데, 가령 건물증축의 경

우 건물의 실제 가치증가분이 아니라 수급인의 노무가치(일의 완성)가 기준이 

된다.346) 가치산정의 기준시점은 이득수령시이다. 따라서 계약에 기하여 노무

제공을 받고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취소시가 아니라 노무제공을 받은 시점

이 가치산정의 기준이 된다.347) 

  (2) 비용절감액: 최소책임

  이득이 이전불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른바 강요된 이득이나 

수익자가 선의이면(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5:101(5)) 반환책임은 이득으로 인

한 비용절감액으로 감축되는데(reduced liability) 이것이 최소책임이다(5:102(2)). 

본항은 아무도 동의 없이 거래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사적 자치의 소극적 

측면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전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라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이득반환이 가능하지만 이전불가능한 재산의 경우 5:102(1)

에서와 같이 금전가치 반환을 명한다면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强買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348) 이로써 수익자의 입장에서 이

득이 된 것(주관적 이익)만을 제거하는 결과로 된다. 

  (3) 재산권이용 또는 노무계약의 청산의 경우 합의가치: 중간책임

  최대책임을 규정한 본조 (1)과 최소책임을 규정한 본조 (2)에 이어서 본조 

346) 해설서, VII.-5:103, 4128, 사례 1. 
347) 해설서, VII.-5:103, 4128.
348) 해설서, VII.-5:102,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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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는 중간책임(intermediate 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이용 또

는 노무계약의 경우 재산권의 이용가치 또는 노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것으로, 

해당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

라도 본조 (2)의 최소책임이 아니라 합의한 가격이 기본책임으로 정해진다. 동

항의 취지는 당사자 간에 가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적어도 그 

액수만큼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지급용의’가 나타났다는 점이 언급된다.349) 

  본항이 적용되면 무효·취소된 계약이 사실상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계약체결강제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는 가격

에 대한 합의에 하자 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되었어야 한다.350) 따라서 

가격판단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가령 무능력이나 착오, 사기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고, 수익자가 선의라면 본조 (2)이, 

악의라면 본조 (1)이 적용될 것이다. 둘째로 본항의 책임은 객관적 가격을 상

회하지 않는 범위일 경우에만 적용된다(5:102(4)). 즉 그 한도 내에서는 합의한 

가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에 합의된 금액이 최대책임으로서 금전가치(monetary value)와 최소책임으로서

의 비용절감(actual saving) 사이인 경우에만, 즉 수익자가 진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 비용절감액보다는 많지만 시장가치보다는 적은 경우에만 적용된

다는 점에서 본항의 책임은 “중간책임”을 구성한다(5:102(4)). 다시 말해 수익자

가 객관적 가치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밑지는 거래(bad bargain)를 하는 

경우나 합의된 가격 이상으로 비용절감한 경우에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351)  

349) 해설서, VII.-5:102, 4122. 
350) 해설서, VII.-5:102, 4123의 표현에 따르면 “당사자의 판단능력에는 영향이 없어서 합

의 내용과는 무관한 기술적 이유로만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라고 한다. 일례로 불법체
류 노동자의 고용계약의 경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II.-7:302), 6:103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는데, 다만 계약의 불법성(즉 고용주 입장에서의 피고
용인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을 고려한 실제 제공한 노무의 가치의 가액만이 반환청구될 
수 있고 따라서 고용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시세보다는 더 적을 것이라고 한다. 해설서, 
VII.-6:103, 4168. 이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고용계약을 유효하게 보고 ‘동일노동 동일임
금’ 원칙에 따른 임금청구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와는 차이가 있다. 

351) 해설서, VII.-5:102, 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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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

  재산이용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은 비가역적 성질로 인해 원물반환은 불가

능하고 가액반환만이 가능하다. 특히 노무이득 또는 비용이득 사안은 역사적

으로 부당이득법상 難題에 속하고, 특히 강요된 이득(aufgedrängte Bereicherung)

의 문제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으로 상이한 태도가 나타난다.352) 

  관련하여 DCFR이 선의 수익자의 반환의무를 비용절감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쾌한 해법”(clear cut solution)이지만, 비교법적으로 볼 때 정교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353) 무엇보다 수익자가 매도 등을 통해 이득을 실현한 

경우에도, 이득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더라도(5:102(2)(a)) 수익자가 이득당시 

선의였다면 동항 (b)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액만이 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이 아마도 5:103(2)의 

“비용절감”을 실제 또는 잠재적 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조작을 함으로

써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할 것이라고 보면서, 결론적으로 DCFR은 비용

지출 사안의 복잡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354) 

  이러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용부당이득은 부당이득

법상 매우 어려운 쟁점들을 제기함에도355) DCFR은 강요된 이득의 경우 선의 

수익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득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 하더라

도 매도나 임대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실현시킨 경우와 나아가 강요된 이득인

데 수익자가 악의이고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저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

환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DCFR은 이 경우까지도 반환책임을 감축시킴으

로써 수익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이용 또는 노무계약의 청산에서 가급적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

하려는 5:102(3)은 의미가 있다.356) 동항이 가지는 의미는 당사자 간에 진정으로 

352) 이에 대하여는 Werner Lorenz (1999), 367ff.(독일법과 영국법 비교).
353) Wendehorst (2006), 254f. 
354) Wendehorst (2006), 255. 
355) Andrew Kull (2002), 373. 비효율적 거래에서의 손실에 대한 분배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 과책(fault)이 있는지와 그로 인한 가혹함(hardship)을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구체적인 산정(valuation)과 현금화(liquidity)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356) Goff & Jones (2011), para. 4-43ff.도 수익 전에 당사자 간의 거래(parties’ dealings)가 있
다는 사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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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 가액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라면 선의자라 

하더라도 최소책임을 주장할 수 없음에 있는데, 이는 후술할 쌍무(유상)계약 

청산에 있어서 이득소멸의 항변을 제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재산권 이

전계약에 있어서는 선의 수익자의 이득소멸 항변의 제한으로(6:101(2)(c)), 노무

나 재산권 이용계약에 있어서는 가액반환책임에 있어 선의 수익자에게 최소책

임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쌍무계약 청산의 특수성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하자 없이 합의한 가치는 대체로 시가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5:102(3)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은 협상력 차이, 교섭기술, 당해 거래에서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므

로 객관적 시가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357) 가격형성에 있어 하

자 없는 상황하에 합의되었다면 객관적 시가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무

엇보다 본항의 적용에 있어서 객관적 시가한도라는 제한이 있으므로(5:102(4)), 

당사자 간에 합의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가치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

다. 결국 반환책임과 관련하여 손실자가 합의가를 주장할 것이고 책임의 감축

을 원하는 수익자는 객관적 시가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의 경우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원물반환원칙, 가액반환 예외라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부당이득의 객체로 다루어진 이

득이 이전가능한 객체(certa res)만을 염두에 둔 설명일 뿐이다. 오히려 민법은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도 이득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제741조), 

DCFR과 같이 받은 이득의 이전가능성에 따라 그것이 가능한 경우 원물반환,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으로 규율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가액반

환의 책임에 있어 DCFR은 3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민법은 1종의 

가액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747조 제1항)에서 차이가 있다. 가액반환

의 기준액은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득당시의 현실적 이용상

태가 기준이 되므로 개발이익 등은 공제되어 산정된다.358) 

357) 해설서, VII.-5:103,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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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R은 노무계약 및 재산권 이용계약을 이득이 이전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산권이전 계약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방식은 타당해 보인

다. 만약 노무나 재산권 이용의 경우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다고 하여 당사자

들이 그때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공한 노무 또는 재산권 이용의 

내용까지 없던 것으로 보고 그 객관적 가치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해결

을 더 어렵게 한다. 그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과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합의한 가치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편의로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359) 

  한편 선의 수익자 보호의 필요성은 원물반환의 경우보다 이득이 이전불가능

하여 가액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큰데, 후자의 경우 객관적 가치반환을 관

철시킨다면 합의에 기하지 않은 가치교환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DCFR은 이 점을 포착하여 선의 수익자의 경우 자신에게 이득이 된 액수만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의 수익자의 경우 이득항목을 불문하고 객관적

으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 현존이익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민법과 비교

하면 훨씬 더 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DCFR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악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강요된 이득의 경우에도 최소책임으로 반환책임을 제한하

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강요된 이득의 문제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많이 논의되고 있고, 민법에서도 학설상 그 경우에는 주관적 이득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360) 향후 판례나 입법을 통

한 보완이 필요하다. 

35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
다58216 판결(토지의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
다5397 판결(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359) 도급계약과 같은 노무제공계약에 있어서 노무제공자체가 도급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라는 점에서 이득강요의 문제는 없으며 반환내용도 합의한 대
금 또는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면 족하다는 김상중(2009. 12). 36면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합의한 금액과 객관적 시가가 상이한 경우 무엇을 기
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견해는 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견해도 대가 결정의 진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령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사기·강박 또는 도급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
소된 경우라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360)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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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득의 금전가치와 비용절감의 정의

  가. 규정해설

  5:103(1)은 이득의 금전가치, (2)은 비용절감에 대한 정의규정이다. 금전가치

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로는 이득이 이전가능하더라도 그 이전이 노력이나 비

용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수익자가 선택하거나(5:101(2)) 아니면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후적으로 이전불가능하게 된 경우(5:101(3))가 있다. 또한 애초부터 

성질상 이전불가능한 이득의 경우에는 기본책임의 크기로서 최대책임을 구성

한다. 이때 이득의 금전가치란 가상매매에서 진정으로 매매에 관심 있는 당사자 

간의 교섭 결과로 합의되었을 가격이 기준이 된다.362) 해당 이득항목이 거래되

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대개 시장가치로 정해질 것이다.363) 본조 (1) 제

2문에서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령자가 부담할 것이 요구되는 비용의 경우 가

격에 산입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수급인이 자재를 조달하여 건축한 경우 자

재비용은 노무의 금전가치에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이 지급이체를 지시받은 

경우에도 은행이 제공한 노무(이체서비스)의 금전가치로서의 수수료도 반환대

상에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지급이체를 지시한 고객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364) 

361) 박희호(2009)는 126면에서 “절약액”, 가정준(2015)은 319면에서 “절감액”, 백태승·박수
곤(2012), 158면은 “出費의 절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독: Ersparnis; 프: 표제는 
dépense épargnée, 본문에서는 économie.

362) 해설서, VII.-5:103, 4129. 
363) 한편 해설서, VII.-5:103, 4129, 사례 2는 무허가 건축업자가 건물 보수공사를 한 경우 

그 계약은 자격 결여로 무효가 되는데, 이때 무허가자가 제공한 노무의 가치는 그가 무
자격자라는 것과 그 공사가 요구되는 수준으로 행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하
자가 있다면 하자도 고려) 산정될 것이라고 한다. 

VII.-5:103: 이득의 금전가치; 비용절감(saving)361)

(1) 이득의 금전가치는 합의에 도달할 실제 의도를 가진 제공자(provider)와 수령자

가 그 가격으로 적법하게 합의하였을 금액이다. 합의가 수령자에게 변상될 것

을 요구하는 노무 제공자의 비용은 가격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  
(2) 비용절감이란 수익자가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입게 되었을 재산감소 또는 채

무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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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이란 수익자가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입게 되었을 재산감소 또는 

채무증가를 말한다(본조 (2)). 이는 수익자가 노무를 수령하였거나 타인의 재산

을 이용한 경우 그 이득이 없었더라면 수익자가 동일한 성질의 이득을 조달하

였을 것이고 그때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해야만 했거나 채무를 야기하였을 경

우에 발생하고, 만약 수익자의 재산계획상 그러한 노무나 재산이용이 전혀 불

필요하거나 무익하였다면 비용절감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365) 즉 비용절감은 

수익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익자가 어쨌든 얻었을 어떠한 것을 대체하였을 

것을 전제하고,366) 그 내용은 수익자의 평소 행태와 제반사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가령 건물 청소업자가 주소를 착오하여 창문청소를 한 경우,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강요된 이득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비용절감만을 책임지게 되는

데(5:102(2)(a)), 이때 수익자가 주기적으로 창문청소를 맡겨왔는지 여부, 창문

청소가 직전에 다른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른 업체가 창문청소

하기로 예약된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비용절감

액이 정해지게 된다.367) 

  나. 평가

  이득의 금전가치와 비용절감에 대한 명문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전가치는 이른바 가상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특징

이고368) 대체로 시가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Wendehorst는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혁신적(innovative)이며 보통은 시가로 

결정될 것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정확한(flexible and precise) 표현

이라고 평가하면서도,369)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해결책이 적절하지 

364) 해설서, VII.-5:103, 4129. 
365) 백태승·박수곤(2012), 42면에서 이를 “현존이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366) 해설서, VII.-5:103, 4129. 
367) 해설서, VII.-5:102, 4121.
368) 이러한 접근법은 영국법(quantum meruit 산정)과 동일하다고 한다. 해설서, VII.-5:103, 

Note 8, 4132. 



- 109 -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370) 가령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사안에서 DCFR에 의

하면 무권리자가 얻은 이득은 “재산이용”일 것인데 이것이 권리자와 무권리자 

간의 가상거래를 통해 산정되는 것은 의아하고 오히려 특별조문으로 두어 시

장가치 또는 매매대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강요된 이득과 관련

해서는 반환책임으로서 비용절감액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비

판한다.371) 여기에는 필요비(소유자가 지출하였을 비용 또는 책임감 있는 소유

자라면 지출했어야 할 비용), 입증은 어렵겠지만 기타 소유자 스스로가 지출하

였을 비용(그것이 가치증가여부 또는 유용성 여부는 불문)은 포함되지만, 가치

증가도 없고 소유자의 장래 재산계획에 부합되지도 않는 비용지출은 배제된다. 

만약 소유자가 지출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재산이 증가된 이른바 유익비의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비용절감이 아니라면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상환여부는 객관적인 재산증가 여부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

관적 재산계획에 달려 있고, 이는 소유자가 나중에 이득을 실현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5:102(2)(a)가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372) 

  Wendehorst의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가상거래를 상정한 금전가치의 산정

은 참신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불분명함을 발생시키며, 비용절감액의 경우에

도 결국 손실자의 주관적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이는 노무 또는 비용부당이득 사안 자체가 내포하는 어려움이고, 

이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으로도 상이한 해법이 강구되고 있다. 오히려 DCFR의 

정의규정은 그것이 없는 것에 비하면 법적용과 사안해결에 있어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다. 민법과의 비교

  가액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학설은 원물의 객

369) Wendehorst (2006), 257. 침해부당이득 사안에서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의 
반환으로 될 것이라고 한다. 

370) Wendehorst (2008), 229f. 
371) Wendehorst (2008), 230f. 
372) Wendehorst (2008), 230, 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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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가한 것, 즉 객관적 시가를 원칙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가액반환의무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즉 노무나 사

용이익과 같이 애초부터 가액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급부시를, 후발적으로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에는 불능시를 기준으로 삼는 견해와373) 이득의 목적

물에 따라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모두 반환시를 기준으로 삼

는 견해가 있다.374) DCFR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충족시를 기준으로 삼

고 있는데, 통상은 이득시로 본다.375) 

  이득 항목별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성질상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노무이득의 

경우 노무제공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민법과 DCFR이 일치한다. 

문제는 이전가능한 이득이 후발적으로 원물반환불능으로 된 경우인데, 이때는 

불능의 사유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가령 처분으로 인한 원물반환불능의 경우

라면 DCFR에서는 代償반환의 문제로 되지만(5:101(4)), 거래에 기한 이득의 경우 

代償반환을 부정하는 민법의 경우 처분당시의 가액반환으로 된다. 한편 후발

적 멸실로 인한 원물반환이라면(5:101(3), 선의자는 이득소멸 항변이 가능하므

로 악의의 경우가 문제된다), 민법은 멸실로 인한 불능당시 가액이 기준이 될 

것이지만, DCFR의 경우에는 이득시의 가액(5:101(3): “its monetary value”)이 될 

것이다.376) 이러한 DCFR에 대하여는 이득 이후 발생한 가액증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377)

  비용절감에 대하여도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민법에서 

비용절감, 즉 비용지출의 절약이론은 두 가지의 맥락에서 기능한다.378) 첫째, 

이득 자체가 재산사용과 같이 소극적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면하는 경우 이득

은 비용절감액으로 산정된다. 즉 이 경우 재산의 소극적 증가가 이득이 된다. 

373)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68면; 이은영(2005), 701면. 목적물 처분으로 인한 불
능시 처분당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374) 김증한·김학동(2007), 757면 이하.
375) 해설서, VII.-5:103, 4128. 이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고 따라서 책임의 크기를 정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376) 계약 취소는 소급효가 있음을 이유로 한다. 한편 악의자의 가액반환책임의 경우 민법

이나 DCFR 모두 이자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377)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68면.
378)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55면 주 7 및 5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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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은 선의 수익자나 강요된 이득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이득의 범위를 

산정한다(“최소책임”). 둘째, 비용절감이론은 반환책임이 정해진 후에 선의 수

익자의 이득소멸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DCFR은 이를 6:101에서 

규율하고 있다.

  5. 이득의 果實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

 

  가. 규정해설 

  5:104에서는 이득반환책임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득의 果實과 사용

이익에 대한 반환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책임을 확장하고 있다. 이

는 이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수적 이득에 대한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가축의 새끼, 수목의 열매)과 법정과실(이자, 차임, 배당금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득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물건의 마모(wear and tear)에 

대한 금전배상의 의미를 가진다.379) 본조상 이득의 사용이익 반환은 이득 자

체가 사용이익인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가령 타인 재산을 임

대함으로써 이득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득이 이전불가능한 경

우에 관한 5:102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도 수익자의 선악 여부가 기본책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악의 수익자

는 이득의 과실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선의 수

익자의 책임은 비용절감(5:103)으로 감축된다. 이와 같이 차등 취급되는 이유

로 악의자의 경우에는 이득당시에 부수적 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

았다는 점이 언급된다.

379) 해설서, VII.-5:104, 4134. 

VII.-5:104: 이득의 果實과 사용

(1) 이득반환은 이득의 果實과 사용이익까지 미치거나,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果實
이나 사용으로부터의 비용절감이 포함된다.  

(2) 그러나 수익자가 果實이나 사용이익을 악의로 얻은 경우, 이득반환은, 비용절감

이 果實이나 사용이익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果實과 사용이익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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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서는 본조가 물권행위 무인성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380) 가령 자동

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무인성을 취하는 경우 

자동차의 점유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원물반환대상에 속한다(5:101). 그러나 점

유기간 동안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소유물로부터 사용이익

을 수취할 권한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되어 악의라면 사

용이익 전부를(5:104(2)), 선의라도 실제 이득한 것(비용절감)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다(5:104(1)).381) 그러나 유인성을 취하면 매도인이 계속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부당이득법상 원물반환은 자동차의 점유반환만 해당한

다(5:101).382)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그 자체로 이득항목을 

구성하고(3:101(1)(c)), 따라서 5:102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경우 악의자

는 사용이익에 대한 금전가치를 반환해야 하지만(5:102(1)), 선의자는 실제 이

득한 비용절감만을 반환하면 된다(5:102(2)). 이는 급부이득과 관련된 것이고, 

침해이득인 경우에는 동조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 평가

  수익자가 이득의 보유기간 동안 수취하는 과실이나 이득을 사용함으로써 얻

은 사용이익은 이득 자체에 부수하는 이득으로써 역시 반환대상이 되어야 하

는데, 이와 같이 부수적 이득반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독일민법이 있다.383) 비교법적으로 부수적 이득조정은 이와 같이 통일적으로 규

율되기 보다는 이득객체별로(가령 금전이냐 물건이냐) 상이하고 복잡한 규율을 

받고 있는데384) 그 점에서 DCFR의 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과실반환의 문제는 특히 원물반환에 

있어서 소유물반환청구에서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

380) Ibid. 
381) 이 사례는 해설서, VII.-1:101, 3849, 사례 10. 
382) 물론 이 경우 소유물반환청구와도 경합이 인정된다. 
383) 독일민법 제818조 제1항. 동법 제100조에 의하면 Nutzung은 과실과 사용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84) 이에 대하여는 Schlechtriem (2000), 31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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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부당이득법상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한도에서 과실반환의무가 있으나(제818조 제1항, 제3항), 선의(+ 유상) 점유자

는 과실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993조 제1항). 이 경우 점유자의 지위만

을 갖는 자가 소유권까지 취득한 자에 비하여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385) 독일의 다수설은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급부부당이득반

환관계에서는 제987조 이하의 소유자-점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배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386) 프랑스의 경우 

과실반환과 관련하여 비채변제(제1378조)와 그 외의 소유물반환청구로 인한 

부수적 이익 조정의 경우(제549조 내지 제550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선의 수익자/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악의자에게는 과실반환의무

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387) DCFR은 점유자-회복자 관계에 관한 규

정에서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이나 사용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부당이

득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VIII.-7:103). DCFR은 복잡한 역사

적 배경이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DCFR의 본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

권행위의 무인성 여부에 따라 부수이득 반환과 관련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본조는 무인성을 전제로 하는데, DCFR 동산물권편은 유인성의 입장이라는 점

에서(VIII.-2:202(1), (2)) 체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한 무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법 성안작업을 하게 된 

DCFR 성안과정의 특수성 및 도구상자로서의 DCFR의 기능을 생각하면 이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사용이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나 과실의 

경우 적용법조의 차이로 인해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천연과

실이든 법정과실이든 그것이 이전가능한 재산인 경우라면 유인주의하에서는 

5:101의 적용을, 무인주의 하에서라면 5:104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5:101에 따

385) 다만 점유자-회복자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무효
여야 한다. 

386) Larenz/Canaris (1994), § 74 I 1a mit 2b; Medicus/Petersen (2011), Rn. 600. 
387) 김상중(2007. 6), 152면 이하. 제철웅(2006. 3), 246면은 이때 악의자가 부담하는 책임

은 원물반환의 이행지체로 인한 최소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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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선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득소멸 항변에 관한 6:101이 적용되면) 현존

하는 한 과실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반면, 5:104에 따르면 선의 수익자는 주관

적으로 이득이 된 것만 반환하면 되는 차이가 있다.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원물반환에 있어 부수적 이익조정에 관하여 민법 제201조 이하의 규

정을 두고 있다. 민법이 유인성을 취한다는 점에서 소유물반환청구와 경합이 

인정되는데, 다만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수적 이익

조정과 관련하여 적용법조에 있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이는 특히 제201조가 

적용되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여기에는 이자와 사용이익이 포함된다)을 취득하

게 될 것이고 제748조가 적용되면 선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익이 현존한 한

도에서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견해대립의 실익이 있다. 

  다수설은 소유물반환청구가 원물반환에 관한 특수한 부당이득반환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부수적 이익조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하

여야 한다는 입장인데,388) 그 논거로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던 경우

(계약청산)보다 그렇지 않았던 경우(소유물반환 관계)가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

득권(제2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더 유리하게 된다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

이 언급된다.389) 이러한 다수설에 대하여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에 관한 제748조를 적용하여 선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유력설이 주장된다.390)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388) 곽윤직(2003), 349면(이는 의용민법시대부터 일본의 통설로 되어 있는 특수한 해석론
이라고 한다); 송덕수(2014), 421면, 464면; 장재현(2006), 512면.  

389) 따라서 예외적으로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
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곽윤직(2003), 373면; 송덕수(2014), 421면. 

390)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52면에서는 “물적 지배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제도를…계약법과의 기능상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장면에 적용하는 것
은 민법이 정하는 역할분배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김형석(2008. 3), 249면 이하는 그 
근거로 근대 주요 입법례의 성립과정을 고찰해보면 민법 제201조 이하의 규정은 점유
자가 점유를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사안을 전제로 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우리 민법상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지 않으므
로 이에 기초한 선의취득이나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현상유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 115 -

치열한 학설대립이 이어지고 있고,391)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론도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392) 

  한편 악의 수익자/점유자의 경우 제201조 제2항에서 수취한 과실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적용법조의 문제는 선의자의 경우만큼 첨예하지는 

않지만, 수취한 果實이 수익자의 過失 없이 훼손된 경우 반환책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견해대립은 실익이 있다. 왜냐하면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그 경우 악의 

점유자의 반환책임은 배제되지만 제748조에 의하면 여전히 반환책임이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수익자의 過失로 수취하지 못한 果實의 경우라면 제748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적용법조에 따른 결과상의 차이는 

없다.393)

  판례는 부당이득의 사안유형을 불문하고, 또한 원물반환인지 가액반환인지를 

불문하고 점유자의 선악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선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제748조 제1항에 우선적용된다는 입장이다.394) 그리고 쌍무

계약 취소시 선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한 균형으로 선

의의 매도인에게는 제587조 유추적용으로 대금의 이자취득을 인정한다.395) 한

편 타인 물건을 악의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반환이 문제되

는 사안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는 후자가 

전자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96)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동지: 김형배(2003), 206면.
391) 위의 유력설에 대한 반론으로 김상중(2007. 6), 161면 이하, 165면 이하; 유력설 측의 

재 반론으로 김형석(2008. 3), 266면 이하; 이러한 해석론적 문제의 연원을 입법사적으로 
검토한 문헌으로는 제철웅(2006. 3), 255면 이하. 

392) 개정론으로 제201조 이하를 존치하되 제748조의 규정을 제201조 이하의 규정에 부합
하게 개정하는 방법(백태승·박수곤(2012), 53면 이하)과 선의 점유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제201조를 재정비하고 독일민법과 같이 무상 취득자를 악의 점유자와 동치하
는 규정의 신설(김재형(2004), 196면), 제201조 이하를 삭제하고 제748조에 통합하는 방
안(제철웅(2013), 301면 이하)이 주장되고 있다. 

393) 민법주해[IV]/양창수(199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전론, 355면 이하.
394) 점유자가 선의여서 반환의무를 부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

결(불법점유) 이래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토지 사용이익도 과
실과 同視) 등. 악의여서 반환청구를 인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
27069 판결(타인 토지 위에 송전선로 설치한 사안). 

39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0 판결.
39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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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R은 이득의 반환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득으로부터의 과실이나 사용이

익과 같은 부수적 이득에까지 반환책임을 확장시키되 선의 수익자의 경우 비

용절감만을 반환하도록 반환책임을 제한시키고 있다. 민법은 선의 수익자의 

경우 실제로 수취한 과실 중 현존하는 것이나 이득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에 대하여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제748조 제2항에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당

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

만,397) 악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득을 넘어서서 반환범위를 넓히는 규정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DCFR이 과실이나 사용이익의 경우 전부 반환

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의 수익자의 경우 비용절감액으로 반환범위를 줄이는 

구조라면, 민법은 “그 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선의자는 반환범위를 현존한도

로 줄이고, 악의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임으로써 반환범위를 늘리

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6장 항변

  1. 개관 및 특징

  제1장의 기본규정에 따라 제2장에서 제4장에서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제5

장에서 반환대상 및 기본적인 반환책임의 내용이 결정된다. 제6장에서는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수익자가 원용할 수 있는 항변사유 3가지, 즉 이득소

멸 항변(6:101), 선의 유상취득 항변(6:102), 위법성 항변(6:103)을 규정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반환책임의 성부 및 크기가 정해진다. 

  우선 선의 수익자의 이득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된다. 즉 이득의 귀속

과 존속을 신뢰한 선의 수익자의 경우 현존이익만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부당

이득반환을 통해 재산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DCFR은 선

397) 김증한·김학동(2007), 754면. 오히려 이자반환의무를 악의 수익자에게로 제한한 것은 
타당성이 의문스럽고 선의 수익자도 이자반환의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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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취득 법리를 확장하여 선의의 유상취득자에게 항변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안

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법성 항변은 법질서의 근본원칙이나 강행규

정의 취지가 부당이득반환의 국면에서도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교법적으로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에게는 여러 가지 항변사유들이 인정되고 

있는데,398) 그 중에서 6:101의 이득소멸 항변과 6:103 위법성 항변의 경우 비

교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득소멸 항변

의 경우 DCFR은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이득

이 소멸한 위험부담의 문제까지 이득소멸에 포괄함으로써 비교법적으로 볼 때

에도 규율범위가 넓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6:102 선의 유상취득 항변의 경

우 영국법상의 선의매수(bona fide purchase) 항변을 입법한 것으로, 거래안전 

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DCFR은 성립요건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성

립의 문을 넓혀놓으면서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통해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103의 위법성 항변은 로마법 이래 인정

되어 오던 것이지만, 그 입법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난 구성

을 시도함으로써 불법원인급여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민법은 일반조항인 제741조에서 반환청구의 근거규정을 두고 제742조 이하

에서 수익자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반환청구 배제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비

채변제자가 악의라는 점(제742조), 비채변제이지만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점

(제744조), 타인채무변제지만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훼멸·담보포기·

시효도과하였다는 점(제745조),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제746조)

이 반환청구를 저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반환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의 수

398) 독일법은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일반조항(제812조)에 이어서 반환청구 배제사유들 나
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는 악의의 비채변제(제81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814조), 법률위반 또는 양속위반(제817조), 이득소멸(제818조 제3항)이 있다. 
우리도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커먼로상 8개의 주된 항변사유들로는 상태변경, 금반언, 
反원상회복, 시효, 분쟁종결(dispute resolved: 화해 또는 기판력), 무능력, 위법성, 선의매
수가 있고, 원고의 손실전가(passing on)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전 2자(세 번째 
것도)는 피고의 ‘이득’과 관련된 항변이고, 나머지는 이득의 부당성과 관련된 것이다. 
Burrows (2002), 51. 이중에서 부당이득법에 고유한 것으로는 상태변경, 反원상회복, 위
법성, 선의매수 정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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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의 이득소멸(제748조 제1항), 수익자가 제한능력자임(제141조 단서), 불법

관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른바 강요된 이득, 제739조 제3항)도 수익자

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시켜주는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제742조부터 제746조까지는 반환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것들이고 

제748조 제1항, 제147조 단서, 제739조 제3항은 해당하는 부분만(pro tanto) 반

환책임을 경감시키는 것들이다. 반면 DCFR에서는 각 사유들이 단계별로 나누

어서 고려되는데, 첫째로 이득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사유, 둘째로 기본책임이 

감경되는 사유, 셋째로 최종적인 반환책임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그러하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악의의 비채변제, 

시효완성 채무의 변제의 경우이고, 두 번째에는 강요된 이득, 세 번째가 이득

소멸 항변과 불법원인급여가 여기에 속한다. 민법과의 차이는 제745조가 DCFR

에서는 이득소멸 항변으로 규율된다는 점이고, 행위능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DCFR의 특성상 제한능력자 보호는 아마도 위법성 항변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고려될 것이다. 

  2. 이득소멸

VII.-6:101: 이득소멸(Disenrichment)
(1) 수익자가 이득의 처분 기타의 방법으로 손실을 입은 한도에서(이득소멸) 수익자

는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는데, 다만 이득과 무관하게 재산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러나 다음의 한도에서 이득소멸은 고려되지 않는다: 
  (a) 수익자가 代償을 얻은 경우;
  (b) 수익자가 이득소멸 당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i) 이득이 반환되었더라도 손실자가 이득소멸하였을 경우; 또는

(ii) 수익자가 이득 당시에는 선의였고, 이득반환의무 이행기 도래 전에 이

득소멸을 입었고 또한 이득소멸이 수익자에게 책임 없다고 여겨지는 

위험의 실현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c) 제5:102조 (이전불가능한 이득) (3)항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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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정해설

  (1) 개관

  DCFR 6:101은 이른바 이득소멸 항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익자의 이득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자의 이득

에 대한 임의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399) 여기에는 수익자가 이득을 반

환함으로써 더 나쁜 지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가 깔려있다.400) 

  이득소멸 항변과 관련하여 DCFR은 6:101은 매우 상세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401) 우선 본조 (1)에서는 이득과 소멸 간의 연계(nexus)가 인정되는 

한 소멸한 이득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책임이 배제된다. 본조 (2)에서는 이득소

멸이 인정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a) 수익자가 代償을 얻은 경

우, (b) 이득소멸 당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 (c) 5:102(3)이 적용되는 경우(후

술)가 그것이다. 다만 (b)호 단서 (ii)의 경우 예외의 예외로 위험부담이 문제되

는 경우에 이득소멸시 악의 수익자에게도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이득소멸의 인정범위는 이득이 소멸된 한도에서만(pro tanto) 인정되고 그 만큼 

수익자의 반환범위가 감축된다. 따라서 일부소멸의 경우에는 소멸한 이득만큼

만 책임이 줄어들고 현존하는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402)

  한편 선의 수익자의 무상처분으로 이득소멸이 인정되는 경우 손실자는 전득

자를 상대로 전득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상 전득자만 

399) Swadling (1994), 278에서는 수익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처분가능해야 하며, 만약 계
속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당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면 용인될 수 없을 것인데, 공익 차
원에서 이득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이기 때문이
라고 한다. 

400) 해설서, VII.-6:101, 4140, 4155. 
401) 성안과정에서도 2004년 임시초안에서 2006년 수정안으로 되는 과정에서 조문체계상의 

많은 변화를 거쳤다.  
402) 해설서, VII.-6:101, 4155, 사례 16(배달기사의 주소 착오로 축하카드 없이 케이크와 샴

페인이 배달된 경우, 케이크만 먹고 샴페인은 아직 터뜨리기 전이라면, 샴페인은 반환책
임이 있다). 

(3) 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처분의 결과로 손실자를 상대로 본조상 항변을 가지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실자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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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을 갖기 때문이다(6:102). 4:103(2)에 의하면 이 경우 전득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실 간에 손실해당성이 

인정되고, 6:101(3)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03) 

  이하에서 이득소멸 항변의 요건을 상세히 살펴본다. 

  (2) 요건

  (가) 이득소멸이 있을 것

  우선 이득의 소멸이 있어야 한다. 이득소멸은 3:102(1)(a)상의 손실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득소멸의 형태와 방식으로 본조 (1)에서는 “이득의 처분 

기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득의 처분”이란 의사에 기한 권리변동

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수익자는 3:102(1)(a)상의 재산감소라는 손실을 입게 된

다. 처분 이외에도 여타의 손실이 이득소멸에 해당한다.404) 물건의 소비나 분

해와 같이 이득 자체에 대한 재산감소뿐만 아니라 이득 이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이득소멸에 해당한다. 가령 거액의 금전을 이득하여 새 차를 

사기로 하고 자신이 타던 중고차를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를 들 수 있다.405) 

나아가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서 변제받은 채권자의 채권소멸,406) 채무자가 아

닌 자로부터 착오변제를 받자 채권자가 실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줄 알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담보를 풀어준 경우도 이득이 소멸한 경우에 속한

다.407) 특히 이득으로 인한 다른 재산의 처분은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에도 

403) 이는 2004년 임시초안에는 없다가 2006년 수정안에서 신설되었는데, 확인규정이라고 
한다. 해설서, VII.-6:101, 4156. 

404) 해설서, VII.-6:101, 4142: “... what matters is simply the overall balance of the enriched 
person’s wealth.” 따라서 수익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자연력이나 제3자의 행위(가령 
국가에 의한 수용)에 기한 이득박탈도 이득소멸에 해당된다. 

405) 해설서, VII.-6:101, 4141, 사례 2. 자신이 타던 중고차의 가치만큼 이득소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88면에서 동일하게 본다(“법률상 원인 없
음을 모르고 시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낡은 시계를 제3
자에게 증여한 경우”). 

406) 해설서, VII.-6:101, 4142, 사례 3. 반면 변제자는 이득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데 변제로 
인한 채무감소가 代償에 해당하기 때문이다(6:101(2)(a)). 해설서, VII.-6:101, 4148. 

407) 해설서, VII.-6:101, 4142, 사례 4. 이는 민법 제745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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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만 이득이 성질상 이전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유일한 이득소멸의 방

식에 해당한다.408) 아울러 이득으로 인한 수입기회의 포기도 이득소멸에 해당

하는데, 가령 거액의 금전을 이득한 경우 그 이자수입이 임대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실로 된 아파트를 무상으로 아들에게 사용대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409) 적극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채무초래와 같은 소극재산 증가

도 이득소멸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면 채

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얻은 이득으로 추가 융자를 

받은 경우 이를 통해 발생된 이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될 

수 있다.410) 또한 얻은 이득을 수익자가 개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재산감

소)하거나 노무를 투입(노무제공)한 경우에도 DCFR은 이득소멸로 보아 반환

범위에서 공제하고 있다.411)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물이 멸실·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자라면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득소멸 항변은 선의 수익자의 이득존

속에 대한 신뢰, 즉 “이득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여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412) 따라서 반환목적물을 타인에게 증여하든지 스스로 

손괴하든지 그의 재량 하에 있다고 본다.413) 갑자기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숴버

리는 행위는 합리성이나 이해타산적인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내 것”으로 여긴 물건을 “마음대로 다룰 자유”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보관상의 부주의(방치)와 같은 부작위로 야기된 이득소멸도 포함된다.414) 

408) 해설서, VII.-6:101, 4142. 
409) 해설서, VII.-6:101, 4141, 사례 2.
410) 해설서, VII.-6:101, 4142, 4149, 사례 11. 
411) 해설서, VII.-6:101, 4145f. 
412) 해설서, VII.-6:101, 4145. 
413) 해설서, VII.-6:101, 4145에서는 곡선이 많고 장식적인 치펀데일 양식의 고급가구(Chip-

pendale furniture)를 땔감으로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이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
(maltreatment)는 이득소멸 항변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DCFR VIII.-1:202에 의
하면 소유권의 여러 권능에 재산을 ‘파괴할 권능’도 명시하고 있다(“the exclusive right 
... to ... destroy ... of ... the property). 

414) 해설서, VII.-6:101,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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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득소멸 항변이 제한되는 경우

  6:101(1)과 (2)는 이득소멸의 항변이 제한되는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득과 이득소멸 간의 연계(nexus)가 없는 경우(본조 (1) 단서), 둘째, 이

득소멸로 수익자가 代償을 얻은 경우(본조 (2)(a)), 셋째,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본조 (2)(b), 단 두 가지 예외 있음), 넷째, 5:102(3)이 적용되는 경우(본조 (2)(c)). 

이하에서 상술한다. 

  ① 이득과 이득소멸 간의 연계 부재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려면 이득과 이득소멸 간에는 연계가 있어야 한다

(6:101(1) 단서).415) 따라서 이득이 없었다면(‘but for’) 재산감소가 없어야 하고, 

이득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재산감소하였을 경우라면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계는 절도나 멸실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득소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

로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득의 목적물 자체는 멀쩡한데 다른 재산이 절도

당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연계가 부정되는데, 이득과 이득소멸 간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이득소멸은 우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416) 

  반면 처분과 같은 자발적 이득소멸의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지출인지 예

외적 지출인지, 처분자의 동기가 어떠한지 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우선 통상

의 생계비(차임, 공과금, 생필품 구입 등), 채무변제417) 등의 경우에는 이득소

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득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지출되었을 경우이고, 이 경

우에는 지출절약에 해당하는 이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

의 패턴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지출의 경우에만 항변이 인정된다.418) 가령 여

415) 해설서, VII.-6:101, 4146ff.에서는 nexus, specific relevance, causal connection, 절대적 제약
공식(but for), causative prerequisite, reliant adaptation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416) 해설서, VII.-6:101, 4147f. 사례 2. 
417) 채무변제의 경우에는 이득여부와는 무관하게 어차피 변제할 의무가 있었고, 또한 채무

감소로 인한 이득(3:101(1)(a))인 代償을 얻으므로 이득소멸이 배제된다(6:101(2)(a)). 해설
서, VII.-6:101, 4148, 사례 10(강박을 통해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사안). 
다만 기존 채무의 경우라도 이득과 이득소멸 간에 예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
다(예: 일정 기간 동안 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
설서, VII.-6:101, 4149). 

418) 해설서, VII.-6:101, 4141, 사례 2에 따르면 망외의 거금을 얻고 친구에게 보석 선물, 
딸에게 자동차 선물을 한 경우 이득소멸로 인정된다. 단 이 경우 전득자들은 유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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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로 지출한 경우(여행, 외식, 휴가 등)에도 그것이 통상의 여가활동의 패턴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통상적으로(extraordinary) 사치비로 쓰인 것인지가 중

요하다(가령 이득으로 인해 평소 이용하던 공연좌석이나 항공좌석, 숙박시설의 

등급을 올렸는지 여부).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설서상의 사례에 의

하면, D의 착오이체로 20만 원이 입금되어 계좌잔고가 120만 원으로 되었고 

다음 날 E가 딸의 생일선물로 10만 원을 지출한 경우 (i) E가 20만 원이 착오

이체된 사실을 몰랐거나, (ii) 자신의 재정상태와는 무관하게 매년 10만 원 상

당의 선물을 딸에게 해주었다거나, (iii) 계좌잔고가 100만 원이었더라도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였을 경우라면 이득과 이득소멸 간의 연계가 부정되

므로 E는 이득소멸 항변을 할 수 없다.419) 

  대부분의 경우 이득소멸은 이득 후에 발생한다. 이득 전의 이득소멸, 즉 이

득을 예상하고 지출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 것이고 악

의자에 해당하므로(6:101(2)(b))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420)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득 전에라도 장래의 이득에 대한 현재의 권원에 의존하는 경우

에는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된다. 가령 장차 이득을 주겠다는 손실자의 (구속력

이 있는) 편무적 약속상의 이득보장을 기대하고 미리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그 

약속이 무효 또는 취소로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421) 이 경우에는 정당화

된 이득을 얻을 법적 권리에 대한 추정이 있으므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 아니라 단순히 언질만을 준 경우, 가령 A가 

자신이 사망하면 B에게 일정한 토지를 유증하겠다고 말하자, B는 유증받기 전

에 그 토지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유언이 

무효인 경우라면 이로 인한 위약금 지급의 손실은 이득과의 연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득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422) 

  한편 계약이 무효·취소된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이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 또는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예

자가 아니므로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  
419) 해설서, VII.-6:101, 4147, 사례 7. 
420) 해설서, VII.-6:101, 4150f. 가령 수증 또는 상속을 예상하고 비용을 선지출한 경우. 
421) 해설서, VII.-6:101, 4151. 
422) 해설서, VII.-6:101, 4151,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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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헤지를 하거나, 계약 성사를 

예기하고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전자는 자

신 또는 상대방의 불이행의 위험을 대비한 지출이고, 후자는 받은 이득 자체

에 대한 지출이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이득소멸 항변의 적용이 문제된다(가령 

물보험, 보관비용 선지출 등).423) 

 

  ② 代償이 발생한 경우

  수익자가 이득을 처분하였거나 이득소멸의 대가로 다른 수익을 얻은 경우 

이득소멸 항변은 적용되지 않는데(6:101(2)(a)), 왜냐하면 이득소멸의 결과 수익

자의 지위가 더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代償을 취득한 한도에서는 

이득소멸 항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수익자가 이득의 객관적 가치(100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70만 원)으로 처분한 경우 이득소멸 항변은 30만 원의 범

위에서만 인정되고 70만 원은 代償반환 선택의 문제로 된다(5:101(4)). 또한 물권

행위 무인성을 전제로 할 때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원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한도에서는 이득소멸 항변이 배제되는데(6:101(2)(a)), 왜냐하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득에 대한 代償으로 되기 때문이다. 

  ③ 이득소멸 당시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예외 인정

  이득소멸 항변은 선의자의 이득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득소멸 당시 수익자가 선의가 아니라면 이득소멸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선의란 이득이 부당하거나 부당해지리라는 것을 몰랐거나 그것을 아

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5:101(5)). 따라서 이득의 정당성

에 대한 단순한 부지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424) 

423) 해설서, VII.-6:101, 4152. 한편 이는 이득 전의 이득소멸 항변의 인정과 관련하여 미이
행 쌍무계약이 착오 취소된 경우 미리 지출한 신뢰비용(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받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청구 내지 
공제가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법은 착오 취소로 인
한 신뢰이익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백을 이른바 이득 전의 이득소멸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최준규(2007. 8), 71면. 

424) 해설서, VII.-2:101, 3903, 사례 38(은행 직원의 실수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2배로 
인출된 경우 인출자는 초과인출된 금액이 사람이나 기술적 오류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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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R은 이득소멸당시 악의자의 경우에도 이득소멸의 항변을 인정하는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득이 반환되었더라도 손실자 역시 이득소

멸을 당하였을 경우, 즉 이득소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동호 단서 (i)). 여

기서의 불가피성은 6:101(1) 단서상의 이득과 이득소멸의 연계와 구별해야 한

다. 6:101(1) 단서의 경우 수익자는 이득소멸이 이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즉 

이득으로 인해 자신이 이득소멸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6:101(2)(b) 

단서 (i)의 경우 수익자는 이득소멸이 이득의 반환여부와 무관함, 즉 누구라도 

이득소멸을 당하였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425) 둘째로, 수익자가 이득 당시에는 

선의였으나 이득소멸 당시에는 악의였는데, 이행기 전에 이득이 소멸하였고 

그것이 수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아닌 위험의 실현인 경우이다(동호 단서 

(ii)). 이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이행기 전에 실현된 위험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부당이득 반환채무 발생 이후 반환의무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이 부여되므로(III.-2:102(1)) 그 기간 동안에는 수익자는 

반환대상에 대하여 유책한 이득소멸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426) 

알았어야만 하므로 인출된 금액을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득소멸 항변을 원용하지 못한
다고 한 사례). 해설서, VII.-6:101, 4153, 사례 14(세상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A가 C은행
의 직원 B로부터 은행 전산망 점검차원에서 2천 유로가 A의 계좌에 입금될 것인데 그
것을 즉시 자신에게 인출해서 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 경우, A는 선의가 인정되
고 따라서 이득소멸 항변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425) 해설서, VII.-6:101, 4154. 
426) 해설서, VII.-6:101, 4154: “이행기 동안에는 수익자가 반환될 재산의 보험자로 고려되

어서는 안 된다.” 한편 2006년 최종본에는 동호 단서 (i)만 있었고 (ii)는 없었는데, 
Wendehorst (2006), 251의 비판(주문한 책이 중복 배송되어 비채변제라는 사실을 알았으
나 급한 출장 일정으로 돌아와서 반환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이에 책임 없는 사유 없는 
사유로 도둑이 들어 그 책이 도난당한 경우 악의라는 이유로 엄격책임을 져야 하는 상
황에 대한 비판. 이는 장애사유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PECL 8:108(1), 9:501(1), PICC 
7.1.7과 7.4.1, PETL 1:101(3)의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동호 단서 (ii)가 추
가되었다. 동일한 사례가 물건의 종류(책에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만 변경되어 해설서, 
VII.-6:101, 4154, 사례 15에 나온다(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주문 사안). 한편 Wendehorst는 
책이 도난당한 경우 처분으로 더 이상 반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5:101(3)이 적용되어 
엄격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이득소멸이 문제될 것이다. 한편 수익자가 악의
라는 점에서 이득소멸 항변을 원용할 수 없을지가 문제되는데, 동호 단서 (ii)를 추가함
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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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유상(쌍무) 계약 청산의 경우

  마지막으로 유상(쌍무)계약 청산의 경우에는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다. 우선 6:101(2)(c)에서는 “VII.-5:102(이전 불가능한 이득) (3)항이 적용되는 경

우”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조문상의 표현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5:102(3)은 이득이 고용이나 임대차와 같이 노무나 재산권 이용계약이 

무효로 되어 청산과정에서 받은 이득이 이전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

의가 있는 경우라면 선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5:102(2)상의 최소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가령 임대차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

적물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약정한 차임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나 사

용이익이 문제되는 5:102(3)이 적용되는 맥락에서 이득소멸이 문제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득소멸 항변은 매매와 같은 재산권 이전계약에서 전형

적으로 문제될 것이다. 즉 매매계약 이행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되었는데 나중

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져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매수인

의 원물반환책임은 후발적 불능이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책임으로 전환되어 결

국 매수인은 금전가치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5:101(3), 5:103(1)).427) 

이때 매수인이 이득소멸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쌍무(유상)계약

청산에서 이러한 이득소멸 항변을 저지하는 것이 위 조문의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종래 2006년 수정안에서 DCFR 최종본으로 되는 과정에서 조문

위치의 변경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28) 성안과정을 살펴보면 DCFR 

5:102(3)과 (4)는 2006년 수정안에서는 이득의 반환에 관한 제5장의 말미인 

5:105(1)과 (2)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2006년 수정안에 의하면 유상(쌍무)

계약 일반의 경우에는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진정한 경우 합의한 가격으로 

책임을 진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 연유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수정안 

427) 제3자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라면 무인주의 하에서는 代償반환 선택의 문제로 되
고(5:101(4)), 유인주의 하에서라면 소유자가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
지게 된다. 

428) 참고로 Wendehorst (2006), 248에서는 2006년 수정안과 관련하여 6:101(2)(c)는 쌍무계
약의 청산에 있어 이득소멸 항변을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자체는 매우 현명하
지만, 다만 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한 고려가 거의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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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1)과 (2)는 DCFR의 5:102의 (3)과 (4)으로 조문 위치의 변경이 있었고, 그

에 따라 2006년 수정안 6:101(2)(c)도 “제5:10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서 DCFR 

6:101(2)(c)의 “VII.-5:102 (이전 불가능한 이득) (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위치 및 문구변경에도 불구하고 6:101에 관한 DCFR 해

설서상의 서술은 이득이 이전불가능한 재산일 것이라는 제한이 없고,429) 실제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인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본 규

정의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30) 따라서 이 규정은 전반적인 유상(쌍

무)계약 청산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6년 수정안에서 

2009년 DCFR 최종본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조문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DCFR

의 6:101(2)(c)에서 그대로 “VII.-5:102 (이전 불가능한 이득) (3)항이 적용되는 

429) 해설서, VII.-6:101, 4155. 
430) 해설서, VII.-6:101, 4145, 사례 7(선박매매에서 매수인의 보관상 과실로 선박이 멸실되

었다가 나중에 선박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이득소멸 항변은 제한됨).

2006년 수정안 DCFR 최종본

  Art. 5:105 (Enrichment under Agreement: 
Minimum Liability)
  (1) If the enrichment was obtained under an 
agreement which is void or avoided, but which 
genuinely fixed a price or value for the 
enrichment, the enriched person is at least 
liable to pay that price or value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so as to 
increase liability beyond the monetary value of 
the enrichment. 

VII.-5:102: Non-transferable enrichment
(1) [...]
(2) [...]
(3) However, where the enrichment was 
obtained under an agreement which fixed a 
price or value for the enrichment, the 
enrichment person is at least liabnle to pay 
that sum if the agreement was void or 
voidable for reasons which were not material 
to the fixing of the price.
(4) Paragraph (3) 이하 동일. 

Art. 6:101 (Disenrichment)
(1)
(2)
  (a)
  (b)                      
  (c) Article 5:105 applies.

VII.-6:101: Disenrichment
(1)
(2)
  (a)
  (b) 
  (c) paragraph (3) of VII.-5:102 (3) 
(Non-transferable enrichment)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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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며, 쌍무계약상 이득소멸 항변 적용을 

제한한다는 본조의 취지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Wendehorst도 

이를 편집상의 오류(Redaktionsversehen)로 보고, DCFR 6:101(2)(c)는 그 내용이 

완전히 알 수 없게(völlig dunkel)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조문상으로는 처

음부터 이전불가능한 이득인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431)

  (3) 입증책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해설서에 따르면 본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항변이라는 점에서 수익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특히 수익자는 본조 

(2)이 적용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즉 수익자는 요구되는 입증기

준에 따라 다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한다. 즉, ⓐ 수익자가 손실(이득소멸)을 

입었다는 점, ⓑ 수익자가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면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

라는 점, ⓒ 수익자가 이득소멸을 대가로 代償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

고 ⓓ (i) 수익자가 이득이 부당하였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아야 했던 것

도 아니었거나 또는 (ii) 이득소멸당시 선의가 요구되지 않는 두 가지 예외인 

6:101(2)(b)의 단서 중 한 가지가 적용된다는 점, ⓔ 나아가 (i) 수익자가 합의

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나 또는 (ii)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합의가 

진정으로 이득의 가격이나 가치를 진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해야만 

한다고 한다.432) 

  그러나 일반적 법리에 따라 6:101(1)의 본문-단서 구조상 위의 내용 중에서 

ⓑ 이득과 무관하게 재산감소하였을 것(이득과 이득소멸 간의 연계 부재)은 

반환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반환청구자는 수익자가 

이득소멸을 당하기는 했으나 ⓒ 수익자가 代償을 얻었다는 점이나 ⓓ 이득소

멸 당시 악의라는 점, 또는 ⓔ 유상(쌍무)계약 청산에 있어 진정한 합의에 기

한 가격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반환청구자의 ⓓ에 대하여 

다시 수익자는 6:101(2)(b)의 단서를 입증함으로써 이득소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반환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1) Wendehorst (2008), 239, n. 44.
432) 해설서, VII.-6:101, 41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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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

  DCFR은 명문의 규정으로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득

소멸 항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입법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제818

조 제3항). 한편 이득소멸 항변은 수익자 보호에 기여하지만 손실자의 측면에서

는 불측의 손실이 되므로 이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소멸

된 이득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433)

  DCFR의 본조의 규율범위는 위험부담에 대한 규정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선의 

수익자에 대한 보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이

득 소멸의 방식, 즉 원물의 멸실·훼손·소비 그리고 무상처분 사안을 넘어서 유

상처분 사안에서의 代償반환책임과의 관계를 밝힌 점과 종래 쌍무계약청산에 

있어서 이득소멸 항변 제한과 관련한 내용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

징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다보니 규정은 매우 길고 복잡하게 되었다.434)

  다. 민법과의 비교

  (1) 이득소멸의 적용범위 비교

  민법도 제748조 제1항에서 선의 수익자에게는 현존이익으로 반환책임을 경

감해줌으로써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DCFR과 마찬가지로 

선의 수익자의 이득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근거로 한다.435) 그러나 민법과 

433) Encyclopedia/Englard (1988, 2007), para. 5-273ff. 참조. Visser (1992), 199ff.는 독일법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익자의 선의’와 이득과 이득소멸 간의 ‘인과관계’ 외에도 반환청
구자가 어차피 부담했었을 비용인지 여부(유지비, 필요비 등),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
지(가령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라면 누가 위험을 인수한 것이지), 이득의 방식
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요청된 것인지, 마지막으로 누구의 귀책사유로 이득이 소멸한 
것인지 등의 정책적 요소(policy factors)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한다.

434) Clive는 이득소멸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방식과 반환범위가 “합리적이고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감축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1998년 Clive 초안은 후자를 택하였다. 그 
이유로 조문의 간소화도 언급된다. idem (1998), 390. 

435) 이은영(2005), 699면. 김형배(2003), 225면.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데, 대표
적으로 김증한·김학동(2007), 751면(“입법론상 부적절”).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79면은 그러한 이유에서 선의 수익자에 대한 현존이익 한도로의 반환책임 제한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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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자면 DCFR 6:101에서 다루는 이득소멸은 민법보다는 넓고, 이에 따

라 조문의 길이나 구조도 다소 복잡하다. DCFR에서는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

서의 채권자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채권소멸, 타인의 채무 변제 사안에서 채권

자의 담보권 포기도 이득소멸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유상처분도 

그것이 객관적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처분한 경우라면 얻은 代償부분은 이득소

멸의 대상에서 배제되고(6:101(2) (a)) 객관적 가치보다 낮은 만큼의 부분에서만 

이득의 일부 소멸이 있는 것으로 본다.

  DCFR이나 민법 모두 이득과 이득소멸 간의 연계가 요구되므로(6:101(1) 단서) 

반환목적물에 대한 비용지출의 경우도 ‘이득소멸’에 포함되는 점에서는 공통

된다.436) 그러나 이득의 목적물로 인하여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가령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강아지가 수익자의 고급 카페트를 물

어뜯은 경우)에 받은 손해를 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다. 종래

의 통설은 그러한 손해의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하지만,437) 이득과 손해 간의 

연계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다

루는 것이 타당하다. 

  DCFR상의 이득소멸 항변은 위험배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서 민법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DCFR은 일정한 경우 이득소멸 당시 악의인 

수익자에게도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6:101(2)(b) 단서). 이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득이 소멸한 경우에는 악의자라 하더라도 이득소멸의 위험

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민법상 이득소멸은 어디까지나 선

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감경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이득소멸당시 악의 수익자

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책임법리에 따라 판단된다.438) 이득이 반환되었더라도 

의점유자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보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436) 비용공제를 인정한 사안으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
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437)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89면 참조. 독일에서는 공제 부정설이 다수설이라고 
한다(584). 

438)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96면은 부당이득법상 수익자가 악의라는 사실이 가
지는 의미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가 악의로 된 시점으로 확정된다는 것인
데, 이는 이득의 소멸이라는 사정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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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자가 이득소멸하였을 경우라면(단서 (i)), 제392조 단서를 유추하여 반환책

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득 당시에는 선의였으나 나중에 악의로 된 후 

수익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위험의 실현으로 이득소멸한 경우라면(단서 (ii)), 

원물반환에 관하여 제201조 이하를 적용하는 통설에 의하면 제202조가 적용되

어(“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 반환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급부부당

이득의 경우 제201조 이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우연멸실의 경우에도 가액반환책임을 인정한다.439)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

하고 그때부터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무가 있게 된다(제387조 제

2항, 제392조 본문). DCFR은 이행청구를 받은 후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이 부여되므로(III.-2:102 (1)), 그 기간 내에 귀책사유 없이 멸실한 경우 반환책

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통설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자가 무상처분 등을 통해 이득이 소멸된 경우 DCFR에서 전득자가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4:103(2), 6:101(3)). 이 경우 민법은 제747조 제2항에서 악의의 

무상전득자의 경우에만 반환책임을 인정하는데, 악의 무상전득자의 경우 손실자

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440) DCFR의 경우 전득

자의 선악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이득소멸로 인한 ‘직접청구’를 민법보다

는 넓게 인정하고 있다. 

  목적물을 염가로 처분한 경우 이득소멸 항변의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DCFR

의 경우 선의 수익자는 처분의 자유가 보장되고 따라서 염가로 처분한 대가를 

代償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가와의 차액은 이득소멸된 것으로 처리

된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선의 양수인은 6:102의 유상취득항변이 가능하므로 악의의 양수인을 

상대로만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무상처분이 아닌 한 수익자가 선의

439)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97면.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반환불능이 되었
다면 수익자는 반환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본다. 

440) 그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수익자에게 부당
이득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와 아울러 수익자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과 같이 사실상 수
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제747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양창수·권영준(2015), 512면 이하; 이은영(2005), 701면 이하. 



- 132 -

이면 代償반환을 선택하고 양수인도 선의라면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수익자가 취득한 대가로 제한될 것이다. 민법상 거래행위로 인한 代償의 경우 

선의 수익자의 선택반환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반환불

능으로 되어 가액반환(제747조 제1항)이 문제되는데, 이때 선의 수익자에게 이

득소멸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적 처분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당이득반환청구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득소멸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441) 다만 

수익자와 전득자 쌍방이 증여된 것으로 요해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747조 제2

항의 직접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442) 쌍무(유상)계약의 경우 이득소멸 항변의 

배제에 관하여는 제2부 제2장 4.에서 후술한다.

  

  (2) 입증책임

  원물반환청구에 있어 선의 수익자의 이득소멸과 관련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수익자의 선의를 추정하고 따라서 반환청구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443) 그리고 현존이익의 입증책임과 관

련하여서도 반환청구자가 이득의 현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본다.444) 

다만 금전의 경우 이익의 현존을 추정하고 있는데,445) 금전은 소비되더라도 

441)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88면. 
442)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75면. 무상에 가깝게 현저히 불균형한 가격으로 취득

한 경우에는 무상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견해로는 백태승·박수곤(2012), 131면. 
44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444)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71 판결(원고들이 점용허가를 얻어 하천에서 논으로 

개량하여 경작해오던 토지가 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구가 된 사안). 
44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한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에서는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
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현
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
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에서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
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얻은 이익을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
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보아 현존을 추정하였다. 이익의 현존추정을 깬 사안으로는 대
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제3자 기망행위에 기한 원고 은행과 피고 간에 
대출계약이 있었고, 금전대출 즉시 원·피고, 제3자 간의 사전 합의대로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그 돈 전액을 인출사용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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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수익자에게 다른 형태의 이득(비용절감)을 남긴다는 고려가 깔

려 있다.446) 학설은 수익자의 선의 추정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뉘지만,447) 이득 

현존과 관련해서는 금전을 포함한 모든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고 따라서 수익

자가 그 추정을 깨도록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448) 그 근거로는 제748조 제1

항은 선의 수익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입증책임 분배의 이념인 공평의 관념이나 입증의 난이, 증거와의 거리 등

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는 것 등이 제시된다.449)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부당이득법상 이득개념에서부터 비롯한다.450) 총체재

산적 관점에서 차액설에 입각한 이득개념을 취할 경우 성립요건으로서의 이득

과 반환대상으로서의 이득은 동일하고, 이는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선의 수익

자의 경우 현존이익 반환책임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득 전후의 차액개념

으로서 현존이익반환을 기본책임을 삼는다면 그에 대한 예외형태, 즉 악의 수

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을 위해서는 반환청구자가 수익자의 악의와 

명백한 경우. 그때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금 상당의 반환채권 자체 또
는 그 평가액이 현존이익으로 된다고 판시).

446) 그리고 이 법리를 다른 이득 대상에도 확대하고 있다: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
1390, 1391 판결(대체물. 차임으로 받은 벼). 다만 이에 관하여는 황형모(1985), 260면은 
이 판결은 특정물(원물)채권에 있어서 이행불능 내지 특정물의 멸실로 인한 특정물 채권
의 소멸에 관한 항변에 관한 판시라고 보나 의문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20440, 20457 판결(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 당해 사안에서는 비디오 폰을 비롯한 각종 통신
제품);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927 판결(미성년자가 신용계약 이용계약을 취소
한 사안에서, 이득이 금전채무 면제인 경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 

447) 선의추정설: 김상용(2009), 560면(선의 점유를 추정하는 제197조 제1항을 근거로 제
시); 김동훈(2009. 12), 92면. 반대설: 황형모(1985), 264면;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
조, 591면.

448) 곽윤직(2003), 375면; 김증한·김학동(2006), 753면; 송덕수(2014), 463면; 양창수·권영준
(2015), 514면; 지원림(2014), [5-254]; 김주수(1997), 579면; 김동훈(2009. 12), 92면; 황형
모(1985), 264면. 

449) 일찍이 오석락(1980), 254면 이하; 황형모(1985), 264면 이하;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90면 이하; 이계정(2013), 581면 이하. 

450) 이는 제741조와 제748조 제1항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와 관련되는데, 후자를 전자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보면 반환청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예외규정으로 보면 수익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오석락(1980), 243면 이하. 한편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청구
자가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원물반환 불능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수익자의 악의까지 입증해야 함에는 다툼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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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차액설적 이득개념은 타당하지 않고 구체적 대상설에 따른 이득개념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451) 이에 따르면 받은 이득 전부 반환이 기본책임이고, 그 예외

로서 현존이익으로의 반환책임 제한을 위해서는 반환의무자인 수익자가 자신

이 선의라는 사실과 이익이 현존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452) 한

편 이득이 금전인 경우라면 수익자의 소비패턴이나 성향상 통상의 지출이 아

니라 비통상적 지출이라는 점(사치성, 낭비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453) 

  DCFR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단서 규정의 구조상 합리적인 입

증책임의 분배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이득소멸이 ‘항변’이므로 수익자가 이득

소멸사실을 입증해야 하면서도, 수익자의 ‘선의’에 대하여는 6:101(2)(b)의 조문

구조상 반환청구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DCFR은 이득소

멸을 선의자에 대한 특혜로 국한하지 않고 이득이 소멸된 일체의 사안들을 포

괄 규율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악의자에게도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는 점(이때는 악의 수익자가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함), 입증의 난

이도를 고려할 때 선의보다는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DCFR의 선의개념은 단순한 부지가 아닌 부지에 대한 합리적 기

대가능성까지 요구되어 민법상 선의보다는 인정 여지가 좁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수익자의 선의를 추정하고 반환청구자가 이를 깨도록 입증책임을 분배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하에서라면 수익자의 선의추정은 타당하다고 

451)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내지 제749조 전론: 부당이득의 효과, 536면. 이는 의
용민법 제704조(“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와 현행민법 제741조(“그 이익”)의 법문
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제한능력자 보호에 관한 제141조 단서상 현
존이익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 무능
력자에게 현존이익 없음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민법주해/김용
담(1992), 제141조, 303면. 

452) 동지: 이은영(2005), 700면. 다만 수익자가 점유자인 경우에는 선의점유자 추정(제197조 
제1항)에 의해 선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본다. 

453) 사치성 지출의 경우에도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통상적 액수의 지출가능성과의 차액, 가
령 여행을 계획하였으나 금전이득으로 호화여행을 가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만 
현존이익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김동훈(2009. 12), 96면. 한편 금전의 경우에
도 제3자가 이를 절취·횡령해가거나 화재로 금전이 소실된 경우, 은행에 예금하였는데 은
행이 파산한 경우, 나아가 수익자와는 무관한 제3자가 소비해버린 경우라면－원물이 우
연멸실한 경우와 같이－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이계정(2013), 5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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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렇다면 반환청구자는 수익자가 이득의 부당성(이득의 법률상 기초 

없음 또는 손실자의 임의 동의 없음)을 알았다거나 수익자의 不知에 대한 합

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3. 선의 유상취득 항변

  가. 규정해설

  본조에 규정된 선의 유상취득자의 항변은 선의취득 법리를 연장하여 거래안

전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즉 본조는 이득의 객체가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는 재산이용이나 도품인 경우 수익자에게 항변을 부여하는 기능

을 한다.454) 가령 보트 한 척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이를 임대였는데 

매매계약이 강박으로 취소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계약청산을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임차인이 용선기간 동안 보트를 사용

한 이득을 매도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DCFR은 제3자와의 계약에 기한 권원(용선계약에 기한 사용수익권)은 법률상 

기초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용선인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이때 선의의 용선인이 이미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본조에 기한 

항변이 인정된다.455) 이득의 객체가 도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본조는 계약에 기한 적법한 채무이행이 제3자에게 이루어졌으나 그

454) 2006년본에서는 선의 유상처분 항변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임의
이행이 아니어서 2:102에 의하여 이득이 정당화되지 않거나 4:101에서 정한 유형 외에 
이득이 손실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적용) Wendehorst (2006), 258에서는 유용된 물건이 
임대된 경우에 임차인은 (4:105에서는 재산박탈이 요구되므로) 위 항변을 제기할 수 있
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하였고(결국 “박탈”의 의미를 넓게 보아 이러한 경우까지 포
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 2009년 최종본에는 그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455) 이상 해설서, VII.-6:102, 4162, 사례 1. 

VII.-6:102: 제3자와의 선의의 법률행위

수익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a) 그 이득을 대가로 수익자가 다른 이득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b) 수익자가 그 당시 여전히 선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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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임의이행이 아닌 경우 2:102에 의해 인정되는 직접청구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가령 B의 지시로 A가 C에게 지급한 경우 A의 C에 대한 지급이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불공정한 착취와 같은 하자로 인해 임의이행이 아니었다면 

A는 C를 상대로 직접청구가 가능한데(2:102(a), 2:103(1)), 이때 C가 선의이고 

B에게 대가관계에 기한 급부를 하였다면 C는 선의 유상취득자에 해당하여 본

조의 항변을 통해 A의 직접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익자는 선의여야 한다(선의의 의미는 5:101(5) 

참조). 즉 수익자는 이득의 부당성에 관하여 실제로 몰랐거나 아는 것이 합리

적으로 기대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지라 하더라도 아는 것이 합

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선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456) 또한 제3자와의 

거래에 기하여 이득을 유상으로 취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득을 대가

로 제3자에게 지급이 있어야 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여기서의 유상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457)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6:101의 이득

소멸 항변이 문제되고 4:103(2), 6:101(3)에 따라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 

  6:102의 항변은 반환청구를 당하는 자가 대가지급을 전제로 이득을 ‘취득’한

다는 점에서 6:101의 이득‘소멸’ 항변과 비교된다. 가령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

서 채권자는 변제수령이라는 이득으로 인해 채권소멸의 이득소멸을 입은 것이

므로 6:101이 문제되고, 도품 송아지 가공 사안에서 가공자는 이득인 송아지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제3자인 도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6:102의 적

용이 문제된다.458) 

  본조의 항변이 인정되면 그 효과로 반환책임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이는 

6:101의 이득소멸 항변이 이득이 소멸된 한도에서만(pro tanto) 책임이 배제되

456) 해설서, VII.-6:102, 4164, 사례 6. 
457) 해설서, VII.-6:101, 4163f. 사례 5는 가치가 부실표시된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인이 양

도인을 그 액수만큼 채무면제한 경우 채무자가 착오로 부실표시된 액수를 지급하더라도 
초과분에 한하여 채무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양수인이 
선의더라도 본조상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가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458)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 대하여는 해설서, VII.-6:101, 4142, 사례 3; 도품 송아지 가공 
사안에 대하여는 해설서, VII.-2:101, 3892, 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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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만큼만 항변이 인

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득을 선의로 유상취득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당

하지 않게 됨으로써 거래안전이 보장된다.459)

  나. 평가

  본조는 이득이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품, 사용이익 등)와 

DCFR에서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의

의 유상 수익자(전득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조는 영국법상 선의의 유상매수(bona fide purchase for value) 항변을 규정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대륙법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선의취득은 인정

되지 않지만, 선의 유상취득자의 경우 항변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460) 독

일법의 경우 이러한 항변은 인정되지 있지 않지만, 선의취득 규정과 무권리자

의 처분행위에 관한 제816조 제1항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이익형량이 이루

어지고 있다.461) 그러나 이득이 선의취득 객체가 아닌 경우(도품 가공사안) 소

유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상세는 제2부 제3장 4.). 

  이러한 항변은 거래안전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DCFR 규정에 전반

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던 Wendehorst도 DCFR 6:102의 항변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462) 

  다. 민법과의 비교

  (1)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

  민법상 선의취득(제249조 등)이 인정되면 물권법적 권리귀속이 인정되고 그 

459) 해설서, VII.-6:101, 4164. 
460) 그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학설대립이 있다. Goff & Jones (2011), para 29-12 이하. 
461) Larenz/Canaris (1994), § 70 II 1c 및 § 67 III 2a. Zülch (1997), 139ff.는 영국과 독일의 

해결법을 비교하면서 권원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는 독일법의 해결법이 법적 안정성, 부
당이득법의 명료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462) Wendehorst (2006),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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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객체

는 한정되어 있고(동산 등)463) 따라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객체인 사용

이익의 경우 그 부당이득법적 처리가 문제된다. 

  사용이익 반환의 문제에 관하여 민법은 원물반환의 부수적인 이익조정에 관

한 제201조가 적용된다. 통설은 원물반환에 부수하는 이득조정에 있어 제201조 

이하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는 유형설에 따르더라도 비급부부당이득인 경우 마

찬가지이다.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처리하므로 선의자는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제213조)가 있더라도 사용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점에서 이

득이 물건인 경우 DCFR 6:102의 가치평가가 사용이익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제

201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선의 제3자 보호조항

  한편 DCFR에서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와 관련하여 민법과 같이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는 법제에서라면 선의 제3자 

보호조항을 통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민법에 의하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까지 무

효로 되고 따라서 원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복귀되어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

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기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점유회복을 위한 원물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법은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나 불공정 법률

행위를 제외한 착오, 사기·강박의 경우 선의 제3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고(제

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이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무효·취소의 효과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지시 등을 이유로 단축급부를 통해 직접 이행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464) 다만 보호범위에 있어 DCFR은 선의의 유상

취득자에 한정하지만, 민법은 무상 선의취득자까지도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차

이가 있다.  

463) 그 외에 동산질권(제343조),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제514조, 제524조). 
464) 교환계약 후 사기 취소에 있어 단축급부로서의 직접 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참조. 평석으로 제철웅(2000. 3), 1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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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제747조 제2항

  한편 민법은 제747조 제2항에서 악의 무상전득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는 민법상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대

단히 적다. 그러나 동조는 민법상 선의 유상전득자 보호에 대한 취지를 간접

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3면관계에서의 직접청구 인정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이에 관하여는 제2부 제4장 3.에서 후술). 

  4. 위법성 항변

  가. 규정해설 

  2:101(2)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이득의 법률상 기초가 없으므로 

이득이 부당해지고 따라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6:103에서는 계약이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이득

반환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DCFR상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효과

는 제2편 제7장 제3절에 규정되어 있다.466) 그에 따른 이득반환은 부당이득법 

465) [ ] 괄호 안의 내용은 해설서상의 해당 조문 해설부분(해설서, VII.-6;103, 4167)에는 
있으나 2009년 최종본에는 없다. 

466) II.-7:301: 근본원칙을 위반하는 계약
    계약은 다음의 한도에서 무효이다:
     (a)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승인된 원칙을 위반하고; 그리고
     (b) 그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효가 요구되는 경우.
    II.-7:302: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1) 계약이 전조에 따라 무효는 아니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유효성

에 대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강행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2) 강행규정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위반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VII.-6:103: 위법성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득이 얻어졌는데 그 계약이나 기타 법률행위가 근

본원칙(II.-7:301(근본원칙을 위반하는 계약)[의 의미에서]465))이나 강행규정 위반으

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이득반환이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기저에 

있는 정책에 위배하는 한도에서 이득반환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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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조는 이득반환이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기저

에 있는 정책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항변부여 여부를 결정하여 반환책임 성

부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해설서에는 II.-7:302(3)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당사자에 대한 비난가능성(culpability)이 추가되어 있다.467)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허가증이 없는 자(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

용한 경우 고용계약은 무효인데, 이때 노무자가 무임금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과 인력 공급시장의 보호라는 해당 노동법 규정의 목적을 형량하면, 수령한 

노무의 가치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되 다만 고용계약의 불법성을 고려하

여 정상적인 고용시장에서 제공되는 노무보다는 적은 액수로 실제 제공한 노

무가치의 한도에서 노무에 대한 가액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468) 다음

으로 과속 단속기 탐지장비의 거래가 문제된다. 그것이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면, 해당 장비의 거래는 공공정책에 반하는데 

이는 결국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속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래 당사자

가 그러한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리라고 전제한 경우 특히 그러하고 따

라서 해당 제품의 거래는 강행규정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한 강행규정의 취지는 

해당 장비의 공급과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일어난 경우 계약이 

은 경우, 법원은:
      (a) 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b)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소급효를 가지고 취소하거나; 또는
      (c) 계약 또는 그 효과를 수정할 수 있다. 
    (3) (2)항에 따른 결정은 위반에 대하여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이어야 하는데, 다음

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위반된 규정의 목적
      (b) 그 규정의 보호대상에 속하는 자의 범위
      (c) 위반된 규정하에서 부과될 제재
      (d) 위반의 중대성
      (e)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f) 위반과 계약간의 밀접성
    II.-7:303: 무효 또는 취소의 효과
    (1) 당사자가 본절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된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 하에서 이전되

거나 제공된 것의 반환청구권 또는 금전적 가액을 가지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이하 생략
467) 해설서, VII.-6:103, 4168. 
468) 해설서, VII.-6:103, 4167, 사례 1과 4168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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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장비의 공급과 유통을 막을 적

절한 유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배제되어야 한

다고 한다.469)

  한편 동기의 불법의 경우, 가령 용처가 마약 구매자금임을 알고 금전을 대

여한 경우, II.-7:302상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된다. 대주가 지급한 금전

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차주는 본조상의 위법성 항변이 가능한데 이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마약구매 자금원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라고 한다.470)

  나. 평가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반환청구 배제는 로마법 이래 비교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471) 그러나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의 배제는, 양자가 기이행한 경

우라면 결국 무효인 계약의 이행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며 일방만 이행한 경우

라면 부당한 이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법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어떠한 명확한 법규범도 제시되지 않지만, 다만 공통

점으로 문제된 법규정상의 정책이 개별사안에서 반환청구를 배제함으로써 무력

화(stultify)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472)

  DCFR의 위법성 항변은 로마법 이래 발전되어 역사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성안되었다. 역사적으로 공여자와 수령자의 동등 불법여부가 

반환청구의 성부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으나 DCFR은 그러한 고려보다

는 정책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 DCFR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PECL 제3

부 제15장을 이어받은 것인데,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효과상으로도 재

469) 해설서, VII.-6:103, 4167, 사례 2와 4168의 설명. 국내에서는 과속 단속장치 탐지기는 
문제되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구역을 알려주는 장비의 판매가 문제되고 있다. 

470) 해설서, VII.-6:103, 4168. 
471) 이에 관하여는 Schlechtriem Bd 1 (2000), 216ff.; 정상현(2002), 99면 이하 참조. 
472)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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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인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473)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제746조에서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동조

를 법질서상 불법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 자를 법의 보호로부터 제외시킴으로

써 법적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본다(법적 보호거절설).474) 다만 ‘원

칙적 반환청구 인정, 예외적 동등불법의 경우에는 반환청구 부정’이라는 역사

적으로 발전되어 온 틀과는 정반대로 조문이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차

이는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제741조의 원칙에 대하여 제742조 이하가 예외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조문의 규정방식을 보면 민법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원칙적 반환청구 

부정이라는 점에서 DCFR과 공통적이다. 한편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이유로 제

746조의 ‘불법’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제103조의 사회질서위반, 즉 공서양속위

반으로 같이 새기는 것(강행규정 위반은 불포함)이 다수설·판례이고475) 동기불

법의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라면 본조의 불법성이 인정된다.476) 반면 

473)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근본원칙”이나 “강행법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
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박희호(2009), 116면의 지적은 타당하지 못하고 바로 이어서 “오
히려 이러한 경우를 법원의 판단에 맡김으로서[써] … 유동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지적
이 타당하다. 

474) 양창수·권영준(2015), 535면.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관하여는 정상현·최원준
(2007. 12), 387면 이하.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
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 한편 신의칙 위배를 언급한 판
결로는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참조. 

475) 곽윤직(2003), 364면; 김증한·김학동(2006), 741면 등.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양속위반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 정상현(2002), 260면; 송덕수(2014), 
449면. 강행규정위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김상용(2009), 546면; 한편 이
은영(2005), 710면은 강행규정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제
103조와 제746조는 별개의 입법취지와 제도적 기능을 가진 조문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연관시켜 이해하면 안 되고 제746조의 ‘불법’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는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6조, 473면 이하(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되, 공서양속설과 양속위반설의 중간 정도).

476) 대법원 1962. 4. 4. 4294민상1296(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 백미를 빌려준 사안);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의 경우에는 불법성 부정). 
이견: 표시 불문하고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한다는 견해로는 김상용(2009),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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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은 근본원칙 및 강행규정 위반까지도 ‘위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효과론과 관련하여 민법은 로마법 이래의 전통을 이어받아 제746조 단서에서 

이른바 동등불법의 변형형태로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긍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불법성 비교론을 택하여 제746조 단서를 확

장하여 해석하고 있다.477) DCFR은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의 기저의 ‘정책’에 

위배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DCFR

의 규정방식은 민법이 택하고 있는 ‘원칙적 반환청구배제,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허용’이라는 일도양단식 해결법과 대비되고, 

구체적 사안에 타당한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판례가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을 통해 제746조 단서를 확장해석하는 것도 문리해석에 의한 경

직된 법운용 대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7장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1. 사법상 다른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가. 규정해설 

  본조는 본편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와의 관계를 

477)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도박 채무의 이행으로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고율의 이자약정에 기하여 차주가 임의로 
지급한 이자반환청구에서 다수의견은 불법성 비교성설에 따라 차주의 반환청구 인용). 

VII.-7:101: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

(1)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하여 얻어진 이득의 법적 결과는, 다른 규정이 철회, 해
소, 대금감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득반환권리를 부여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본편은 이득반환 권리의 물권적 효력(proprietary effect)을 정하지 않는다. 
(3) 본편은 계약 기타 私法규정상 발생하는 다른 반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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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7:101(1)은 계약법의 배타성을, (2)은 물권적 효과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음을, (3)은 私法上 다른 권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1) 계약법의 배타성(계약법의 우위)

  7:101(1)은 계약법의 배타성(exclusivity of contractual rules)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부당이득법은 계약법이 침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법체계의 

모순방지 및 계약관계에서는 일반적 구제수단인 부당이득법보다는 계약법상 

구제수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계약불이

행의 경우에는 계약법상 다양한 구제절차(이행청구, 추완청구, 대금감액, 손해

배상 등)가 적용된다(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DCFR 제3편 제3장 참조). 

이는 계약해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의 해소는 합

의해제(III.-1:108(2)(a))든 법정해제(III.-3:509(1))든 장래효만 있으므로 이미 이행

된 것은 법률상 기초가 있는 것이다. 이행된 것에 관하여는 제3편 제3장 제5

절 제4관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장애

(impediment)로 면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III.-3:104(1), 이른바 좌절된 계

약). 따라서 영구적 장애인 경우 채무는 장래적으로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

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소에 기한 원상회복규정이 적절히 변경을 가하여(“with 

appropriate adaptations”) 적용된다(III.-3:104(4)).478) 철회권 행사(II.-5:105(1), (2)), 

해제조건 성취(III.-1:106(3), (5))의 경우에도479)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계약이 

부존재(불성립)하거나 애초부터 무효였거나 소급효를 가지고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취소)에만 부당이득법이 나설 수 있다. 

  (2) 물권적 효력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음

  DCFR은 부당이득법을 채권법에 편제하였지만 본조 (2)에서는 본편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이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도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의 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어느 

478) 그런 의미에서 DCFR의 해소에 기한 원상회복의 효과는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479) 다만 당사자 간에 소급효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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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정함이 없다.480) 

  (3) 다른 사법상 권리에는 영향이 없음

  부당이득법 이외에도 계약 기타 私法규정상 이득반환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

한다. 본조 (3)에서는 부당이득법의 규정은 이러한 권리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규정한다(자유경합원칙). 그러나 각 권리와의 경합관계는 구체적으로 따

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대표적으로 계

약해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III.-3:510 이하, 증여해제에 관한 IV.H.-4:101 

이하) 앞서 설명한 바와 계약법의 배타성에 따라 부당이득법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그로 인한 이득반환(대표적으로 사무관리자의 취득

한 것의 인도의무(V.-2:103(1)와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V.-3:101))도 사

무관리법에 의한다.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III.-4:107)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이행으로 연대채무자

가 채무소멸의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2:102).481)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물권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원물반환의 경우) 및 

불법행위법상 배상청구권과는 경합이 인정된다. 우선 DCFR은 물권행위 유인

성을 취하고 있으므로(VIII.-2:202(1), (2)),482)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계약

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물건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VIII.-6:102(1))과 원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5:102(1))은 경합하게 된다.483) 

  또한 불법행위법상 배상청구권(VI.-6:101)과의 경합도 인정된다. 양자는 취지

나 기능이 다르고 요건도 다르지만 4:101(c)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유형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양자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특히 VI.-6:101(4)에

서는 손해배상에 있어 이득환수 방식의 배상도 인정하고 있다.484) 이 경우에

480)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duction, E 140, p. 176. 이는 우선권의 인
정 여부는 민사집행법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81) 해설서, VII.-7:101, 4179, 사례 6. 
482) 다만 VIII.-2:202(3)에 의하면 철회, 계약 해소, 증여해제의 경우에는 물적 소급효가 없

거나 소유권의 재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483) 해설서, VII.-1:101, 3850 참조. 
484) VI.-6:101: 배상의 목적과 방식
    (4) (1)항의 회복(reinstatement) 대신에, 그러나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배상(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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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해 입증 대신 이득환수의 형태로서의 배상이 인정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485) 일정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VIII.-2:202), 양도인은 소유물반환청구를 통

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VIII.-6:102(1)). 이러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원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경합하는데(2:101(2); 5:101), 양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VIII.-2:202(4)). 아울러 양도인이 양수인의 점유기간동안 

사용박탈당한 것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

재하면(VI.-1:101), 불법행위편상의 규정(VI.-2:206)486)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거

나 아니면 부당이득법상 재산이용의 이득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다(3:101(1)(c), 

3:102(1)(c), 4:101(c)). 부당이득법이나 손해배상법 모두 양자의 경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7:101, VI.-1:103(d):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가용한 구제수단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후술하듯이 이중회복금지를 위해 하나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은 한도에서 다른 청구권은 감축된다(7:102(1)). 

  

  나. 평가

  부당이득법과 계약법 간의 관계에서 계약법을 우선 적용하는 태도는 기본적

으로 타당하다. 다른 사법상 권리와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

나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특

은 법적 손해의 인과에 책임있는 자로부터 손해를 야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후자에 
의하여 취득된 이익(advantage)을 반환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duction, E 144, 
p. 177에서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신
호를 주는 것과 아울러 법원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이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에 
대한 심사의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에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악의
의 가해자가 개입되므로 부당이득법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485) 해설서, VII.-7:101, 4179, 사례 5.  
486) VI.-2:206: 재산 또는 적법한 점유 침해에 기한 손실
    (1)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또는 적법한 점유의 침해의 결과 어떤 자에게 

야기된 손실(loss)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손해이다. 
    (2) 본조에서:
      (a) 손실(loss)은 재산사용을 박탈당한 것을 포함한다;
      (b)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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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득환수적 손해배상의 인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DCFR은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자유경합을 인정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효과로

서 이득환수적 손해배상도 인정하면서(VI.-6:101(4))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선택가능하나 이중회복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102(1)). 이득환수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효과의 면에서 손해배상과 이득환수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론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DCFR이 보여준다.

  

  다. 민법과의 비교

  DCFR 7:101에 상응하는 민법규정은 없지만, 본조 (1)과 (3)의 경우 기본적으

로 민법과 같은 입장이다. 민법도 계약법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자유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물권행위 유인

성에 따라 부수적 이익조정과 관련한 적용법조에 있어서 견해대립이 있고, 이

는 반환범위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1) 계약법의 우위

  민법도 계약법의 우위가 인정되어 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법

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이득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뜻밖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를 통해 공짜로 

이득을 얻더라도 역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487) 따라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야 비로

소 계약관계 청산을 위해 부당이득법이 개입한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도 민법

은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DCFR과 차이가 있으나 부당이득과

48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어도 그 의사표시가 소멸되지 않는 금원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반환의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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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의 규정(제548조 이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동일하다.488)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간의 관계가 문제

된다. 종래 “점유 부당이득”으로 불리는 논의로489) 유형설의 구별에 따라 급부

이득과 침해이득으로 사안유형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편의적이다. 

  우선 급부이득의 경우, 특히 계약청산으로 인한 원물반환에 있어서 민법은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물반환청구와 경합이 문제된다. 

독일법과 같이 무인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라면 원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복귀

되지 않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소유권 및 물건의 점유 

모두 부당이득반환대상에 속하게 된다.490) 반면 민법처럼 유인주의를 취하는 

입법례에서는 원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복귀되므로 부당이득은 점유회복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이때 원물반환을 위한 점유회복은 소유물반환청구(제213

조)로도 가능하므로 양자의 경합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통설은 원론적으로는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면서도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특칙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491) 이에 대하여는 계약청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주장된다.492) 그리고 원물반환에 관한 한 양

자는 내용상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양자의 효력의 작용방식상의 차이를 지

적하며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493) 사실 이러한 견해대립은 부수적 이

488) 통설과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보면
서 제548조 이하가 특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곽윤직(2003), 104면 이하; 송덕수
(2014), 138면.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등. 

489) 이 문제에 관한 독일 보통법학상 연혁적·비교법적 고찰로는 정태윤(2007. 9), 611면 이
하 참조. 종래 이 문제는 단순한 ‘점유’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득인가의 문제로 접
근되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독일에서 “재산이동의 도그마”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을 통
일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오해라고 평가하고, 점유가 ‘이득’인가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다.

490) 국내에서도 물권행위 무인성을 취하는 견해는 그와 같이 본다. 김증한·김학동(2006), 
704면 이하.

491) 대표적으로 곽윤직(2003), 350면; 송덕수(2014), 421면. 이때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판례도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자의 경합을 전제로 한다.

492) 최상호(1996. 4), 89면 이하; 최수정(2003), 333면; 이은영(2005), 6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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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 조정에 관한 적용법조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는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체로 소유자와 손실자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물권적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충분하지만, 타인물건 양도나 순차매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

구권 외에 별도로 채권적 점유부당이득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자의 경

합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실익이 있다.494) 그러므로 원물반환에 관한 한 양

자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DCFR도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는 입장

이다. 그러나 침해부당이득에 관해서는 학설은 일치하여 제213조가 적용된다

고 보고, 부수적 이익조정도 제201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민법상 부당이득법과 불법행위법은 그 취지 및 요건(가령 고의·과실 요부)

이 다르므로 양자는 서로 경합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DCFR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후술하듯이 민법에서도 이중회복은 금지된다. 

  한편 악의 수익자의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불

법행위 책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495)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손실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가까운) 일종의 

특수한 손해배상의무로 보는 견해496)도 있다. 

493) 민법주해/양창수(1992), 제213조, 231면 이하; 김형석(2008. 3), 250면 이하; 지원림
(2014), [3-182], [5-246]. 

494) 경합인정의 실익으로는 민법주해/양창수(2005), 547면 이하(시효, 동시이행항변을 가지
는 경우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가능, 타인물건 양도시 양도인도 채권적 원상회복 청구 
가능), 552면 참조. 

495) 곽윤직(2003), 370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편법
을 규정한 것”; 나아가 악의 수익자의 반환책임의 본질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견해
는 김상용(2009), 572면; 백태승·박수곤(2012), 58면도 악의의 부당이득은 불법행위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다만 이를 부당이득에서 규
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
는 절차상 편의 제공에 있다고 본다. 

496)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99면. 제748조 제2항의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에서의 “손해”와는 개념상 구별되고 오히려 제741조에서의 “손해”와 동일한 의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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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수익자가 얻은 이득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적은 경우 

의미가 있다. 가령 지자체가 대지로서의 토지(사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 조성공사를 하고 도로로 점용·사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대지로서의 점용이득, 즉 대지로서의 임료상당액을 청구하자 원심은 피고가 

얻은 이득은 대지로서 점용이 아니라 도로로서의 점용이므로 도로로서의 임

료상당액만을 반환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후자는 전자의 1/4 시세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객관적으로 토지이용 대가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497) 이와 같이 민법은 악의 수익자의 경우 반

환범위를 그가 얻은 이득에 국한하지 않고 수익자가 입은 손해에까지 확장시

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98) 이는 DCFR이 어디까지나 “이득”에 초점을 두

고 이득의 반환만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4) 기타 

  민법은 부당이득법 이외에 이익반환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계약해

제의 경우(제548조 이하)가 대표적이고 사무관리법(제734조 이하)도 있다. 사

무관리가 인정되면 그에 따라 이익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제738조 이하).499) 

한편 사무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른바 불법(사무)관리 내지 무단사무관리를 

인정하여 초과로 발생한 운용이익의 반환(제738조, 제684조)을 긍정하자는 견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욱도(2009), 497면. 
49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0 판결.
498) 관련하여 과소토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

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
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는 결론에서는 타당하지만 
그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48조 제2항의 적용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로 김성욱(2003), 185면 이하 참조. 

499) 김형배(2003), 65면. 사무관리를 통하여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본인을 상대로 
사무관리를 근거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대한민국과 해군 전
술자료 처리체계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계약종료 이후에도 용
역업체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위 처리체계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사용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후 공개입찰과정에서 탈락하자 후속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고를 상대로 위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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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있지만,500) 사무관리의사가 없는 경우 사무관리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이익환수는 인정될 수 없다.501) 한편 불법관리로 

인해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본인의 책임은 현존이익한도로 제한된다(제739

조 제3항).502)

  한편 비용상환과 관련한 제203조에서는 지출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필요비, 

유익비, 사치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503) 그리고 계약관계

상 지출한 비용상환 규정들(대표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제626조, 사용대차의 경

우 제611조)이 있는데 판례는 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이 비용부당이득보다 우

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이다.504) 아울러 민법은 각종 구상규정들(제425조, 제

444조 등)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 규정들이 우선적용된다. 따라서 비용

부당이득이나 구상부당이득에 있어서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 규정은 보충적 

이익조정수단으로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으로 

성질결정하여 대인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다. DCFR은 이 문제는 집행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각국의 법에 맡기는 태도를 취하였다. 

500) 사무관리의사 불요설을 전제로 하는 이은영(2005), 665면(이에 따르면 사무관리가 성
립한다); 사무관리는 아니지만 무단사무관리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
다는 견해로는 김형배(2003), 53면 참조. 

501) 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처리하되 손해산정상 특칙을 인정하자는 견해로는 
민법주해/최병조(2005), 후론: 부진정사무관리, 95면 이하 참조. 

502) 제739조 제3항은 사무관리가 아니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는 김형석(2005. 3), 353면 이하 참조. 

50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임야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과수원 겸 목장으로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임야인 토지부분이 목장, 맡 및 
대지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있어 유익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안으로는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50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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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환청구권 경합시 이중회복 금지

 

  가. 규정해설 

  본조는 이중회복(double recovery)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이다. 본조 (1)은 손

실자에게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익자를 상대로 하

든 제3자를 상대로 하든)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

우 양자는 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이라는 관점은 달리하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하

나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중 하나를 행사

하여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만큼에 한하여 다른 청구권도 감축되는 것이 타당

하다. 본조 (2)는 손실은 하나지만 손실자가 여러 명의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중회복금지가 

적용된다. 

  본조 (1)의 대표적인 예는 E가 D의 독점사업권을 침해한 경우이다. 이 경우 

D는 부당이득법상 재산사용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권(5:102)과 동시에 E에게 고

의·과실이 존재한다면 재산이용의 박탈에 대하여 불법행위편(VI.-2:206)506)에 

505) DCFR에서 배상(reparation)이란 손해를 입은 자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위로 회
복시키기 위한 금전배상(compensation) 기타 적절한 조치를 의미한다(VI.-6:101). Vol. I, 
Definitions, s.v. Reparation, p. 78. 

VII.-7:102: 경합하는 채무

(1) 손실자가 

  (a) 본편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 (i) (수익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배상청구권(claim 
for reparation)505); 또는

      (ii) 부당이득의 결과 다른 사법규정상 반환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 청구권 중 하나의 만족은 다른 청구권을 동일한 양만큼 감축

한다.  
(2) 어떤 자가 손실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그것이 타인에게 이득으로 되고 본편상: 
  (a) 그 이용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산이용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 그리고 

  (b) 그 수령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산증가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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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책임의 준거는 전자의 경우 타인이 재산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하지 못해 손

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 취지상 양자는 동시에 또는 중복으로 청구될 수 없

는데, 양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둘 다 

만족을 얻는다면 이중배상에 해당하므로 본조는 그중 어느 하나의 행사를 통

한 만족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손실자의 자유이며 손실자는 더 큰 액수의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다.507)

  본조 (2)은 하나의 손실에 기해 여러 명에게 이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설

서에서는 본항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무효인 경우, 가령 전득자가 악의거나 무상취득자여서 선의취득 못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으나508) 그 경우 수익자가 2명인지는 의문이다.

  나. 평가

  본조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회복을 금

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본조 (2)와 관련하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무효인 경우, 즉 선의취득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권리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

구권이 문제되고,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한다면 무권리자를 상

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문제된다.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상 DCFR의 본조에 상응하는 조문은 없으나 DCFR과 같이 이중회복금

506) 규정은 주 486 참조. 
507) 해설서, VII.-7:102, 4198, 사례. 
508) 해설서, VII.-7:102,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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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은 같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경합하고 따

라서 청구자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DCFR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로 인해 만

족을 얻은 만큼 다른 청구권은 감축된다.509)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과거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교정질서라는 점

에서 공통되므로,510) 만약 부당이득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반환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는 감축되고 따라서 불법행위의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도 

축소 또는 소멸하고, 역의 경우에도 손해가 전보됨으로써 부당이득이 감축되

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511) 

  대법원도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 그것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

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

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12)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

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

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

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513) 

509) 대표적으로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에서는 서울시가 자신 소유 토지
에 상수도관을 매설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그 경우 별도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510) 양창수·권영준(2015), 11면. 
511) 지원림(2014), [5-246]. 
51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513) 대법원 2013. 9.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아울러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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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가. 규정해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일부 법제에서는 공법분야에서 별도의 부당이득법 규율

을 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나 사회보장수급과 관련한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전

자는 과오납이 문제되고 후자는 초과 또는 부정수급 등이 문제된다. 본조는 

그러한 경우 본편의 부당이득 규정이 공법분야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결정

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다.514) 이는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에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DCFR I.-1:101(2)에 따른 결론이다.

  나. 평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당이득 반환관계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 公
私法체계를 구별하는 대륙법에서는 별도의 행정법 법리가 적용되어 처리되었다. 

반면 公私法 이원론을 취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사인 간 사건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발전되었다.515) 비교법적으로 보면 조세과오납 또는 사회보장 수급

과 관련한 사건들은 부당이득과 관련한 일정한 사안군을 형성하고 있고, 부당

이득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CFR은 법계 간의 차이를 존중하여 

공법분야에서의 부당이득 사안은 규율범위에서 배제하였다. 

514) 본조는 2006년 수정안에 따르면 최종본 I.-1:101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부기되었으나 
2009년 최종본에도 남게 되었다. 

515) 관련하여 영국법상 종래 법률의 착오의 경우 반환청구 배제법리가 적용된 일부 사안의 
경우 독일법에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되는 사안에 해
당한다고 한다. 츠바이게르트/쾨츠, 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1991), 437면 이하 참조. 

VII.-7:103: 공법상 청구권

본편은 자연인 또는 단체가 공법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거나 부여한 이득에 

대한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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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이에 상응하는 규정은 없으나 公私法 이원주의에 따라 민법은 기본

적으로 사인 간의 부당이득사안에만 적용된다. 공법상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특히 조세 과오납 사건에 대한 상당수의 판결들이 있는데,516) 행정법 법리(행

정행위의 공정력, 신뢰보호의 원칙)가 적용된다.517)

516)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6829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51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
합의체 판결.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97면 이하 
참조. 한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은 조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세법상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
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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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평가 및 민법에의 시사점

  제1부에서는 DCFR 제7편 부당이득법에 관한 규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관련되는 쟁점별로 민법과 비교하여 보았다.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의 축조검

토를 기초로 DCFR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다. 우선 선행연구상의 평가와 체계

상의 특징을 살펴본 후에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 다음에 민법

과의 기능적 비교를 위해 전형적인 부당이득 사안유형군을 선정하여 각 사안

에서의 해결법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DCFR이 사안해결에 동원하고 있는 

핵심 논거들을 검토해본다.  

제1장 체계상의 평가

  1. 선행연구 현황

  2009년 최종본 발표를 전후하여 DCFR 일반을 다룬 연구는 많이 나왔으나 

개별 법규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유럽 

민사법 통일운동 자체에 대한 반감과 이에서 비롯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한

편 2010년에는 유럽부당이득법원칙 해설서와 DCFR 해설서가 출간되어 규정

의 내용에 대하여, 특히 사안에의 적용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

으나, 아쉽게도 해설서는 조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을 담고 있고 깊이 있

고 세밀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부당이득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18) 일부 선행 연구 중에는 2006년본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을 대

상으로 하거나, 2009년 최종본 규정만을 대상으로 DCFR을 검토한 논문들이 

518) 한편 조문 해설(Comments) 뒤에 나온 비교법적 참조사항(Notes)의 경우 종래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국가들까지 포괄하는 방대한 비교법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단
순 나열에 그치고 있고, 해당 조문이 어떠한 비교법의 태도를 참조하여 성안된 것인지
를 추적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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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아직까지는 2010년 출간된 DCFR 해설서까지 참조한 선행연구는 보이

지 않는다.519) 

  우선 DCFR 부당이득편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에는 2004년 임시초안 및 

당시까지의 논의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의 Eric 

Clive 교수의 글이 있다.520) 2004년 임시초안이 기본규정만 성안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연구회 자문

위원인 Clive의 글을 통해 DCFR의 성안과정과 내부 논의사항을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에 최종판 발표 후 이를 소개하는 박희호 교수의 논문이 

같은 해에 나왔다.521) CFR의 초안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완결성이 다소 부족

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평

가한다. 그러나 2010년 해설서 출간 전에 작성된 논문이라는 점에서 조문 중

심의 간략한 소개라는 한계가 있고, 글의 말미의 검토 부분에서 DCFR 개별 

조문에 관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릇된 이

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522) 아울러 총평에 있어서도 DCFR이 CFR

의 초안이어서 아직 완결성에서 떨어진다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 아직 최종

적인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초안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DCFR 부당이득편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가로는 오스

트리아 Wendehorst 교수가 2006년과 2008년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과 유럽사법

공통핵심프로젝트(일명 트렌토 그룹)에서 DCFR의 적용성과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안 기반 평가(case-based assessment)를 내용으로 출간한 문헌이 있다. 그 

519) Wendehorst (2008), 215는 이와 같이 부당이득편을 다룬 연구가 적은 이유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전례가 없었으며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법통일이 덜 시급
하였다는 점, 부당이득의 보충성, 20세기 중반 이후 독자적 부당이득법의 규율방식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점을 들고 있다. 

520) Clive (2004), 585-603. 1998년 출간된 제2판에서는 유럽민법전 부당이득법 초안을 작
성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글이 수록되었으나 유럽민법전연구회가 2004년에 유럽부
당이득법원칙의 임시초안 작성하자 제3판에서는 이를 다룬 글로 대체되었다.  

521) 박희호(2009), 89면 이하. 이는 동, “제5절 DCFR상의 부당이득편”, 박영복 외, EU사법
(I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10), 346면 이하에 재수록되었으나 여전히 2010년 출간된 
DCFR 해설서는 참고되지 않고 있다.   

522) 이에 대하여는 앞서 제1부의 해당규정의 각주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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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당이득편은 네덜란드 틸뷔르흐 대학의 비교법 및 초국가법연구소(TICOM) 

소속의 Jan Smits와 Vanessa Mak이 담당하였다.523) 이하에서 살펴본다.  

  가. Wendehorst의 평가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2008년 3월까지는 독일 괴팅겐 대학)의 Wendehorst 교

수는 부당이득편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다룬 글을 2편 발표하였다. 그중 

한 편은 2006년본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른 한 편은 2008

년 DCFR 개요판 발표 직후에 출간되었다. 우선 2006년본 유럽부당이득법 원

칙(대개는 DCFR로 편입됨)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고 훌륭한 역작(“excellent 

piece of work”)이지만 CFR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재고와 아마도 근본

적인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524) 즉, 8가지 사안에의 실제 적용을 통

해525) 사안의 결론에 있어서의 부적절성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

종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간 시기상조”(somewhat premature)라는 결론을 내리

고 있다.526) 그중에는 우선 이는 PECL과는 달리 “원칙”이라기보다는 고도로 

추상화되고 상호참조를 요하는 까다로운(“abstract and somewhat cumbersome”) 

규정들로서 각국의 법관이나 법률가들조차 그 구조, 내용 그리고 내적 논리를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 힘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유한다.527) 이러한 고도의 복

잡성과 추상화로 인해 개별사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베풀지 못하고, 司法的 

재량 내지 유연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도(가령 6:101(1)에

서의 “이득의 처분 기타의 방식으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528) 결론적으로 기존의 각국법보다도 더 명확하지도, 더 일

523) Smits/Mak (2011), 249-268.
524) Wendehorst (2008), 215에서는 DCFR 부당이득편은 “너무 독일적(zu deutsch)”이며 “불

가해(unverständlich)”하다고 한다. 
525) 사안유형별 검토 결과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착오요건 기준이 

문제이고, 비용부당이득사안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지만 다만 
침해부당이득은 매우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526) Wendehorst (2006), 244ff. 특히 264 참조. 이하에서 Wendehorst의 2006년본 유럽부당이
득법원칙에 대한 논평 중 DCFR과 동일한 조문의 경우 DCFR의 조문으로 표기한다. 

527) Wendehorst (2006), 259: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믿으십시오. 적용버튼을 
누르면 타당한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하며 이는 환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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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이지도 않고, 그 내용면에서도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한다. 

  DCFR 개요판이 출간된 2008년에는 DCFR을 직접 다룬 글을 발표한다.529)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전형적인 사안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

하는데, DCFR에 의하면 2자간 침해이득사안은 매우 훌륭하게 처리되고(“En-

thusiasmus”), 3자간 침해이득과 단순 비채변제 사안은 그럭저럭 처리되고 있으

며(“verhaltene Zustimmung”), 쌍무계약청산, 2:101(4), 다수당사자 사안의 처리는 

명백히 기대를 저버렸다(“klare Enttäuschung”)고 평가한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부당이득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개별 편들의 상호작용(Zusammenspiel)과 특히 

사무관리편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서 비용이득사안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530) 구체적인 장점으로는 항목별 이득개념과 관련한 

3:101과 3:102, 4:101과 4:107의 기능적 결합성을 들면서, 법적용자가 개념의 

명료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순성은 2자간 침해이득사안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 입법례와 법이론과 비교하면 진일보라고 평가되고 실제로 

회원국 내에서 법관을 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

러나 그 외의 다른 많은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들을 지적한다(이에 관하여는 

제1부 해당부분에서 살펴보았음). 결론적으로 2008년 발표된 DCFR 개요판의 

부당이득법은 매우 개념적인 성과물로서 기존의 입법례보다 더 우수하지도 않

으며 특히 통일적 구상과 높은 추상도로 인해 실패한 것(“wenig glücklich”)으로 

판명되었다고 신랄하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를 개정하는 방식은 절반의 해

결책에 지나지 않고 특히 폐쇄적 범주로서의 유럽부당이득법의 구상은 불필요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분야와의 조화도 저해하므로 유해하다(“abträglich”)고 

평가한다.531)

  개별 조문에 대한 Wendehorst의 비판 중 일부는 2009년 최종본 성안단계에서 

반영되었다.532) 그러나 총평으로서 근본적 변경을 지적하는 부분, 나아가 유럽

528) Wendehorst (2006), 259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비용이득사안을 착오와 비용절감만으
로 해결하는 것, 따라서 악의의 비용지출자의 경우 필요비상환도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수익자가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증가된 이득을 실현시킨 경우에도 비용절감액으로 반
환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들고 있다. 

529) Wendehorst (2008), 215-260.  
530) Wendehorst (2008), 248f. 
531) Wendehorst (2008), 2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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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FR 또는 유럽민법전의 일부로서 별개의 부당이득법 성안 자체에 대한 반

대는 －당연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33)

  나. Smits/Mak의 평가

  2008년 개요판이 출간되자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의 Mussani Bussani 교수와 튜

린 대학의 Ugo Mattei 교수가 1995년 설립한 유럽사법공통핵심프로젝트(일명 트

렌토 그룹)534)에서 DCFR의 적용성과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주제에 대하여 

‘사안 기반 평가’(case-based assessment)를 내용으로 하는 문헌을 출간하였다.535) 

그 중 부당이득편 부분은 네덜란드 틸뷔르흐 대학의 비교법 및 초국내법연구

소(TICOM) 소속의 Jan Smits와 Vanessa Mak가 담당하였다.536) 

  Smits/Mak는, ‘도구상자’(toolbox)라는 DCFR의 본연의 목표에 비추어봤을 때, 

DCFR이 기존의 유럽각국의 법제에서 채택한 분류를 따르지 않고 생소한 분

류법을 채택한 점, 적용범위에서 모든 재산의 증가 또는 책임의 감소를 ‘이득’

으로 보아 법률가들이 부당이득 사안으로 생각해오던 적용범위보다 지나치게 

넓은 점, 접근법에 있어서 오늘날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537)에

서도 지지받고 있는 대륙식의 sine causa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오늘날 자국내

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영국식 부당요소 접근법을 취한 점을 언급한다.538) 나

아가 부당이득법의 법제도의 흠결을 메우는(“fill the gaps”) 보충성(residual 

532) 가령 6:102의 항변권자의 제한요건 폐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2006년본 5:105(1) 표제
상의 ‘최소책임’ 삭제 등.

533) Wendehorst (2006), 264: “대체로 말하자면, 고도의 복잡한 구조, 기교성, 현실 세계로
부터 동떨어진 패턴들은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이 유럽 사법의 일부로 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PEL내에 별개의 부당이득법을 두는 구상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요청한다. 

534) http://www.iuctorino.it; http://www.jus.unitn.it/dsg/common-core/home.html 참조.
535) Luisa Antoniolli/Francesca Fiorentini (eds.), A Factual Assessment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prepared by the Common Core Evaluating Group, 2011), 
536) Smits/Mak (2011), 249ff.
537) EU 및 공적 당국과의 지급관계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538) 그러나 DCFR이 일견 영국식의 부당요소 접근법을 절충하였지만 명시적으로 부당요

소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잘못된 비판이다. 해설서, VII.-2:101, 3875 
“정당화의 결여를 발생시키는 개별 목록(“부당요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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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으로 인해, 계약의 취소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이외에, 국내법에서

와 같은 자족적인 부당이득법은 CFR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규정들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일일이 규정하는 바람에 하나의 이상적인 규범

세트를 통째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법규와의 공

존이 불가능한 DCFR은 ‘도구상자’(tool box)나 ‘선택적 문건’(optional instru-

ment)으로서 영감(inspiration)을 주지 않고, 따라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

망한다(“dead letter”). 이 글은 DCFR 출간 이후 본격적으로 DCFR에 대하여 다

룬 글이면서 비독일권 법률가들이 DCFR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어느 정도 대

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역시 해설서 출간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한계

가 있다.539) 

  DCFR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기류는 Smits 교수의 다른 글에서도 나타난다.540) 

위의 공저에 앞서 단독 출간된 글에서도 DCFR이 부당이득법의 보충적 기능

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경합을 인정한 점에서 유럽부당이득법의 조화를 해친다

고 지적한다. 부당이득법의 특성상 ‘도구상자’를 지향하는 DCFR에 부당이득편 

규정을 두기는 어렵고, 부당한 재산이동의 사후교정은 자족적 질서를 갖춘 국

내법규정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개별법분야

의 통일로는 부족하고 상호유기성을 감안하여 채권법 전체에 대한 법통일이 

필요하다는 (성안자 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영국법은 채권법이라는 관념이 없

고, 무엇보다 그러한 시도는 유럽법과 국내법의 상호공존적이며 다층적 성격

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다. 정리

  Wendehorst와 Smits/Mak의 글은 전자는 독일권 학자의 시각에서,541) 후자는 

539) Smits/Mak (2011), 250. 
540) Smits (2008), 159ff.
541) 그 밖에 독일권 학자의 시각에서 쓰여진 짤막한 평가로 Koziol (2009), 108ff. 참조. 유

럽부당이득법원칙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글은, 부당이득법임에도 손실 요건에 집중하는 
점, 이득의 부당성을 추정하고 이득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반환청구가 저지되는 구조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구조라는 점, 통일설을 취함으로써 가치평가요소가 전혀 다른 급부
이득과 비급부이득을 분리취급할 수 없다는 점, 목적부도달 사안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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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일권 학자의 시각에서 쓰여졌는데,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

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DCFR의 체계성과 법이론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후자는 DCFR의 실제 적용가능성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법전 방식의 부당이득법

의 성안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자가 부당이득법의 

내재한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후자는 ‘도구상자’로서의 기능에 반한다

는 논거를 들고 있다. 후자의 비판에 대하여 연구회의 책임자이자 DCFR 성안

의 주도자인 von Bar 교수의 입장은 ‘정치적’ CFR, 즉 유럽위원회나 유럽연합

의 입법기구에 의해 승인된 문서가 ‘학문적(academic)’ CFR보다는 훨씬 더 제

한된 적용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훗날의 고민거리

(“cura posterior”)이고,542)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추가하는 편보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편이 더 쉬

울 것이라는 다분히 실용론에 입각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543)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Wendehorst 교수의 글인데, 2010년 출간된 해설서를 참조하지 않았음에도 논

증과정이 치밀하며 설득력이 있다. 독일의 주류적 입장인 유형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해결에 있어 DCFR이 택한 접근법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과 결

론면에서의 타당성의 검토는 DCFR의 이해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

보다 Wendehorst는 근본적으로 DCFR이 부당이득법을 폐쇄적이고 완결된 법전

편찬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일반부당이득법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고, 부당이득사안은 채권법 전반에 문제되는 

법영역으로 해체하여 규율되어야 하지 별도의 장에 규정을 두는 것은 방법론

상 잘못이라는 것이다.544)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안들을 사안유형별로 분리

과의 경계 모호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542) von Bar (2000), 5. 
543) von Bar (2006), 205; von Bar (2008), 45. 
544) Wendehorst (2008), 253ff. 이러한 입장은 2년 전 발표된 유럽부당이득법원칙에 대한 

평가에서 예기되었다. 동 (2006), 260f. 특히 263: “I hope that this will give an impetus to 
reconsider the idea of a separate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with in the PEL as such, for 
the tasks conventionally fulfilled by unjustified enrichment might be fulfilled better and more 
consistently by other areas of the law”. 평소 “독일민법의 부당이득규정을 절대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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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약의 청산과 목적부도달의 경우에는 계약법에, 그 밖의 급부사안의 경

우(비채변제, 3자관계)에는 변제법에, 침해부당이득은 불법행위법 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규율하는 곳에, 비용부당이득은 변제법, 점유자-회복자관계 또

는 계약의 해소, 최후적으로 사무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규율의 일관성 측면

에서 유리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독자적 부당이득법 폐지론에 가까운 주장

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고 특히 유럽의 법통합과정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근대 부당이득법제 하에 독자적 편제를 두고 

있는 민법의 입장에서 선뜻 수용하기에는 과격한 주장으로 보인다. 

  2.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한 평가

  이하에서는 체계 및 접근법상의 DCFR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DCFR은 

그 성안을 담당한 연구회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법전편찬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부당이득편의 경우 단일모델에 따라 기본조항을 두고 후속 장에서 이

를 구체화시키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소유물반환청

구모델을 취하였다. 이들 모두는 종래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방법론상으로 

참신하게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경함에서 비롯한 거부감도 불러일으키

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방법이 상이한 국내법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법통합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고 이를 상대화할 수 있는 리버럴한 입장으로 유명”하다고 한(이준형(2013), 423면) 그
녀는 추상도 높은 통일설에 반대하면서도 부당이득법 자체는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가
령 동 (2005), 135, 140), 2006년 이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부당이득법을 편
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와 같은 입장(이른바 “split approach”)은 
DCFR 최종본에 대한 평가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해 발표한 이스라엘 민법 초안에 대한 
평가(“No Headaches over Unjust Enrichment: Response to Daniel Friedmann”, in Siehr/ 
Zimmermann (Hrsg.), The Draft Civil Code for Israel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8), 
121ff.)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그녀의 입장은, 그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국
의 가장 강경한 부당이득법 회의론자인 Hedley의 견해를 연상시키는데, 그 역시 “부당
이득”이라는 일반이론으로 모두 포섭하는 것 대신 다른 제도들(가령 property, tort, 
contract, various miscellaneous equitable doctrines, or notions of “unjust sacrifice”)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다(Hedley (1995), 58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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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전편찬 방식의 채택

  우선 DCFR은 편제에 있어서 법전편찬 방식으로 성안되었다.545) 법전편찬 

전통에 익숙한 독일법권 학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회의 입장에서는 그것

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법전편찬 방식은 법규범의 체계적인 정립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해석학의 뒷받침을 요한다. 동일 편 

내의 법조문 간의 상호유기성은 물론이고 DCFR의 다른 편에 규정된 조문들

과의 체계적인 해석이 요구되는데, DCFR의 경우 아직 이러한 부분까지 완비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률상 기초” 개념을 매개로 하여 계약의 무효·취

소법과의 연동, 물권법상 선의취득과 부당이득법상의 선의 유상취득자의 항변,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과실반환 문제, 사무관리법과의 경계 설정 등은 비

교적 잘 규율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부 영역도 보인다. 

  일례로 비용부당이득의 대표적인 사안인 타인채무 변제 사안을 들 수 있

다.546) 제3자 변제의 경우 III.-2:107이 적용되는데, DCFR에서는 담보제공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IV.G.- 2:113(1))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3자와 채무자간의 내부관계(위임 등), 

다음으로 사무관리법, 최후적으로 부당이득법의 적용이 문제된다. 사무관리법

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가 본인에게 문의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본인으로부터 추인받지 않는 한 사무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V.-1:101(1)과 (2)). 그렇다면 부당이득법의 적용이 문제되는데, 제3자변제의 

경우 임의의 착오 없는 변제이므로 이득이 정당화되어 역시 부당이득법에 의

한 구상도 불가능하다(아울러 2:101(4)도 득책이 될 수 없다).547) 아울러 무권

545) 대표적으로 제2편에 민법총칙이나 계약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두고, 채권총칙에 
상응하는 제3편에 이어 제4편에서는 계약 각칙의 편제를 취하고 있다.

546) 이 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Wendehorst (2008), 233ff. 이에 대하여 Wendehorst는 2006년 
수정안에 대한 비판(ERA-Forum, 244, 255f.)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단순
한 편집상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3자변제를 
DCFR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법상 구상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비교법적으
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547) 해설서, III.-2:107, 740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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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처분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4:106에서의 간접대리 효과준용도 현재 상태

로는 특히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불명확하다. 또한 법전편찬 방식의 특성상 동

일한 내용의 조문이라 하더라도 어느 법체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상이해진다. 가령 앞서 살펴본 대로 과실과 사용이익의 반환문제와 代償반환

은 물권행위 유인성이냐 무인성이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것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또 다른 예로 도품 자재 부합사안을 들 수 있다. DCFR은 원칙

적으로 도품은 선의취득의 객체에서 배제하면서도 통상적인 영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VIII.-3:101(2)). 한편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도품인 자재를 부합시킨 양수인의 경우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데, 도품을 통상적인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면 선의취득

법과 부당이득법 간에 수미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부합한 경우에는 도품을 선의취득으로부터 배제하는 물권법적 가치

평가와 선의 유상취득자 보호라는 부당이득법적 가치평가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체계성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DCFR의 성안과정이 각 팀별로 분

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성안자 측에서는 법

전편찬방식이 법전에 친숙하지 않은 국가나 이미 법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 모

두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법전’의 의미를 상당히 완화시

켜 이해시키고자 하지만,548)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규율세트로 기능하기 위하

여는 각 편간의 유기성 및 체계성의 제고가 요구되는데, 이는 부당이득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548) von Bar (2008), 39f.는 CFR은 “법전”이 아니며, 私法의 공통토대에 해당하는 매우 약
화된 의미의 “법전”, 오히려 Restatement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
면서도 방법론적으로 “one coherent set of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의 초안을 지향
하고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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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일모델 방식의 채택

  (1) 단일모델 방식 채택의 배경

  다음으로 DCFR 부당이득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일모델(unitary model 또

는 integrated system) 방식의 채택을 들 수 있다. 그 방식으로 부당이득 사안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조항(1:101)을 두고 이하의 장에서 일반조항의 각 요건들

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DCFR의 전신인 유럽부당이득법원칙을 성안한 유럽민법전연구회에서는 단일

모델의 장단점을 형량한 끝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일

모델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549) 그리하여 (i) 단일모델은 조문을 간결하게

(suitably concise) 한다는 점550)과 (ii) 부당이득법 내에서 하위유형551)을 나눌 설

득력 있는 이유가 없으며,552) (iii) 만약 사안군들 간에 미세조정(fine-tuning)이 

요구된다면, 기본규정에 이은 후속 장들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그리고 문제

가 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553)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유형설을 포기하게 된 배후의 고려로 유럽부당이득법

원칙의 초안작성을 담당한 Swann은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한다.554) 우선 사안 

유형에 따른 개념적 구별은 당사자 간에 보다 정밀한 정의(justice)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데, 그러한 사안유형의 구별이 단

지 강학용이고 그러한 구별 없이도 사안해결이 가능하다면 유형에 따른 구별

549)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 E 147, p. 179. 
550) 이 점은 독일민법 제정당시 제2위원회에서 冒頭에 일반조항을 둔 것에 대한 이유와도 

일치한다. 그 배경에는 체계적 타당성, 일목요연함, 명확성의 측면과 다른 조문을 빈번히 
준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다. 
Mugdan, Bd. 2 (1899, neudruck 1979), 487f.

551) Swann (2006), 235f.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split approach’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법과 
같이 비채변제를 별도로 다루든지 독일과 같이 부당이득법내에서 급부부당이득을 분리
하여 다루든지는 불문한다. 

552)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duction, E 147, p. 179에 의하면 “착오처분과 
무효인 계약에 의해 제공된 이행 간에, 이행과 타인권리에 대한 간섭 간에, 따라서 급부
(giving)와 침해(taking) 간에, 계약법에 가까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법에 가까운 부당이
득 간에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553) Ibid.
554) Swann (200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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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버려야 한다는 점, 불필요한 유형의 도입은 자칫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유형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대표적으로 무임 

탑승사안555))도 있다는 점,556) 마지막으로 실제로 독일의 유형설이 비교법적으

로 다른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고 최근 영국에서도 유형별 접

근법을 극복하고 일반부당이득원칙의 승인에 이르게 된 점도 언급되고 있다.  

  (2) 평가

  이러한 단일모델 채택에 대하여 각국의 법률가들은 한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의 Smits/Mak은 DCFR이 비채변제(condictio indebiti)에 대

한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가장 눈에 띄는 것(most striking)”

이라고 하면서 유럽 법률가들에게 익숙한 비채변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은 점이 

의아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DCFR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557) 

Wendehorst 역시 DCFR은 간단한 비채변제 사안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처

리된다는 점에서 단일모델 채택에 대한 비판에 가담한다(“도그마틱 과잉”).558) 

나아가 독일 포츠담 대학의 Belling은 DCFR이 유형설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모

델을 택한 것은 독일민법학의 본질적 발견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한다.559) 

아울러 역사적으로 발전된 단일모델이 가지는 장점(“elegance”)이 없지는 않으나, 

유형설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모델을 택한 것은 독일법률가들에게는 실망스럽

다는 평가를 내린다.560) 

555) 이른바 항공여행사안(BGHZ 55, 128, Flugreise-Fall)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항
공사의 개괄적 급부의사를 인정하고 급부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지만 학설은 급부의사가 
없으므로 침해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다. Reuter/Martinek (1983), 83(그와 유사한 사안유형
으로 입장권 없이 축구경기를 관람하거나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안
을 든다); Staudinger/Lorenz (2007), § 812, Rn. 3. 

556) 이 점은 von Bar (2006), 216f.에서도 확인된다: “종종 비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급부사안과 침해사안 간의 구분에 반드시 기초할 필요가 없었다.”

557) Smits/Mak (2011), 260f. 연구회 내에서도 단일모델을 택함에 있어서 비채변제 사안에
서 과연 손실이 존재하느냐와 관련하여 우려가 있었으나 3:102에서 ‘재산감소’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떨쳐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PEL/von Bar, Swann, Unj. 
Enr. (2010), Intro., E 147, p. 179. 

558) Wendehorst (2006), 250. 
559) 동지 Koziol (2009), 109.
560) Belling (201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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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DCFR은 하나의 일반조항으로 다양한 사안유형을 포괄

하는 단일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발전을 염두에 둔 체계성을 택하였

다. 이는 역사적으로 개별사안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불법행위법이 일반조항을 

둠으로써 현대의 다양한 불법행위 사안에 대처가능하게 된 것을 상기시킨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민법 제1382조, 우리 민법 제750조도 이러한 발전과정을 

수용한 입법례이다).561) 물론 DCFR의 태도가 기본조항 하나만으로 만사형통하

다거나 사안유형별 고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조항은 

사안유형별로 고려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풍부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DCFR이 택한 단일모델의 의미는 부당이득 

사안에 공통기초로서 요건 4가지를 설정하고 모든 부당이득사안에 이러한 요

건이 모두 요구된다는 의미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서 DCFR은 후속 

장들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예시, 열거, 한정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어

서 하나의 일반조항에 기대어 해석론을 전개하는 통일설의 태도와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러므로 종래 자국의 법전통에 익숙한 분류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일모델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 상이한 법전통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

된 유럽에서의 私法통일의 방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라면 모를까 엄

밀히 말해 이론상의 비판은 될 수 없다. 한편 부당이득법상 일반조항을 두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설정해야 하고 이것이 사안 유형별로 명확한 분석

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가령 착오변제의 경우 손실요건의 검토는 

불필요), 다만 유럽민법전 제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안유형별 접근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일반조항을 두는 혼합적 접근법(hybrid approach)이 적절

하다는 지적이 있는데,562)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DCFR

이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해결법의 비교를 통해 검증될 것

이다. 

561) Josef Esser는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개별요건에서 일반원칙으로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불법행위법과 부당이득법을 들고 있다. Grundsatz und Norm in der 
richterlichen Fortbildung des Privatrechts (1990. 4., unveränderte Auflage), 57f.

562)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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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후속 규정에 의한 보충 및 기능분담

  단일모델 채택은 하나의 규정으로 여러 유형의 사안들을 포괄하다보니 규정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조문이 적용을 

염두에 둔 사안유형에 대한 선이해가 없이는 조문의 취지와 내용조차 쉽게 파

악되지 않는다.563) DCFR은 이 문제를 1:101 기본규정에 이어 후속 장들의 규

정에서 각 요건들을 구체화시키는 구조를 통해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즉 제2

장에서는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우, 제3장에서는 항목별 이득개념을 통한 구체

적인 이득개념의 열거, 제4장에서는 이득의 손실해당성의 예시가 그러하다. 이

러한 열거 및 예시규정을 통해 일반조항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점이 DCFR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요건들은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해 어느 하나의 요건에 과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령 이득개념과 관련하여 성립요건에서는 

항목별 이득개념을 택하면서 반환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이득의 이전가능

성을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경우 차액설에 기반한 이득개

념을 취하는 종래의 통설이 성립요건으로서 ‘이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단

계에서 이미 반환범위에서 문제되는 ‘이득’까지 결정하게 하는 부담을 지운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민법상 부당이득사안은 대체로 “법률

상 원인”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집중되어 있다. 가령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변제효가 정

해지고 그에 따라 채권자의 금전취득의 법률상 원인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03다8862). 나아가 타인 소유 자재를 수급인이 도급인의 재산에 부합시킨 

사안에서 판례는 선의취득법리의 차용으로 해결하였는데(2009다15602), 역시 

법률상 원인의 존부로 반환청구의 성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DCFR은 이 문제를 선의 수익자의 이득소멸 항변(6:101)이나 선의 유상취득자

의 항변(6:102)으로 해결하고 있다. 성립요건을 단순화하면서 항변으로 구체적

인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돋보인다. 운용이익 반환의 문제도 반환범위를 

563) 관련하여 Smits/Mak (2011), 259은 2:101은 다수의 유럽 법제의 원상회복법에 대한 확
고한 지식이 없이는 매우 해석하기 힘든(hard reading) 조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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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손실해당”요건을 통해 결정된다. 

  요컨대 종래 민법상 부당이득 사안해결의 논의가 “부당” “이득”이라는 명칭

에 경도되어 “법률상 원인” 요건과 “이득”의 개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

다면 DCFR은 성립요건으로서 이득의 정당성 판단문제와 항변으로서 반환범

위를 정하는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립요건

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주로 손실자 측의 사정을, 반환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는 수익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적절히 안배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기능분담은 단일모델 하에서의 일반조항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

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 부당이득법이 지향하는 발전상

에도 부합한다.564)

  라. 소유물반환청구의 유추에 의한 접근법  

  DCFR 부당이득편은 비교법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발전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독자적 체계와 접근법을 취하였는데, 새로운 체계에 기한 규정 성안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로서 소유물반환청구를 모델로 삼았

다.565) 이는 소유물반환청구를 과녁의 중심에 두고 그 효력을 점점 약화시키

면서(물권적→준물권적→채권적)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구상한 것으로,566)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을 반환청

구하는 것과 같이, 손실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이득을 반환청구한다. 이때 반환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서 항목별 이득개념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564) Johnston/Zimmerman (2002), 3은 근대 부당이득법제가 당면한 문제를 “부당이득법원칙
을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넓지 않게 정식화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565) 해설서상에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는 만기 스콜라학파와 그로티우스의 소유권 
개념에 기반한 재화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원상회복법 모델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
하여는 R. Feenstra, (1999), 197ff. 참조. Nil Jansen (2003), 134ff.는 만기 스콜라학파의 경
우 소유권(dominium)이라는 새로운 개념틀로 원상회복이론의 설명을 시도하는데, 즉 부
당이득 반환책임의 근거를 ‘물건의 수령을 이유로 한(ratione rei acceptae)’ 타인의 귀속
된 재화의 상실과 이로 인한 이득으로 본다. 따라서 물권적 반환청구권(vindicatio)과 채
권적 청구권 간에는 그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될 필요는 없는데, 원상회복에서 결정적
인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법익이 속하는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566) Swann (200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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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유체물이 아닌 경우(노무, 사용이익)에까지 확장시킨다. 그리고 점유자

가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할 권리를 주장해야 하듯이, 수익자는 손실자를 상대

로 자신의 이득의 법률상 기초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물반환청구와 마

찬가지로 이 경우 제3자와의 채권관계는 손실자를 상대로 이득의 법률상 기초

로 원용할 수 없게 된다.567) 

  DCFR이 취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전통적 방식의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 회원국에 속한 성원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무리한 혁신, 

“innovative bridge too far”), 성안자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유용

한 나침반”이 되었다고 자평한다.568)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후에는 물권법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채 부당이득법을 성안해야 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

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부당이득법의 독자성이 더 선명하게 자각되었고 그로 

인해 특색있는 입법이 가능하였다고 한다.569)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원물반환에 있어서 민법에서는 소유물반환청구로 

규율되는 영역까지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처리되는 것이 확인된다. 급부부당

이득의 경우 물권행위 유인성으로 인해 소유권이 자동복귀하게 되는데, 2자관

계 사안에서는 소유물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경합하게 되므로 이러한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3자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된다. 

가령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로서 임의이행이 아님을 이유로 하는 직접청구

권(2:102, 2:103)의 경우 민법에서라면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원인관계를 

해소시킨 후에 비로소 물권의 복귀로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한 2단계를 취하

고 있다면, DCFR은 그러한 원인관계 해소 없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제3자 사기·강박 사안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567) 해설서, VII.-2:101, p. 3891: “Entitlement as against third party insufficient”. 이 경우 선
의 유상수익자는 선의취득과 같은 법규정에 의한 이득의 권원부여, 6:102의 선의 유상
취득자의 항변을 통하여, 단순히 선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6:101의 이득소멸 항변, 이득
이 노무나 사용이익과 같이 성질상 가액반환만 가능한 경우에는 5:102를 통한 책임제한 
등을 통해 보호된다. 

568) Swann (2005), 274.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영국의 원상회복법(law of restitution)과 더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569) Swann (2005), 269. 물론 이러한 선택이 과격하고 혁신적이며 실행불가능(unworkable) 
한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자인한다. 



- 173 -

제2장 민법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DCFR의 체계 및 접근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DCFR에서 기존의 입법례와 차별화하여 규율하거나 특색있게 규

율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선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민법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노무부당이득, 선의 수익자 보호, 불법원인급여, 쌍

무계약 청산,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가 있는데, 모두 DCFR의 특색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1. 노무 부당이득

  가. DCFR에 대한 평가

  전술하였듯이 DCFR은 항목별 이득개념을 택하면서 노무(service or work, 양

자의 통칭)도 이득과 손실의 항목에 포함시켰고(3:101(1)(b), 3:102(1)(b)), 손실

해당의 예에서도 언급하고 있다(4:101(b): 용역제공, 일의 완성). 역사적으로 부

당이득법은 확정금(certa pecunia) 또는 확정물(certa res)이 원인 없이 공여된 사

안에서의 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노무 부당이득 사안은 부당이

득법의 중심 사안은 아니었다.570) 부당이득법상 노무제공은 그 자체가 수익자

에게 ‘이득’인지의 문제도 있거니와 한 번 제공되면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이득이 유체물 또는 권리의 경우와는 달리 가

액반환만이 문제되는데, 이때 가액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노무도 시장에

서 거래되는 객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이를 유체의 재산이나 권

570) 로마법에서도 노무부당이득 사안이 다루어지기는 하지만(Ulp. D.12.6.26.12) 역사적으
로 노무부당이득 사안은 사무관리법에 의존하여 해결되어 왔는데, 이를 부당이득법상 
정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사비니의 공적이다. 사비니는 “우리의 재산으로부터 원인없
는 이득”이라는 공통정식을 통해 일정한 금전가치가 있는 노무도 이득의 대상으로 보았
는데, 이는 종래 소유권 이전(datio)에 기반한 condictio 적용영역이, 금전가치를 환산되는 
다른 재산(사비니 스스로 ‘노무’를 예로 들고 있음)의 경우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지게 된다(System V (1841), 5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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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마찬가지로 이득의 관점에서 포착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DCFR에서 명시적으로 노무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반환범위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무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산정에 있어 DCFR의 규율방식의 특징은 노무가 

계약을 통하여 제공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후자는 그것이 수익자의 동의하에 제공된 경우(수

익자가 악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강요된 이득 또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로 구분된다. 

  (1) 노무제공계약 청산에서의 가액산정 

  노무는 이전불가능한 이득이라는 점에서 5:102에 의해 반환범위가 산정된다. 

우선 노무가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동조 (3)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의 계

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물론 이는 보수결정에는 영향

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조 (4)에서는 객관적 가치를 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우선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보수액이 기본

반환범위가 될 것이고, 보수 합의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자가 제공된 노무의 객관적 가치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이로써 노무가 계약관

계에서 제공되는 경우 가액산정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노무계약이 공서양속 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대표

적으로 성매매,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서 무자격자와의 계약,571) 불법고

용572)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의 경우 공서양속 또는 강행법규 위반

과 관련하여 6:103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으로 무효이지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득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무자

격 또는 위법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수보다는 낮게 산정될 것이다.573)

571) 해설서, VII.-5:103, 4129, 사례 2. 
572) 해설서, VII.-6:103, 4167, 사례 1. 
573) 무허가업자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상 하자도 감안되어야 하고(해설서, VII.-5:103, 4129, 

사례 2), 취업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 관련하여서는 해당 고용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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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계약관계에서 노무제공된 경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가액산정에 있어 어려

움이 있다. 여기서는 해당 노무가 수익자의 동의하에 제공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수익자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라면 5:102(1)이 적용되어 금전가치(monetary 

value)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가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거래

되었을 금액을 의미하는데(5:103(1)), 대개는 해당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때 노무의 객관적 가치의 산정은 노무에 대한 

보수 부분(인건비 항목)과 아울러 재료비, 수수료 등의 항목도 모두 포함한 총

액(composite price)으로 산정되는데(5:103(1) 제2문), 노무 가액 산정에 있어서

는 총액만이 문제가 되고 세부 내역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574) 

  그러나 수익자의 동의도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객관적 가치반환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법이 계약의 체결을 강제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DCFR은 이른바 강요된 이득으로 예외적으로 주관적 

가치개념을 통한 해결을 한다. 그 경우 5:102(2)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득이 된 

것, 즉 비용절감액의 반환의무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손실자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DCFR은 스스

로 위험을 부담한 자의 경우 이득이 정당하다고 보아 반환청구를 배제한다

(2:101(4)). 즉, 일방이 일정한 목적이나 기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득을 부

여한 경우 이득이 부당해지기 위해서는 2:101(4)에 의하면 (a) 목적이 도달되지 

않거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것, (b) 수익자가 그러한 목적이나 기대를 알았

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할 것, (c) 수익자가 그러한 목적이 부도

달되거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이득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

였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것이 요구된다. 가령 어떤 자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세차를 하고 나서 세차비를 청구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는 인정

되지 않고, 따라서 ‘세차’라는 노무제공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문제될 것이다. 

위법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한다(해설서, VII.-6:103, 4167, 사례 1과 4168). 
574) 해설서, VII.-5:103, 4129. 가령 건축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노임과 자재비 등

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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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과 관련하여 DCFR은 차주가 세차가 끝난 뒤에 왔든지 세차 도중에 

왔으나 세차업자가 세차하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든지 간

에 이는 세차업자가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을 무릅쓰고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이므로 수익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득이 손실자의 

투기성 사업(speculative enterprise)으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자에게 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된다.575) 비교

법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상속인 수색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논거로 반환청

구를 배제한다.576) 

  정리하면 DCFR은 비계약관계에서의 노무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손실자가 착

오로 노무제공한 경우에만 반환청구를 인정한다.577) 손실자가 보수를 받을 ‘목

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익

자측에 일정한 양해가 없다면 이득이 정당화되어 반환청구는 배제된다. 한편 

손실자가 착오로 노무제공하였더라도 수익자에게 강요된 이득인 경우에는 수

익자에게 이득이 된 한도만큼만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이러한 DCFR의 태도는 악의적 개입(officious intermeddling)으로부터 소유자

를 보호하는 영국법의 기본 입장과 유사하다.578) 영국법상 노무의 경우 비용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요청되었어야(requested)만 한다. 다

575) 해설서, VII.-2:101, 3907. 
576) 해설서, VII.-3:102, 3907f., 사례 45. 다만 계약교섭이 신의칙에 반하여 파기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한다(II.-3:301(3)).
577)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수익자
선의 악의

손실자

선의
실제로 받은 이득액만 반환

(5:102(2))

원칙적으로 금전가치반환

단, 강요된 이득이면

 실제로 받은 이득액만 

반환(5:102(2))

악의

스스로 위험 감수

→ 반환청구 불인정

(2:101(4) 요건 불충족)

스스로 위험 감수

→ 반환청구 불인정

(2:101(4) 요건 불충족)

578) 영국법상 잘 알려진 법언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신발을 닦았다고 할 때, 상대방은 
그 신발을 신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Taylor v. Laird [1856] 25 LJ Ex 
329, 332 (Pollock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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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용상환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 예로 반박불가능한 이득(incontrovertible benefit)과 임의

수락(free acceptance)이 논의된다. 우선 반박불가능한 이득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익자에게 이득이 된 경우(이른바 ‘No Reasonable Man’ 기준)로 그 예로 

Birks는 필요비의 선지출(anticipation of necessary expenditure)와 금전으로의 환가

(realisation in money)를 언급한다. 이를 통해 이득의 주관화를 제한하고자 한다. 

임의수락(free acceptance)이란 이득이 무상제공이 아니라는 것을 수령자가 알고 

이를 거절할 기회가 있었으나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579) 이에 따

르면 앞서 자동차 소유자 몰래 세차한 사안에서 자동차 주인이 세차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임의수락’으로 되어 이득이 인정되게 된다.58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CFR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수익자가 노무제공자의 목적

을 알았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득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득은 정당화되고, 반환청구는 배제된다.

  나. 민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41조에서는 “재산” 뿐만 아니라 “노

무”도 이익의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746조에서는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종래에 노무의 경우에는 비용절감에 의한 소극적인 재산증대로 파악되

었으나 민법은 노무를 이득의 객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적극적인 재산증대

로 파악하고 있다.581) 이는 경제적 가치 있는 이득의 객체를 모두 이득의 대

579) Birks (1989), 117-124; 265ff. 참조.
580) 긍정설로 Birks (1985, revised 1989), 265; Goff & Jones (2011), para. 17-01ff.; 반대설로

는 Burrows (2002), 402ff.
581) 이 점에 대한 지적은 김상용(2009), 508면. 이러한 차이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비용절감으로 보는 경우 비용절감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가 정해지지만, 적극적인 재산증대로 보는 경우에는 비용절감여부와는 무관하게 가
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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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는다는 근대 부당이득법 이론을 수용한 것으로,582) 재화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활발히 거래되는 현대 시장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타당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이득의 객체 관점에서 재산급여 부당이득과 노무제공 부당이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민법은 후자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즉 후자

의 경우 원물반환불능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는 점만

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제747조 제1항). 그러나 노무부당이득과 관련하여 

DCFR의 반환책임의 세분화는 참조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우선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일단은 노무의 가치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보수액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보수를 

정함에 있어 하자사유가 있는 경우라면(가령 노무제공자의 자격이나 경력 미

보유) 실제 제공된 노무의 가치에 따른 객관적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관계는 없지만 수익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제 제

공된 노무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의 없이 제공된 

노무의 경우라면 객관적 가치반환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법에 의한 강제적인 

가치교환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 경우에는 ‘강요된 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청구를 노린 악의의 노무제공

자를 얼마만큼 보호해줄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악의의 

비용지출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인정범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DCFR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득이 정당하다고 보아 단호하게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입

장이라면, 민법은 제203조에서 악의 비용지출자의 경우에도 필요비나 일정 한

도의 유익비는 상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의 입장으로 볼 수 있

다.583) 악의자의 노무제공이 물건에 대한 비용지출로서 나타난 경우 제203조

에 따라 필요비 내지 일정한도에서의 유익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순수

한 무형의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도 동조를 유추하여 일정 한도에서 상환청구

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82) 민법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 明治민법 제702조에서 유래한 것이고(박세민(2014. 9), 475
면), 그 단초는 전술하였듯이 사비니가 마련하였다. 

583) 비교법적으로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에 더 가까운 입법례인데, 독일민법의 경우 악의 점
유자의 경우 필요비 상환만 인정되고(제994조) 유익비 상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제9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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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의 수익자 보호

  가. DCFR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의 보호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손해배상법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보다 더 이득을 얻어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법

상 수익자가 이득반환을 하기 전보다 더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

만 이득의 부당성을 알고 있는 악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

이 없기 때문이다. DCFR은 선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

치를 마련하고 있다.584) 

  (i) 먼저 물권법상 선의취득 규정에 의한 보호가 있다(VIII.-3:101). 선의취득

이 인정되면 물권법상 권리귀속뿐만 아니라 채권법상 이득 보유의 정당성이 

발생한다(2:101(3)). 다만 DCFR은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VIII.-3:101(1)(c) 참조). 

  (ii)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인데 멸실·훼손, 나아가 처분 결과 이득에 갈음

하는 代償을 취득한 경우 선의 수익자는 代償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5:101(4) 

(a)).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의 수익자가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대금, 

이른바 거래에 기한 이득(lucrum ex negotiatione)의 경우에도 代償반환선택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선의 수익자가 이득의 객체를 임의로 (더 싸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선의의 수익자는 자신의 재량하에 있

는 이득의 객체를 반드시 객관적 가액을 대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저가로 나아가 무상으로도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585) 따라서 

선의 수익자가 저가 또는 헐값으로 처분한 경우 代償반환의 선택으로, 무상처분

을 하였다면 이득소멸의 항변(6:101)으로 임의처분에 대한 재량을 보호받는다. 

이로써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선의 수익자는 代償과 관련한 위험

584) 해설서, VII.-2:101, 3891f.
585) 다만 해설서에 따르면 계약관계 청산에서는 5:102(3)의 유추해석상 임의 처분의 자유

는 제한이 있다. 해설서, VII.-5:101,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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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악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代償반

환의 선택권은 손실자에게 있다(5:101(4)(b)). 물론 이 경우 代償이 원래 이득의 

가치보다 큰 경우 형평조항에 따라 代償가치의 분배의무가 있다. 

  (iii) 이득이 노무나 사용이익과 같은 이전불가능한 재산인 경우 선의 수익자는 

실제 이득한 것, 즉 비용절감액으로 기본책임이 정해진다(5:102(2)(b), 5:103(2)). 

이러한 주관적 가치절하(subjective devaluation)에 따른 반환책임 제한은 수익자

의 동의없이 제공된 강요된 이득에도 적용된다(5:102(2)(a)). 

  (iv) 아울러 과실이나 사용이익과 같은 부수적 이익조정에 있어서도 악의 수

익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지만(5:104(2)), 선의 수익자는 비용절감액만 반환하

면 된다(5:104(1)). 물론 급부이득에 관한 한, 동 조항은 물권변동 무인주의 하

에서만 적용되고, 유인주의하에서라면 과실이나 사용이익 자체가 3:101(1)상의 

재산증가 또는 타인재산 이용에 해당하여 반환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에는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될 것이다. 

  (v) 그리고 선의 수익자에게는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고 그 한도에서는 

반환책임이 감축된다(6:101). DCFR이 이득소멸로 규율하는 사안은 매우 넓다. 

무상처분은 물론이고 유상처분의 경우에도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경우, 이득

으로 인해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다른 수익기회의 포기 등도 이득소

멸에 해당한다. 특히 원물 자체에 대한 훼손·멸실의 경우 이득존속에 대한 신

뢰는 이득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다룰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는 부주의하게 다

룰 자유, 나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비뚤어지거나 욱하는 심성에서 또는 

기벽이나 倒錯的 행위에 기하여 함부로 다룰 자유까지도 보호받게 된다.586) 따

라서 선의 수익자의 경우 자기 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과실 나아가 고의에 의

한 파괴의 경우에도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된다.587) 

  (vi) 마지막으로 선의 유상취득자의 경우에는 항변을 통해 이득 전부에 대한 

반환책임이 배제된다(6:102). 동 조항은 선의취득 법리를 연장한 것으로 거래안

586) 해설서, VII.-6:101, 4145. 
587) 한편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합리적으

로 오신한 자의 행위로 반환목적물을 수령 당시와 동일하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는 반환책임을 면한다(III.-3:512(4)). 이 점에서 DCFR은 선의 수익자 내지 
수령자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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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호 및 수익자의 구체적 신뢰보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후

술하는 제4장 3. 참조). 반면 악의자는 간접이득 사례에서 손실자로부터 직접청

구를 당하게 된다. 

  나. 민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민법도 선의 수익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DCFR에서의 논의 순서에 대응하여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i) 우선 선의취득(제249조 등)이 인정되면 이득은 정당화된다. 선의취득을 통

해 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설에 의하면 무상의 선

의취득도 인정된다는 점에서588) 선의 수익자의 보호범위는 민법이 더 넓다. 

  (ii) 민법상 이득이 멸실·훼손되어 수익자가 이득에 갈음하는 代償(commodum 

ex re)을 취득한 경우 손실자에게는 代償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익자가 

이득을 처분하여 받은 대가(commodum ex negotiatione)에 관하여는 다수설은 

代償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득을 저가로 

처분한 경우 원물반환불능으로 보아(제747조 제1항) 가액반환책임만이 문제된

다.589) 이는 수익자가 이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처분을 한 것의 

성패를 손실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익자가 저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이득소멸의 항변도 원용할 수 없

다고 본다.590) 

  (iii) 이른바 강요된 이득의 경우 반환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학설상 주관적 이득개념을 통한 반환범위의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이때 부당이득법은 사무관리법의 보충규범으로서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제

736조를 유추하여 비용지출 개시한 때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상환

범위는 현실적으로 지출한 액을 한도로 부당이득 소송이 계속되는 시점에서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에 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제739조 제3항).591) 

588) 주석민법/김진우(2011), § 249, 808면 이하; 반대설 제철웅(1995), 134면 이하. 
589)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61면 이하.
590)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88면 이하; 김증한/김학동(2006), 758면. 
591)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37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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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원물반환에 있어서 과실이나 사용이익의 부수적 조정 문제에 대하여 제

20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선의 수익자는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취득할 수 있

다(동조 제1항). 다만 이 경우 선의 요건은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것으

로 일반적인 단순한 不知를 의미하는 선의 개념보다는 엄격하게 새기고 있다.

  (v) 민법도 선의 수익자의 경우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이득소

멸 항변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제748조 제1항). 수익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원물의 손상·파괴·멸실의 경우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통설

은 긍정하고 있다.592) 다만 최근에는 선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적 

결단에 의한 불이익을 손실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고의

로 파손한 경우, 나아가 저가로 이득을 매도한 경우에는 이득소멸 항변을 인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593)

  (vi) 마지막으로 선의 유상취득자의 항변과 관련해서 민법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사용이익의 경우 민법 제201조의 적용을 통해 선의자에

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역시 이 경우 선의 개념은 엄격하게 인정된

다), 기타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선의 제3자 보호조항을 통해 선의자의 권리취

득을 인정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선의취득에서와 마찬가지로 민법에서는 

유상취득자에 국한하지 않고 무상취득자의 경우에도 보호된다는 점이다(상세

는 IV. 3. 다.에서 후술). 

  비교하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민법은 선의 요건만을 요구하는 반면 DCFR

은 선의 ‘유상’취득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i) 무상의 선의취득 인정

여부와 (iv) 선의 유상취득 항변에 있어서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594) 다음

으로 (iv) 원물반환에 있어 부수적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민법은 선의자에게 과

실수취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DCFR은 비용절감액(무인주의) 또는 

현존이익(유인주의)으로 반환책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급부부당이

592) 곽윤직(2003), 374면. 
593)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8조, 586면, 588면. 아울러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

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제202조와의 조화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한다. 
594) 민법 제201조와 관련하여 선의의 유상점유자에 한정하지 않는 광범위한 점유자 우대

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창수·권영준(2015), 451면 이하. 독일민법의 경우 
유상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고, 무상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당이득법에 따라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동법 제9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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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있어서 부수적 이익조정이 제201조 이하가 아닌 제748조 이하가 적용된

다는 견해에 따르면595) DCFR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취한 과실이 현존하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다. (v) 선의 수익자에게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적이지만, (ii) 수익자가 저가로 이득을 처분한 경우 

代償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차이를 보인다. DCFR은 그 차액만큼은 이득소멸된 

것으로 보고 선의 수익자의 경우 代償반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민

법은 그 경우 이득소멸도 인정되지 않고 원물반환 불능으로 되어 가액반환만

이 문제된다. DCFR의 규정방식은 이득소멸 항변을 ‘처분’까지도 포함하여 넓

게 파악한 뒤 선의 수익자의 ‘처분’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

화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한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자의 판단에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한 불이익

을 손실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DCFR 해

설서에서도 진정한 대가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5:102(3)을 유추적용하여 상

대방에게 그 손실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596) 따라서 거래행위에 기한 

이득의 경우까지 수익자의 代償반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로 보

이고 민법과 같이 가액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론 마지막

으로 (iii) 노무 부당이득이나 비용지출에 있어 강요된 이득과 관련하여 DCFR

은 명문의 규정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 민법은 반환책임의 제한이 학설상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203조와 제739조 제3항의 유추를 통한 해결

이 요구되는데, 악의의 비용지출의 경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처리에 

있어서도 민법은 가액증가 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인정한다는 점

에서 DCFR과는 차이를 보인다. 

595) 대표적으로 민법주해[IV]/양창수(199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전론, 361면 이하.
596) 해설서, VII.-5:101,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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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원인급여

  가. DCFR에 대한 평가

  DCFR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는 조문을 수익자의 항변의 

하나로 6:103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근본원칙이

나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 경우 이득반환이 그 기저의 정책에 위배하는 한도에

서 반환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다. 우선 DCFR의 조문형식은 로마법 이래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규율방식, 즉 ‘원칙적 반환청구 인정, 양쪽 모두 불법원인이 

있으면 반환청구 불가’라는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효과면

에서도 이득반환을 인정함으로써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기저의 정책의 위배

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것도 진보적인 입법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DCFR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해당하는 근본원칙 위반은 물론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까지도 위법성 항변을 인정하는데, 강행규정 위반의 효

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법원에 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II.-7:302(2)). 그리고 그러한 효과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

들도 열거함으로써(II.-7:302(3))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하였다.

  나. 민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조문의 규정체계에 대한 비판, 나아가 

판례의 법운용과 관련하여 종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597) 우선 조문

의 규정방식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불법이 개재된 거래에 

있어서 일방에만 불법성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문언 그

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반환청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규정 체

계와 관련하여 민법과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일반부당이득의 특칙으로 규정하

597) 이에 관하여는 송덕수(1995), 425면. 불법원인급여의 적용 결과 반환청구를 거부함으
로써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익이 방치되는 상황이 불합리하고 오히려 정
의관념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폐
지론)도 주장되고 있다. 정상현(2002),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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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적용범위의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반환청구권을 규정해

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된다.598)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판례는 제746조 본문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이

다. 우선 “불법”의 의미를 강행법규위반은 제외한 공서양속으로 한정하고,599) “급

여”의 종국성을 요구하고 있으며600) 단서도 불법성비교론을 통해 반환청구 인

정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601) 

  그러나 판례의 법운용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는데, 우선 “불

법”의 의미와 관련하여 매우 불분명하며,602) 제746조 단서의 해석에 있어서 판

례가 채택한 불법성 비교설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사안해결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603)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어

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04) 대표적인 예로 대법원은 고율의 이자약정

598) 이용박(2003. 9), 270면 이하. 특히 불법원인급여와 소유물반환청구의 관계에서 전자에 
해당하면 후자도 배제된다는 무리한 법해석에 기반한 반사적 소유권 귀속론을 전개한 
판례(1979년 전원합의체 판결)를 비판하면서 불법원인급여를 조문형식을 바꾸어 독자적
인 반환청구의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99)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925 판결 이래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그 밖의 강행법
규 위반의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한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직업
안정법을 위반하여 직업알선업자에게 해외취업알선을 부탁하면서 그 보수로 지급한 금원
의 반환청구);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강제집행면탈 목적의 부동산 명의
신탁); 대법원 2001. 4. 1. 선고 2000다49343 판결(비자금 임치 사안);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부동산실명법에 위반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

600) 가령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급부의 종국성을 부정).

601) 이는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인 명의 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아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에서 도입된 이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사기도박의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 인정); 대
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포주가 화대를 보관하고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윤락녀가 화대를 교부한 경우 반환청구 허용. 이를 임의소비한 포주는 횡령죄 구성)등에 
적용되어왔다. 한편 2013년 확정된 법무부 민법개정안에서는 불법성 비교설이 반영되었
다(“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 “불법원인이 주로 수익자에게 있는 때”). 

602) 박병대(2003. 12), 76면은 판례가 대체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나 개별 사건에서 왜 불법성이 부정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용박(2003. 9), 272면 이하 참조. 

603) 정상현(2002. 8), 149면. 다만 대법원이 채택한 불법현저설은 사실상 일방만의 불법과 
큰 차이가 없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상당한 차이만 있으면 
된다는 불법상당설을 제시한다. 

604) 불법성비교설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설로는 송덕수(1995), 444면 이하 참조. 한편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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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이자 중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던 종래에는 임의로 지급한 초

과이자의 반환은 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605)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아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였다.606) 그러나 누구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냐를 따짐에 있어

서 보기에 따라서는 차주에게도 불법성이 인정되어 대주만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607) 실제 동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양쪽 동등불법이므로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민법 제746조가 취하고 있는 규정방식과 동조를 둘러싼 비판들을 감안해 볼 

때 위법성 항변에 관한 DCFR의 입법례는 매우 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민법상 공서양속에 해당하는 

‘근본원칙’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까지도 위법성 항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판례의 불법성 비교론과 함께 규범목적론과 불법실행중단론이라
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견해로 박병대(2003. 12), 76면, 87면 이하 참조. 불법원
인급여제도의 입법목적을 일반예방사고에 기초하여 이해하면서 불법성비교론을 대체하
는 기준으로 비례원칙 심사를 제안하는 견해로 최봉경(2006. 9), 203면 이하 참조. 

605) 대법원 1961. 7. 20. 4293민상61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등.

606)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는 대체적으
로 결론에는 지지하면서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보아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양창수,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자약정에서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법률신문, 제3536호, 10면(= 민법연구, 제9권, 269면 이하); 윤진수
(2014. 9), 150면. 김재형(2011), 309면도 일반적으로 차주에게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
은 매우 예외적일 뿐더러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고율의 이자약정으로 인한 이익을 대주
에게 그대로 남겨둘 이유도 찾기 어렵고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차주를 응징하
더라도 고율의 이자약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한편 서
민석(2007), 182면은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약정이 공서양속 위반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
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대주와 차주의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서
양속 위반이 되고 그 경우에 동등불법인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반대의견을 
비판한다. 

607) 서민석(2007), 174면은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주와 차주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지(가령 차주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 아니면 대
주와 차주간의 경제력간의 차이로 인해 대주가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차주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 전자의 경우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후자만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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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이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 항변의 적용범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반

된 근본원칙이나 규정의 기저의 정책을 고려하여608) 그 한도에서(“to the extent 

that”) 그 효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

다.609) 이러한 차이는 강행법규 위반 사안에서도 그 기저의 정책을 고려한 탄

력 있는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4. 쌍무(유상)계약 청산의 문제

  DCFR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기초’ 개념을 매개로 하여 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 부당이득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비채변제와 같이 비계

약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득이 부여된 경우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

나 그것이 일정한 무효·취소사유로 인해 받은 이익을 원상회복시키는 경우가 

모두 부당이득법의 규율범위 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일방에 의한 이득부여

의 경우와는 달리 계약 청산의 경우, 특히 쌍무(유상)계약610) 청산의 경우에는 

608)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 및 불법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원인행위의 
억제라는 목적론적·정책적 고려”를 강조하는 견해로는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6조, 
448면 이하, 476면; 윤진수(2014. 9), 148면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금지는 생산적 효율의 
관점에서 불법한 행위의 억지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해 법규범의 목적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609) 위의 2004다50426 판결의 사안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은 고율의 이자약정 
전체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당시에는 이자제한법이 폐지(1998. 1. 13.자 
폐지)되어서 이 사건 소비대차 이후에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한이율(=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66%)이 일응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를 초과한 이율의 이자약정 부분만 무효로 되었다. 적정이율 판단과 관련해서 서민석
(2007), 175면 이하는 자본시장의 상황과 위험분배관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나아가 대주와 차주의 직업, 경제력, 차주의 차용목적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요망된다
고 본다. 한편 이 판결 이후 이자제한법은 2007. 3. 29.자로 다시 제정되어 같은 해 6. 
30.부터는 시행되고 있는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
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2조 제4항) 위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율하게 되었다. 

610) 종래 대륙법에서 이 문제는 원상회복의무의 쌍무적 견련성 유지에 초점을 두고 “쌍무
계약”의 특수성의 문제로 다루어졌으나, DCFR에서는 반환의무의 쌍무성보다는 청산되
어야 할 계약이 유상계약인지에 초점을 두는데, 이득법의 관점에서 보면 후자가 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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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받은 이득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라는 점, 

그러한 이유에서 청산과정에서 양 반환의무 간에도 견련성 유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수한 문제가 있다. 

  DCFR은 쌍무계약 청산의 문제를 염두에 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이득이 노무나 사용이익과 같이 이전 불가능한 경우 반환책임과 관련하여 객

관적 금전가치가 아닌 당사자 간의 유효한 가격합의로 정한다(5:102(3): 중간책

임). 이 조문은 쌍무계약 청산의 경우 이득소멸의 항변을 제한하기 위해 준용

되고 있으며(6:101(2)(c)),611) 해설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5:102(3)을 유추하여 

유상계약의 경우 선의 수익자의 代償반환선택권(5:101(4))을 제한하고 있다.612) 

그 근거로는 당사자 간에 유효한 대가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즉, 가격결정

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 한도에서는 수익자의 지급용의(preparedness to 

pay)가 있었고, 그 한도에서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613)  

  이러한 DCFR의 태도는 이득의 정당화사유로서 손실자의 동의를 일반화시

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손실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득이 정당화되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쌍무(유상)계약에 있어 이득에 대한 

대가가 당사자 간의 유효한 합의로 정해졌다면 수익자(예컨대 매수인)는 자신

이 자발적으로 거래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가(매매대금)만큼은 상대방에게 지

급할 용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도 자신의 반

환의무(매매목적물의 원물반환의무)가 물건이 멸실·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감축

된다고 항변(이득소멸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614) 즉 유효한 대가합의를 물

건 수익자의 손실(= 급부)에 대한 임의 동의로 구성하여, 이것이 존재하면 물

건의 이득소멸(이것도 ‘손실’에 해당한다)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 

당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종래의 용어법을 살리되 유상계약이 문제되고 있음
도 나타내기 위해 “쌍무(유상)계약”으로 표기한다.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그 범주가 다
르지만 양자는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예외로 민법상 현상광고 정도만이 있는데, 다
수설은 현상광고를 유상편무계약으로 본다) 이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11) 6:102(2)(c)의 조문상의 표현이 쌍무계약상 이득소멸 항변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제1부에서 전술하였다.

612) 해설서, VII.-5:101, 4109. 
613) 해설서, VII.-5:101, 4109; VII.-5:102, 4122; VII.-6:101, 4155. 
614) 해설서, VII.-6:101,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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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쌍무계약 청산의 경우에는 원물반환불능시 이득소멸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대가합의가 유효한 경우 선의 수익자의 代償반환선택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

가지 맥락이다. 이는 수익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처

분을 한 경우 그 손실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수익자가 

그 손실을 반환청구자인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

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 경우 수익자는 후속적 재산 거래에 관하여 처음 수

익자와 합의된 대금의 한도까지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615) 

   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의 청산에 적용되는 특칙이라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DCFR의 규율태도는 쌍

무계약의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이득소멸의 항변을 명

문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쌍무계약 청산의 경우 양 반환

의무 간의 쌍무적 견련성 유지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찍이 판례가 잔고설

을 도입한 이래, 학설에서도 사실적 쌍무관계설, 재산적 결단론, 해제법과의 평

행 등을 통해서 이득소멸 항변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616) 이 중에서 손실

자의 지급의사를 강조하는 DCFR의 태도는 플루메의 재산적 결단론과 상통하

는 면이 있어 보인다.617) 

  DCFR에서는 계약의 효력여부와는 무관하게 손실자의 지급의사가 ‘가격결정

에 대한 진정한 합의’를 통해 나타났다고 보고, 결국 그러한 진정한 합의가 존

재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해설서에서는 합의내용에는 관련이 

없는 일정한 기술적 이유로만(only for some technical reason) 계약이 무효가 된 

615) 해설서, VII.-5:101, 4109.
616) MünchKomm/Schwab (2013), § 818, Rn. 211ff.; 독일 학설 개관으로는 최수정(2003), 

315면 이하 참조. 
617) Flume, “Der Wegfall der Bereicherung in der Entwicklung vom römischen zum geltenden 

Recht”, FS f. Niedermeyer zum 70. Geburtstag (1953), 103ff., 163f., 172ff. [= Studien zur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27ff., 80f., 88f.]에서 주장되었고, “Der 
Wegfall der Bereichrung”, AcP 194 (1994) 427ff., 439ff. [= Studien, 115ff., 126ff.]에서는 
그 이후의 논의를 반영하여 재차 주장되었다. 플루메의 부당이득론에 대한 소개로는 
Wolfgang Ernst, “Einleitung: Werner Flumes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Werner Flume Studien zur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2003), 1ff.; 박세
민(2007), 2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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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하고 있다.618)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이 좁게 볼 것은 아니고, 사안

별 검토가 필요하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효과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율이 

적용되는 제103조와 명문으로 현존이익반환을 인정하는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

소의 경우(제141조 단서)를 제외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비진의 의

사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이 

문제될 것인데, 명백하게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이 문제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를 제외하면 나머지 의사표시 하자사유들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될 수 있다. 가령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통정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은닉행위상 나타난 가격합의가 기준이 될 것이고, 착오나 사기는 대

체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가격결정에 대한 

합의는 유효함에도 의사표시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상정가능하다(가령 상대방 

동일성의 착오, 가격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사기 또는 강박, 즉 매도의사가 전

혀 없는데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제값을 주고 매수한 경우).619) 

  5. 입증책임 분배 

  DCFR에서의 단일모델의 채택은 입증책임 분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특히 이득의 부당성을 누가 입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다른 한편 DCFR은 제6장에서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측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

야 할 것이다. 

  가. 이득의 부당성의 입증문제 

  (1) DCFR

  DCFR은 이득의 부당성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로 달리 규정하고 

618) 해설서, VII.-5:102, 4122.
619) 물론 착오나 사기·강박의 경우 인과관계 요건도 문제된다. 착오나 사기가 없었더라도 

그와 같은 반대급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라면 취소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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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DCFR 2:101(1)은 “unjustified unless: (a) or (b)”, 즉 “다음 각호 단서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문 구조에 

따르면 이득의 부당성이 전제되고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단서상의 이득 정당화 

사유, 즉 (a) 이득의 법률상 기초가 있거나 아니면 (b) 손실자의 손실에 대한 

착오 없는 임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그 경우 반환청구자인 원

고는 법률상 기초로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이 무효·

취소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거

나, 동의의 ‘임의성’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착오가 있다거나 아니면 2:103에 규

정된 사유로 인해 임의성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유효한 

법률상 기초 또는 임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입증하지 못

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3자관계 사안을 염두에 둔 2:102은 “justified if: (a) or (b)”의 조문 구조

를 취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환의무자가 이득정당화 사유로서 (a) 

손실자가 실제 또는 외견상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였다거나 (b) 이득이 단지 채

무이행의 부수적 결과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자인 원고는 

2:103 (2)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여 임의 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목적 부도달 사안에 관한 2:101(4)에서는 “unjustified if: (a), (b) 

and (c)” 즉 “(a), (b), (c)한 경우에 이득은 부당하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이득의 부당화 사유로 (a) + (b) + (c)를 입증해

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DCFR에서는 이득의 부당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반환의무자가 이득

의 정당화사유를 입증해야만 한다. 다만 예외로서 목적 부도달 사안에서는 반

환청구자에게 이득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2) 민법과의 비교

  민법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도 통일설과 유형설 간의 견해대립이 존재

한다. 통일설에서는 제741조의 조문구조에 충실하게 반환청구자가 이득,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흠결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620)고 보는 반면 유형설

620) 오석락(1980), 242면; 황형모(1985), 25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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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안유형별로 요건을 달리 새기는 해석방법을 통해 입증책임을 분배하

고 있다. 즉 급부이득의 경우에는 청구자는 ‘급부’와 ‘법률상 원인 없음’만 입증

하면 되고, 침해이득의 경우에는 청구자가 ‘자신에게 배타적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가 있음’과 ‘상대방이 이를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상대방은 ‘이득 보유

의 권리 있음’ 즉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621) 

  DCFR과 민법을 비교하면,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한 민법에서는 통일설과 유

형설 모두 반환청구자가 이득의 부당성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DCFR에서는 이 경우에도 반환의무자가 이득정당화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DCFR은 유형설과 마찬가지로 이득의 정당화

사유를 반환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유형설에서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입증

책임이 민법상 제213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데,622) 이러한 

공통점은 DCFR이 소유물반환청구 유추에 의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DCFR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사안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이득의 정

당화 사유(법률상 기초)를 반환의무자에게 입증하도록 한 점인데 이는 민법상 

통일설과도 다르고 또한 유형설과도 다르다. 관건은 이득의 정당성/부당성에 

대한 추정 여부인데, 유형설에서는 급부이득의 경우에는 급부자가 스스로 이

득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득의 정당성이 추정되지만,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에는 그러한 정당성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구별은 기본적으로 사

태적합적으로 판단되며 타당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방적인 이득부여가 문제

되는 목적 부도달 사안에서 손실자에게 이득의 정당화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DCFR의 규정(2:101(4))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득의 부당성을 추정하는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DCFR에서의 입

증책임은 결과적으로는 유형설과 같아진다. 우선 일방의 급부가 문제되는 사

안(비채변제)에서 DCFR에서는 수익자가 손실자의 임의의 착오없는 동의를 입

증해야 하는데, 이로써 결국 수익자는 손실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민법상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하여 제742조에서 변제자의 악의를 수익자가 입

621)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174면, 245면 이하. 
622)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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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다음으로 급부가 계약관계상 이루어진 경우라

면 이득의 정당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득의 법률상 기초로서 계약의 효력여

부가 관건이 되는데, 이는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반환청구자가 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에도 역시 법률상 원인없음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침해사안의 

경우 수익자가 이득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결국 급부

사안이든, 침해사안이든 입증책임 분배에 있어서 DCFR은 유형설과 다르지 않

다는 결론으로 된다. 

  나. 반환청구 저지사유(항변)의 입증문제

  DCFR은 제6장에서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입증

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항변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반환

의무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득소멸(6:101), 선의의 유상취득

(6:102), 위법성(6:103)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이 중에서 이

득소멸과 관련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제일 첨예한데, 이에 관하여는 제1부의 해

당조문에서 전술하였다(제1부 제6장 2. 가. (3)). 

  민법의 경우 제741조에 이어 제742조, 제744조 내지 제746조까지 반환청구 

저지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반환청구를 저지

하는 측, 즉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된다. 그에 따르면 비채변제지만 변

제자의 악의(제742조), 비채변제지만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사실(제744조), 비

채변제(타인의 채무의 변제)지만 변제수령한 채권자가 선의이며 불이익한 상태

변경이 있다는 사실(제745조), 불법원인이라는 사실(제746조)을 반환의무자인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제외하면 DCFR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타인의 채무의 변제의 경우 DCFR에서는 이득소멸 항변

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DCFR은 민법 제746조 단서

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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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는 부당이득 사안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CFR은 원칙적으로 이득의 부당성을 추정하면서 수익자에게 이득의 

정당화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이지만 사안유형별로 보았을 때 결과적으

로 민법상 유형설의 경우와 입증책임 분배가 같아짐이 확인된다. 

  한편 DCFR은 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항변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입증책임 배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령 소유권유보부 자재 부

합사안의 경우 판례는 도급인의 이득보유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존부의 판단을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로 해결하였는데(2009다15602), 그 입증책임이 문제된다. 

통일설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음을 반환청구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수익자인 

도급인이 선의취득하지 못하였음, 즉 악의 또는 과실있음을 청구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면 유형설에 의하면 이는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수익자가 자신에

게 법률상 원인있음, 즉 선의취득 요건상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선의는 추

정).623) DCFR은 이 문제를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수익

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선의의 의미는 5:101(5)에 의하면 무과실을 

포함한다).624) ‘선의’ 추정여부를 제외한다면 여기서도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

서 유형설과 일치하는 점이 확인된다. 

    

  6. 소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노무 부당이득의 경우 금전이나 물건이 이득의 대상인 경우와는 달리 

그 자체가 과연 수익자에게 ‘이득’인지의 문제와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성질상 가액반환만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민법은 

623) 이병준(2010), 129면 이하.
624) DCFR에서의 선의개념은 이득의 부당성에 대하여 몰랐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

대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5:101(5))에서 민법에서의 선의 요건보다 엄격하다. 이
는 DCFR이 선의 수익자에게 베푸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때 선의 요건을 엄격하게 
새기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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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에서 노무를 이득의 객체로 명시하였음에도 반환과 관련하여 제747조 

제1항에서 가액반환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무 부당이득에서의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DCFR은 당사

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 수익자의 동의하에 제공된 경우, 그 밖의 경

우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2) 부당이득법상 선의 수익자의 보호 문제는 중요한데, 선의 수익자 보호와 

관련하여 DCFR은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민법도 이에 상응하여 

선의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DCFR에서의 선의 수익자의 代
償반환선택 규정은 지나친 보호로 평가되지만, 강요된 이득에 관한 규정을 명

문으로 두고 있는 점은 참조할 가치가 있다. 한편 원물반환과 관련하여 DCFR

은 선의 유상취득자만을 보호하지만 민법에서는 선의 무상취득자까지도 보호

되는 차이가 있다. 

  (3)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6조는 규정형식이나 판례를 통한 실

제 운용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DCFR의 위법성 항

변은 규정방식이 간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의 도모에 유리하다. DCFR의 위법성 항변의 규정방

식도 향후 민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4) 쌍무(유상)계약의 청산과 관련하여 DCFR은 두 개의 특칙을 두고 있다. 

재산권 이용 또는 노무제공 계약의 청산에 있어 반환범위 결정에 관한 규정

(5:101(3))과 쌍무(유상)계약 청산 일반에 있어 이득소멸 항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6:101(c)). 쌍무계약청산을 일방적인 이득부여사안과 차별하여 

규율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게 평가되며 다만 규정방식상 쌍무계약 청

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법

의 경우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후자에 관하여 학설상 논의가 진행중

에 있는데, 급부부당이득 사안의 대부분이 쌍무계약 청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합리적인 입증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DCFR은 매우 세심하게 조문을 성

안하였다. 단일모델하에서 원칙적으로 이득의 부당성은 추정되고 따라서 수익

자가 이득의 정당화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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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익자는 항변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특히 이득소멸 

항변과 관련하여서 매우 세심한 입증책임 분배가 돋보인다. 

제3장 사안별 고찰

  이하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해결에 있어서 DCFR과 민법

의 접근법 및 해결법상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 다루어지는 사안

군은 DCFR 해설서에 나온 사례들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비교법적으로 부당이

득법상 다루어지는 전형적인 사안들에 해당한다.

   1. 3각관계 사안

  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이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계약상대방의 지시,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사안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안들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되

는 경우 ‘3각관계(Dreiecksverhältnis)상의 부당이득’으로 지칭되는데, 이때 ‘누구

를 상대로’ ‘무엇을’ 반환청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유형설은 급부개념을 동원한 해결법을 제시하는데, 급부관계가 존재하면 급

부관계 내에서 반환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형설은 지시 사안에

서 문제되었던 보상관계 흠결, 대가관계 흠결, 이중 흠결 사안에 있어서 종래 

‘재산이동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단축급부로 구성함

으로써 각 원인관계 내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타당한 결론 도출에 성

공하였다는 점에서 널리 지지를 받았으나, 한 번의 급부로 두 개의 급부가 동

시에 이루어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사안이나, 계약관계와 급부관계가 분리되는 

채권양도 사안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625)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면

서 카나리스는 급부개념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고,626) 급부개념 없이 3각관

625) 특히 BGHZ 82, 28, 30에서는 “모든 도식적 해결”을 거부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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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의 부당이득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밝혀낸 

3가지 기준은 (i) 계약 당사자 간의 대항사유(유치권, 상계적상, 시효 등) 유지, 

(ii) 계약 상대방과 제3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해 대항받는 사유(대표적으로 계

약의 무효 주장)로부터 보호, (iii) 적절한 도산 위험의 배분이었다.627) 이러한 

기준들은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법

의 기본원리”와 상통한다. 

  DCFR에서는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통해 사안해결을 시도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카나리스의 실질적 기준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

다 DCFR이 단일모델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해결 기준은 계

약관계는 계약당사자 간에 청산한다는 대원칙 하에 두 가지 예외로 첫째, 채무 

범위 밖에서 이행된 경우와 둘째, 채무이행에 임의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직

접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DCFR에 의하면  계약관계의 존부, 즉 비

록 무효·취소이기는 하나 당사자들이 성립을 의도한 계약관계가 있었는지가 사

안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628) 

  가. 지시 사안

 

  (1) DCFR

  (가)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통한 해결

  우선 지시사례에서 지시인을 B, 피지시인(내지 출연자)을 A, 수령자를 C라고 

할 때, 재산이동이 발생한 A와 C의 관계(출연관계)를 살펴보면, A의 출연은 A

626) 급부개념 비판에 대하여는 Larenz/Canaris (1994), § 70 VI 2 참조. 급부개념은 거의 마
음대로 조작 가능한 개념이고 오늘날 급부개념은 기껏해야 도그마틱적인 약호(Kürzel)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 Medicus/Petersen (2011), Rn. 686도 요약공식(Kurz-
formel)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627) Canaris (1973), 802ff.(= GS. Bd. 3, 719ff); Larenz/Canaris (1994), § 70 VI 1b 참조.
628) 독일에서 종래 3각관계는 급부개념을 중심으로 지시 사안을 모델로 논의가 시작되지

만, 계약법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는 DCFR은 해설서에서 3각관계 사안과 관련하여 제3
자를 위한 계약 사안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채권양도와 지시 사안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The same principle applies ....”)고 설명한다(해설서, VII.-2:102, 3967). 이하에서
는 종래 논의순서에 따라 지시 사안부터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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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의 관계(보상관계)에서 채무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2:102에 의해 C의 

이득은 정당화된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보상관계가 유효하면, A는 B를 상

대로 계약상 반대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관계가 하자있는 경우라도 역

시 C의 이득은 2:102에 의해 정당화되고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A가 입은 손실은 재산감소(3:102(1)(a) 전단)인데, 

B가 얻은 이득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대가관계가 유효한 경우라면 B가 얻은 

이익은 C에 대한 채무감소이고, 손실해당성은 4:101(e)의 채무해소로 볼 여지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A는 자신의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고 B의 C에 대한 (대가관계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거래연쇄 사안과의 평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A－B, B－C인 거래연쇄 사안에서 편의상 B의 지시로 A가 C에게 바

로 지급한 경우라면 B가 얻은 이득은 A가 C에게 이행한 재산증가에 해당할 

것이다. A는 B에게 변제할 의사로 C에게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시 사안에서도 A와 B 사이에서의 B의 이득은 A가 C에게 출연한 재산에 해당

하는 만큼의 재산증가로 보아야 한다.629) 다만 이 경우 B의 이득이 A의 손실

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즉 어떤 손실해당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해설서상 명

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연쇄 사안과의 유추를 통해 

4:101(a)에 의해서 손실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가 얻은 이득

은 A와의 관계에서 2:101상의 정당화요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해결

법은 DCFR이 택한 항목별 이득개념과 이득의 부당성을 2자 간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관계별로 이득항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B의 입

장에서 볼 때 C와의 관계에서는 채무감소가 이득이지만(C는 B에 대한 채권상

실의 재산감소가 손실), A와의 관계에서는 A로부터 채무이행을 받은 것이 이

득으로 되기 때문이다(B는 A에 대한 채권상실의 재산감소가 손실).630) 

629) 그 점에서 제3자변제 사안과는 구별된다. A는 타인채무변제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그
에 해당하는 변제지정도 없었다. 만약 제3자 변제라면 B가 얻은 이득은 채무감소이고 
양자의 귀속은 4:101(e)에 의하여 인정되게 된다. 

630) 물론 양자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A의 C에 대한 지시이행으로 B는 A에 대한 채권상실
(손실)과 C에 대한 채무감소(이득)을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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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대가관계가 하자있는 경우 역시 A와 C 사이에서 C의 이득은 

2:102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A는 B를 상대로 계약상 청구만을 할 수 있다. 이

때 C의 재산증가(3:101(1)(a) 전단)는 B의 A에 대한 채권상실이라는 재산감소

(3:102(1)(a) 전단)의 손실에 해당되고(4:103(1)) C의 이득은 B와의 관계에서 정

당화되지 않으므로 B는 C를 상대로 C가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하자가 있는 이른바 이중하자(Doppelmangel)631) 

사안에서도 A와 C사이에 C의 이득은 2:102에 의하여 정당화되므로 따라서 직

접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은 각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서 A는 B를 상대로, B는 C를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때 B가 얻은 이득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해설서에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앞서 보상관계 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B가 얻

은 이득을 A가 C에게 이행한 재산증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의 입장에서

는 대가관계의 하자는 B와의 부당이득관계에서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A가 의도한 것은 B에 대한 채무의 이행이었지 B의 C에 대한 채무

의 이행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까지 의도하였다면 제3자 변제에 해

당하게 되는데 A에게는 타인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또는 그러한 변제지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632) 그렇다면 역시 이 경우에도 A가 C에게 출연한 재산을 

B가 얻은 이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33) 

631) ‘Doppelmangel’은 테니스 경기에서 사용하던 용어(서브에 두 번 다 실패하여 1점을 잃
는 것, ‘double fault’)인데, 관련 사안이 독일민법 시행 직후 문제되었다. 어떤 자가 피고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원고로부터 씨감자를 사서 파종한 후 무자력이 되었는데, 나중
에 그가 정신이상이어서 행위무능력자로 밝혀져서 토지임대차와 씨감자 매매계약 모두 
무효로 된 사안에서 감자가 임대인인 원고의 토지에 부합해서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
게 직접청구하자 제국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RGZ 51, 80). 

632) 지시를 통한 단축급부사안과 제3자 변제 사안의 구별에 관하여는 지원림(2014), [4-70]. 
633) 한편 이 경우 A가 은행이라고 할 때 B가 받은 이득을 A의 금융서비스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경우 금융서비스로서 금전가치는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지적은 Wendehorst (2006), 253. 물론 Wendehorst는 
DCFR을 비판하면서 이중하자 사안에서 3:101(1)에 열거된 항목 중 B가 얻은 이득이 없
고, 굳이 있다면 금융서비스상의 수수료 정도인데 이것이 3:101에 나타난 이득의 
“naturalistic” 관념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으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지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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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DCFR은 급부개념을 동원하는 유형설의 결론과 

일치한다. 급부개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하자 사안의 경우에도 B가 얻은 이

득을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Kondiktion der Kondiktion)으로 보지 않고, 

A가 C에게 급부한 것 자체로 본다는 것인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DCFR의 

경우에도 항목별 이득개념과 2자관계상 부당성 판단, 그리고 거래연속 사안과

의 유추를 통해 동일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나)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한계 및 예외

  ① 채무범위 밖에서의 이행: 지시부존재, 지시철회·취소

  위와 같은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그것이 계약상 (실제 또는 외견상) 채무 범

위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채무범위를 넘어

서거나 지시가 부존재한 경우에는 수령자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이 경우는 2자간 착오이행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시부존재의 경우 직접청구의 인정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독일법의 경우 지시부존재 사안에서는 지시인이 귀속가능한 방식으로 권리외

관을 창출하지 않는 한 출연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634) 외

견상 지시인의 보호(시효의 문제, 상계나 유치의 항변을 받지 않을 가능성 등)

가 필요하고, 또 외견상 피지시인 주도로 행한 급부를 지시인의 급부로 귀속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이른바 귀속성 하자). 그 경우에는 수령인이 선의였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독일의 판례도 그러한 유효한 지시 없이 착

오로 지급 또는 이체된 은행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수령자의 선악불문 

인정한다.635) 

  한편 지시철회 또는 취소사안이 문제된다. 해설서에서는 지시가 철회되었으

나 피지시인이 이를 간과하고 이행한 사안을 지시부존재 사안과 같게 보아 직

B가 얻은 이익은 금융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634) Larenz/Canaris (1994), § 70 IV 2;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80f.; 

Medicus/Petersen (2011), Rn. 677에 따르면 이른바 “Wie gewonnen, so zerronnen(얻은 그
대로 사라진다. 쉽게 얻은 대로 쉽게 사라진다)”이 적용된다고 한다.

635)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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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청구를 인정하고 있다.636) 그러나 이 사안은 대가관계가 부존재한 사안이므

로 직접청구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 만약 이 경우 대가관계가 유효할 때 선

의 수령자를 보호해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해설서상에서 이러한 사안은 직

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637)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다수설은 지시철회 사안은 지시부존재와는 달리 재

산이동에 어쨌든 지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선의 지시수령인에 대한 보호필

요성으로 인해 지시인과 피지시인 간의 보상관계 흠결로 처리함으로써 지시수

령인은 외견상 피지시인의 직접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그 결과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지시수령인은 보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

시수령인은 지시인만을 상대하게 된다.638) 따라서 (외견상) 피지시인은 지시인

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지시인의 이득

한도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시인이 수령자를 상대로 가지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의 양도만을 구할 수 있게 된다(Kondiktion der Kondiktion). 판례는 수

령자의 선악 여부를 고려하여 악의인 경우에만 직접청구를 인정한다.639) 

  영국에서도 지시철회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1980년 Barclays Bank Ltd v. 

W. J. Simms Son and Cooke (Southern) Ltd.640) 판결에서는 건축회사의 법정재산

관리인이었던 은행 고객(Royal British Legion Housing Association Ltd)이 건축회

사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철회하였으나 은행이 착오로 지급한 사안이 문

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Goff J는 이른바 “인과적 착오” 접근법을 취하여 우선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은행의 직접청구를 인정하였다.641) 그러면서 만약 (a) 지

636) 해설서 VII.-4:103, 4075, 사례 11. 
637) 지시철회 사안에서 은행의 ‘착오’는 채무이행의 임의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2:103(2)) 은행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2:102(a)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Wendehorst (2008), 245. 

638)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109f. 여기서 지시철회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
상 외견상 지시인의 변제지정은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조항(제170조 이하)을 법유추한다(Larenz/Canaris (1994), § 70 IV 3). 다만 수표나 어음의 
철회의 경우에는 선악불문 수령자가 보호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Larenz/Canaris (1994), 
§ 70 IV 3 c); Reuter/Martinek (1983), 450). 

639) 이에 대하여는 Medicus/Petersen (2011), Rn. 676. 
640) [1980] 1 QB 677.
641) 이러한 접근법은 이후 판례법상 지지된다. Meier (2002), 50f. + n.28은 영국 판례가 취

하는 인과적 착오법리는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착오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문제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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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가 지급의도가 있거나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b) 지급이 유효한 

약인(good consideration), 즉 채무소멸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그리고 (c) 수령인이 선의로 상태변경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저지된다

고 하였다. 결국 변제효 여부가 지시철회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당해 사안에서는 변제효가 인정되지 않았고 직접청

구가 인정되었다.642) 

  이 문제는 부당이득법이 자동으로 해답을 줄 수 없고 결국 지시철회를 간과

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

되는데, 지시의 철회가능성 보장이 가지는 지시인에게 가지는 의미, 지시철회

는 보상관계에서 비롯한 사정일 뿐이고 선의 수령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는 점 등이 언급된다.643) 결국 지시 철회 또는 취소 사안에서 지시인의 귀책

사유 유무에 따라 지시부존재와 같이 보아 피지시인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

구로 해결할지 아니면 보상관계상의 하자로 보아 지시인과 수령자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할지는 선의 수령자에 대한 보호 문제로 귀착된다. 그리고 이 문

제는 피지시인의 이행이 대가관계상 변제효를 발생시키는지와 밀접하게 관련

이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후술할 제4장 3. 라. 참조). 

  DCFR이 지시철회 사안에서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의 수령자 

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시철회를 지시부

존재와 같이 취급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직접청구가 인정되지만, 대가관계

가 유효한 경우라면 선의 유상취득자의 항변을 통해 수령자가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644)

다고 비판하면서, 위 판결에서 취한 접근법은 다름 아닌 ‘법률상 원인 없음’ 접근법이라
고 평가한다. 

642) Meier (1999. 11), 574는 채무자 동의 없는 제3자변제의 경우 변제효가 없으므로 수령
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가 인정된다고 분석한다.  

643) Schlechtriem, Coen, Hornung (2001), 414. 
644) 이러한 결론에 대한 추측은 6:102의 성안과정으로부터도 지지된다. 2006년 수정안에

서는 6:102의 적용범위를 “2:103으로 인해 2:102상 이득이 정당화되지 않거나 4:101 이
외의 방식으로 이득이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Wendehorst 
(2006), 253에서 지시철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청구를 받는 제3자가 항변으
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6:102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 후에 최종본에서는 이러한 문구는 삭제되고 6:102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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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경우  

  DCFR은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채무이행에 임의성이 

없는 경우 직접청구를 인정한다. 임의성이 없는 사유로 2:103에서는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계약

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고 해설서는 설명하고 있다.645) 

  이와 같은 직접청구권은 비교법적으로 특이하다.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적용

되는 한 계약의 무효·취소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이다. 특히 제3자 사기·강박 사안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 아니어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10조 제2항),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유의미해진다. 다만 원물반환과 관련하

여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는 법제나 물권행위 무인성의 경우에도 하자가 채

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까지 하자가 미치는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통한 ‘직접’ 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같아진다. 이는 DCFR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유추하는 모델을 택한 점을 감안할 때 수긍될 수 있다. 이때 직

접청구를 당하는 선의 유상취득자 보호문제는 6:102로 해결된다. 

 

  (2) 민법

  (가) 판례의 해결법

  우리 판례에서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에서 지급지시 

사안에서의 부당이득이 문제되었다(분양대금 지급지시 사안). 이때 대법원은 

지시수령인에 대한 직접청구를 부정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청산이 이루어

지도록 판시하였다.646)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

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가 넓게 확장되었다. 
645) 해설서, VII.-2:102, 3966.
646) 위 판결에 대하여는 김대원(2004. 7), 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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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

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647) 만약 이 경우 

직접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

3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

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거래연속 사안과의 평

행을 고려하여 단축급부로 구성하면서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근거로 제시한다

는 점에서 DCFR과 동일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나) 직접청구 인정여부 검토

  ① 채무범위 밖에서의 이행: 지시부존재, 지시철회·취소

  지시 사안에서 유효한 지시가 있는 경우라면 직접청구가 부정되지만, 지시 

자체가 부존재하는 사안의 경우 우리 학설도 출연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

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수령인에 대한 출연이 지시인에 

대한 대가관계상의 급부로 귀속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648) 변제법리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급부에 대한 

수권 및 변제지정이 없으므로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에서의 변제효가 발생할 

수 없으며 만약 직접청구를 인정하게 된다면 지시인은 스스로 재산이동과 관

련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령자와의 대가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어들여지게 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649) 이 경우 수령자가 변제의 유효

성을 신뢰하고 대가관계상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등의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는 이득소멸 항변으로만 보호될 수 있다.650) 판례도 지시가 위조되어 무효인 사

647) 이에 대하여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05면은 “주로 독일에서 전개된 「삼각
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의 법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 

648) 김형배(2003), 298면 이하. 
649) 김형석(2006. 9), 310면 이하는 특히 과다이체나 착오이체의 경우 대개 외견상 수령자는 

악의라는 점에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제747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제철웅(2000. 3), 146면은 중간자의 무권대리인이 개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생략하
여 경료된 사안을 다룬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을 지시부존재 사안으로 
보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결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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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하여 수령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651)

  그러나 지시철회나 지시취소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된다. 지시를 민법상 분

석해보면 지시인과 피지시인 간의 위임계약을 전제로 위임계약상의 사무처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단독행위(제680조, 제681조)면서 동시에 보상관계상의 채무

를 변제하도록 하는 수권행위이고 아울러 지시인이 출연자를 使者로 사용하여 

수령자에게 행하는 변제목적 지정행위(제476조 제3항)인데, 이들은 모두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로 철회가 가능하고 아울러 하자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652) 

  학설에서는 지시철회나 취소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지시인의 행위가 관여되

었고, 특히 대가관계상 유효한 채권이 있는 수령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지시부존재로 다루기보다는 선의수령

자 보호를 위해 보상관계 흠결에 준하여 처리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653) 

우선 지시철회의 경우 출연자가 지시인의 변제지정을 전달하는 이상 수령자의 

관점에서는 단축급부 구성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대가관계상의 급부라는 점과 

우리 민법이 선의 유상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는 민법 제747조 제2항의 고려상 

직접청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시취소의 경우 개별취소 원인별

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착오나 사기·강박의 경우 실제로 취소되는 예는 매우 

드물 것이고, 실제로는 무능력자 취소만이 문제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착

오의 경우는 대체로 동기착오 또는 중과실이 문제될 것이고, 설령 취소되는 

경우에도 선의 제3자 보호조항으로 선의 수령자는 보호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지시취소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시에 포함된 변제지정은 피지시인이 

使者로서 변제목적지정을 전달한 이상 대리권 소멸후의 표견대리에 관한 제

650) 김형석(2006. 9), 316면. 그 경우 출연자는 그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자(통상은 지시인)에 대하여 구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전보해야 한다고 한다. 

651) 위조수표 발행사안: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약속어음 변조사안: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이에 대하여는 김형석(2006. 9), 312면, 313면 
이하 각 참조. 한편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에서는 소지인이 당좌수
표 또는 어음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자 발행인의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
음에도 지급은행이 사무착오로 지급한 경우 소지인을 상대로 하는 지급은행의 직접청
구를 인정하였는데, 제철웅(2012. 8), 49면은 이 사안을 지시부존재 사안으로 파악한다. 

652) 이에 대하여는 김형석(2006. 9), 317면.
653) 이는 김형석(2006. 9), 32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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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조의 유추로 역시 선의 수령자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기·강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데, 우선 

대개는 의사표시의 하자는 원인관계에만 존재하고 지시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며, 제3자 사기·강박의 경우라면 피지시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설령 취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역시 제3자 보호조항(제110

조 제3항)의 적용으로 선의 수령자는 보호받게 된다. 다만 행위무능력의 경우

에는 행위 무능력자 보호라는 상위가치상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시부존재로 

보아 직접청구가 인정될 것이라고 본다.654) 이와는 달리 지시취소 시점을 기

준으로 피지시인의 출연 전에 이미 취소가 된 경우라면 지시부존재로 처리해

서 직접청구가 인정되지만 이미 출연이 있은 후에 취소된 경우라면 지시인의 

귀책여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55) 후자의 견해는 지시의 취소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없이도 가능한 철회

와는 다르고, 취소의 효과는 어차피 소급적 무효라는 점에서(제141조 본문), 

지시에 따른 이행 시점이 취소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는 피지시인의 직접청구로부터 수령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데, 수령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수긍

하기 어렵다.  

  DCFR에서도 지시는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지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

정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시취소의 경우 민법에서와 마

찬가지로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지시를 취소하는 것은 그 요건을 충족하

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행위무능력의 경우(이는 DCFR의 규율범위 

밖에 있다)에만 예외적으로 지시취소가 인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지시부

존재와 같이 취급되어 피지시인의 직접청구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소개

654) 김형석(2006. 9), 317-320면. 그 결과 출연자는 지시인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구상을 해
야 하고 그 경우 지시인은 강요된 이득의 법리에 따른 보호(대가관계상 채무의 시효소
멸, 상계적상 등)가 가능하다고 본다(322면). 

655) 김형배(2003), 299면 이하. 이 경우 피지시인의 출연이 지시인과 수령자 사이의 대가
관계상 급부로 인정되거나(효과귀속), 지시인의 귀책여하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것이라
고 하면서, 효과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예로 제3자 사기 사안(피지시인이 선의여서 취소
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과 행위무능력 사안을 들고, 귀책성이 없는 사안으로 지시인의 
착오지시 사안을 들고 있는데, 후자의 예는 사안설명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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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설과 같은 결론으로 된다. 예외적으로 취소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법에서

는 선의 제3자 보호조항으로 수령자는 보호받게 된다. DCFR의 경우에는 아마

도 선의 유상취득항변(6:102)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결과적

으로 반환청구는 지시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②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경우

  DCFR은 임의의 채무이행이 아닌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로서 직접

청구를 인정한다. 반면 민법은 기본관계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불공정한 

착취 등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법에 의한 채권적 청

산은 어디까지나 계약관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DCFR에서와 같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54756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상 이행인수약정

을 포함하는 지급지시 사안에서 기본관계가 사기로 인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의 효과가 지급받은 지시수령인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656)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 문제를 지시수령인이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원심은 지시수령인이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접청구를 부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지급받은 지시수령인은 

지시인의 채권자에 불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제110조 제3

항이 말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기본관계의 취소는 이행인수 약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임에는 분명하

나(제137조) 지급지시의 효력에까지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이는 보상관계의 

흠결사안에 해당하므로 직접청구를 부정해야 한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657) 

대법원이 기본관계의 하자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면서 선의 

제3자 보호조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위의 견해는 기본관계의 

656) 사실관계 정리는 김형석(2006. 9), 284면 이하 참조. 
657) 김형석(2006. 9), 326면 이하 참조. 한편 동, 288면에서는 이행인수인의 채무변제의 경

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이행보조자로써 행한 것이고 따라서 지시수령인인 
채권자에 대한 독자적인 급부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채권에 기한 적법한 변제를 수령
하여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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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지시의 효력을 분리하여 고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58) 

  DCFR에 의할 때 위의 사안은 채무자의 임의이행성이 “사기”로 인해 배제되

므로 기본관계 취소의 효과에 대해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하는지와는 무관하게 

피지시인에게는 직접청구가 인정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때 제3자는 선의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보호된다. 기본관계의 하자로 인한 취소로써 직접청구권을 

발동시키면서 선의 제3자(DCFR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유상취득자만) 보호한

다는 점에서 판례와 접근법을 같이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지급지시에 따른 

변제법리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견해와는 접근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DCFR이 소유물반환청구의 유추모델을 택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 점에서 판례와 DCFR의 접근법이 일치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이는 만약 위 사안에서 이득이 물건이라고 해보면 

훨씬 명료해진다. 즉 B가 A로부터 물건을 매수하고 다시 C에게 전매한 경우, 

B가 A에게 매매목적물을 C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가 이

루어졌는데,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자. 민

법에 의하면 그 경우 물건의 소유권은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A에게 복귀하

고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과 아울러 점유자인 C를 상

대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도 인정된다. 다만 이때 C가 선

의자인 경우 C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110조 제3항에 따라 A

에게 대항가능하게 된다. 

658) 김형석(2006. 9), 318면에서는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조항(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이 지시수령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의의 제3자 
보호조항이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생한 권리외관을 믿은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지급받은 수령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아 보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수
령자가 선의여서 직접청구가 배제되는 경우 출연자는 지시인에 대한 구상이 문제되는
데(과실에 의한 지급이어서 계약상 구상은 불가능하므로 부당이득에 의한 구상만 가능), 
그 경우에는 강요된 이득의 법리를 통해 지시인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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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1) DCFR

  (가) 계약법의 기본원리 적용: 요약자 반환설

  DCFR은 2:102에 나타난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도 

적용한다. DCFR은 여기서의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그에 따

라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된 경우 제3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요약자를 상

대로 반환청구를 하도록 한다.659) 그 이유로 이행청구권만 가지는 제3자는 채

무의 당사자로 될 수 없는데, 즉 (i) 제3자의 이행청구권은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를 받는다는 점에서(II.-9:302) 완전한 의미의 채무 상

대방이 아니고, (ii)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제3자에게 이행청

구권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며, (iii)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면 요약자가 가지는 대항사유를 우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660) 

  

  (나)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해설서

상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지시 사안과 마찬가지로 채무이행의 범위를 넘

어서는 경우 또는 채무이행에 임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청구가 인정될 것

이다. 그리고 대가관계가 무상이라면 이때 제3자가 얻은 이득은, 수익자의 무

상처분으로 이득소멸 항변이 인정되어 낙약자가 상실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손실해당성이 인정되어 낙약자에게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인정된다

(4:103(2), 6:101(3)). 

659) DCFR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규정은 제2편 제9장 제3절 참조. 다만 해제의 경우 
DCFR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부당이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660) 해설서, VII.-2:102,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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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가) 기본관계 해제시 반환상대방 결정의 문제

  국내에서는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그 계약관

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

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661) 후속 판결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기본

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6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법적 성

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보는 통설·판례에 의하면 양자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위 판결을 지지하는 요약자 반환설과 이에 반대하는 제3자

반환설로 대립한다. 요약자 반환설의 논거로는 (i) 위 판결은 제3자 간의 부당이

득 관계가 적용되는 ‘단축된 급부’라는 법률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663) 

(ii)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은 제3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낙약자에게 제3자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쌍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사유나 담보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664) (iii) 

66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나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
론이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낙약자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66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
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 

663) 이에 대하여 배호근(2006), 315면 이하에서는 위 판결은 그보다 앞선 분양대금 지급지
시 사안(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단축된 급
부이론’ 또는 ‘제3자간 부당이득관계론’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
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한다. 

664) 윤진수(2014. 9),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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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보유한 이득은 유효한 대가관계상 채권에 기해 취득한 법률상 원인있는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다.665) 

  요약자 반환설의 논거를 검토해보면 우선 (i)에 해당하는 지시 사례와의 유

사성은 독일의 다수설에서도 동원되는 논거인데,666) 굳이 급부개념을 동원하

지 않더라도 위 판결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청산은 계약관

계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만으로도 반환관계의 상대방이 요약

자라는 것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진정한 논거가 되

지 못한다.667) (ii)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로부터 도출된 논거로 일견 타

당해 보이나 이행청구권의 부여와 부당이득청산의 문제가 논리필연적으로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논거로 볼 수 없다. 이 점은 반

대설인 제3자반환설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지위를 이행청구권의 부여와는 별

개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직접청구를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지위

로 보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iii)은 채권자로서 ‘자신의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suum recepit 항변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이득의 정당화 논

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고, 이를 역적용하면 이른바 이중하자의 경우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668) 이중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법의 기본원리

의 예외가 인정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역시 타당한 논거로 볼 수 없다(제4장 

3. 라. 참조).669)

  한편 요약자 반환설에 대한 제3자 반환설의 비판 논거는 다음과 같다.670) (i)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채권은 기본관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항

665) 박세민(2007. 2), 325면. 
666)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193. 
667) 급부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통설에 대하여 Canaris (1973), 828은 이

는 부당전제(petitio principii)이며, “이익법학에 의하여 타당하게 비판받는 개념법학적인 
“전도된 방법론(Inversionsmethode)”의 시대착오적인 일례”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668) 박세민(2007. 2) 325면. 따라서 대가관계상 채권의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면 제3자(수익
자)를 상대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669) 이중하자의 경우 오히려 직접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3자반환설의 논거에 
해당한다. 김병선(2012), 421면 이하는 suum recepit 논거를 제시하는 2005다7566 판결과 
이중흠결사안에서 직접청구를 부정(2010다31860)한 것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이것이야말
로 suum recepit 논거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670) 대표적으로 정태윤(2007), 691면 이하; 김병선(2012), 41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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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존속된다는 점(제542조)에서 기본관계 자체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671) (ii)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권리를 가

진 제3자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제도

에 정형적으로 내포되었으며,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로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편입된 제3자는 이로써 지위가 강화됨과 동시에 약화되는 위험

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672) (iii) 이른바 목적적 급부관계는 낙약

자와 요약자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낙약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인정된다고 보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점,673) (iv)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낙약자가 부담해야 할 요약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은 제3자가 본래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그대로 부담할 뿐이며 제3자에

게 직접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2조의 취지상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항변사유 등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 (v)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도 원상회복의

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674) (vi) 물권행위 유인주의를 취하는 민법에서는 급

부의 목적물이 유체물인 경우 낙약자는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내지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vii) 마지막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양도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채권양도에서 기

본계약 해제시 양수인 반환설을 취하는 판결(2000다22580)과의 모순된다는 점

을 들고 있다.

  생각건대 제3자반환설에서 제시하는 (i)과 (ii)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

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 제3자가 기본계약에서의 계약에 

671) 다만 이은영(2005), 205면은 제541조를 근거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요
약자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제3자의 동의 있는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보는데, 그러나 이 견해는 판례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의 경우 요약자 단독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 
낙약자가 기본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택될 수 없다. 

672) 홍성주(2012. 2), 657면 이하. 
673) 김병선(2012), 420면.
674) 정태윤(2007), 695면은 차라리 판례가 제3자의 지위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

자에 해당한다고 이론구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민법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접근방식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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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항변을 받는다는 것(제542조)만으로 계약청산의 당사자가 된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다. 제542조는 위 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

이 아직 제3자에게 이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자에게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675) 아울러 (ii)에서와 같이 제3자

가 반환청구를 받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내포되었다는 논거는 결론을 

선점한 논변이고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iii)은 급부개념에 기반한 해결책은 두 개의 급부가 존재하는 제3자를 위한 계

약에서는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급부개념을 적용한 

해결법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있겠으나,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계약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는 논거는 될 수 없

다. 그리고 (iv)에서와 같이 요약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어차피 제3자가 부담한

다는 식의 논거는 요약자와 제3자 간의 대가관계가 전제된 경우에만 타당한

데, 대가관계의 존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영향이 없

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676) 대가관계까지 고려하여 계약관계상의 위험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v)의 논거도 타당하지 않은데, 제548조 

제1항은 의사표시 무효·취소에 있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조항과 함께 해

제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이지 계약청산의 상대방을 정하는 것과는 무관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

법이 유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상회복의 객체가 물건인 경우 제548

조 제1항 단서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

다. (vi)의 비판논거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677)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계약관계 청산의 상대방이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

는 민법상 원상회복 수단으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675) 제철웅(2012. 8), 49면은 이익상황이 단축급부 상황과 유사하다면 제542조의 법문에 
구속되는 것은 “시대적합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67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677) 정태윤(2007), 692면. 특히 689면에서는 독일법상 무인주의와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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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는 별개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누구

인지를 정하는 국면에서는 원용될 수 있는 논거가 아니다. 일견 유인주의하에

서 물권법적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678) 계약관계 

청산이 문제되는 한, 반환 상대방 결정이 제3자 보호의 문제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채권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물권적 직접

적 효과설을 전제로 하는 제548조 제1항의 적용은 더욱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vii) 채권양도 사안에 대한 판결과 모순이 된다는 지적은 타당하나 

이러한 비판은 역으로 후술할 양수인 반환설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679) 

  정리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이행청구권을 가지지만 계약의 당

사자는 어디까지나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그러므로 요약자 반환설이 타당하다. 

이는 제541조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

리를 별경하거나 소멸시키지는 못하지만, 기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취소권

이나 해제권을 제3자가 아니라 요약자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고, 따라서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비록 제3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을 받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제

542조), 그렇다고 하여 반환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제3자가 대가관계상 요약자를 상대로 가지는 항변을 침해하고, 결국 낙

약자에게 자신이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한 요약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우회하는 

이익을 주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680) 

  (나)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DCFR에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범위 

678) 이러한 관점에서 김병선(2012), 427면에서 “관념적으로는 분명 물권적청구권과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이 구별된다”고 하면서도, 요약자반환설에서 이러한 결과를 “부당이득법적
으로” 설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본다.

679) 정태윤(2007), 667면에서 이러한 논거로 비판을 제기하는데, 그는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판례와 반대되는 양도인 반환설을 취한다.  

680) 그 외에도 김상중(2012. 6), 172면에서는 수익자의 급부 수령 전후를 구분하여, 급부 
수령 전이라면 단순히 이행청구권만을 갖던 지위에 불과하나 급부 수령 후에는 동시에 
자신이 요약자와의 원인관계에서 법률관계가 이행·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써 수익
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요
약자 반환설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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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의 이행이나 임의이행성이 배제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두 가지 경

우가 아닌 한 요약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역시 대가

관계가 무상이라면 이익전용소권의 예외로서 직접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4:103(2), 6:101(3)).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인 사안은 보험계약을 들 수 있는데, 보

험자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된 사례에서 판례는 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

고 있다. 사안들을 분석해보면 보험자가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면책사유

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거나681)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682)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 인수한 것으로 보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손해배

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683) 다른 한편으로 

DCFR에서와 같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로서 채무범위 밖에서의 이행사

례로 볼 수도 있다.684) 

  한편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대가관계가 무상인 경우 직접청구권은 제

822조에 근거하는데, 다만 그것이 1차적 청구권인지 아니면 보충적 청구권인

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한다.685) 우리 학설 중에서도 제3자를 위한 

68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68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
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

68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참고로 독일판례는 보험 사안의 경우 지시 
사안과는 달리 보험자의 자기 변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청구를 인정하고 있
다(BGHZ 113, 62, 68ff). 판례에 찬성하는 견해로 Staudinger/Lorenz (2007), § 812, Rn. 
44f, S. 134f. 반대하는 견해로 Larenz/Canaris (1994), § 70 V 3a, S. 243은 이러한 직접청
구권은 수령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항사유(가령 악의의 비채변제)를 차단시키고 보
험계약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부당하게 보험자에서 오상채권자로 이전시킨다고 한다. 그 
외에도 보험자가 책임요건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자신을 건너뛰고 보험수령자를 상대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한다. 

684) 제철웅(2012. 8), 50면에 의하면 “중간자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오신하여 중간자의 지
시 없이 직접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685) 제822조에 기한 청구권이 일차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로는 Staudinger/Lorenz (2007), Rn. 38, 
S. 123; 보충적 청구권이므로 요약자가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고 자력있는 경우에는 배
제된다는 견해로는 Larenz/Canaris (1994), § 70 V 2b, S.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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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이 제3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부양과 같은 급여(Versorgung)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제3자가 낙약자가 추구하는 급부

목적과 관련을 가진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청구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686) 후자는 채무범위 밖에서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DCFR과 같은 

입장이지만, 전자의 경우 대체로 대가관계가 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민법 제

747조 제2항이 독일법 제822조와 달리 무상요건 뿐만 아니라 악의요건까지 요

구한다는 점에서 제3자가 선의 무상전득자의 경우에 무상성만을 근거로 직접

청구를 근거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채권양도 사안 

  (1) DCFR

  

  (가) 계약법의 기본원리 적용: 양도인 반환설

  채권양도 사안에서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하자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관계와 급부관계의 분열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DCFR은 역시 전술한 지시 사안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계약관계 내에서 청산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687) 따라서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채권의 양수인이 아니

라 ‘계약상대방’인 양도인이다.688) 즉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관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하는데, 채권양수인은 채무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에게 

686) 김형배(2003), 332면. 후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독일의 부동산 중개료(Makler-Courtage) 
사안(BGHZ 58, 184)을 들고 있다. 

687) III.-5:118 
    (2) 기초가 된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양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3) 양도 후 제2편 제7장[하자있는 동의 또는 의사]에 따라 기초가 된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양도에 대
한 소급효).

688) 해설서, VII.-2:102, 3967. 독일도 양도인 반환설(Lieb, Canaris, Kupisch)이 다수설이다. 
양수인 반환설로는 Reuter/Martinek (1983), 489 참조. 독일의 학설 현황에 대한 소개로는 
정태윤(2007. 12), 2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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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689) 이 경우 양수인이 받은 이득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2:102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원래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무

효·취소되면 원래의 계약관계의 상대방인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

다.690) 다만 채권의 양수인이 아니라 계약관계상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부담하는 계약인수인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교체가 있으므로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인정한다.691) 결국 DCFR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이다.692) 한편 양도인 반환설의 난점인 반환대상과 

관련하여서는 DCFR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채권양도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의 교체에 이르지 않는 한, 기본계약관계는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므로 결국 지시 사안과 같은 법리에서 채무이행은 

양수인이 받았으나 계약관계의 이행은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인의 이득은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한 

것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나)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범위 밖에서의 이행이나 임의이행성이 배제되는 경우

에는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우선 양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

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693) 그 경우 채무자의 이행은 채무범위 밖에 있기 때

689) 해설서, VII.-2:102, 3967. 
690) 해설서, VII.-2:102, 3968, 사례 10(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양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에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안). 기타 채권양도 사안들로는 채권양도 후 
통지 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례(VII.-2:102, 3968, 사례 12, VII.-4:103, 4071, 사례 1)와 
제1양도 후 통지 전 이중양도한 후 제2양도를 통지하고 채무자가 제2양수인에게 지급
한 사례가 있다.     

691) 해설서, VII.-2:102, 3967. DCFR상의 계약인수(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에 관하여는 
III.-5:302 참조.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동의가 요구된다(II.-5:302(1))는 점에
서 이를 요구하지 않는 채권양도와 대비된다(III.-5:104(4)). 한편 계약상 채무이행청구권
의 양도가 양수인을 채무자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우 계약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
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III.-5:115). 

692) 양도인 반환설은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된다. 독일법의 경우 Staudinger/Lorenz (2007), § 
812, Rn. 41ff.; 영국법의 경우 Pan Ocean Shipping Co Ltd v Creditcorp Ltd (The Trident 
Beauty) [1994] 1 W.L.R. 161 (HL). 평석으로 Daniel Friedmann (1994), 521ff. 모두 계약상
대방 선택에 따른 무자력 위험의 인수가 논거로 제시된다. 

693) 독일법도 마찬가지이다. Larenz/Canaris (1994), § 70 V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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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양수인에 대한 지급이 원래 채권보다 초과지급된 경우라면 초과부분

에 한하여 직접청구가 인정된다.694) 아울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이 임의성

이 배제되는 경우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선의 유

상취득자라면 6:102의 항변 원용이 가능하다. 

  (2) 민법

  (가) 기본관계 해제시 반환상대방 결정의 문제

  채권양도가 개입된 부당이득사안 중 판례상 문제가 된 것은 분양대금채권 

중 미수금채권이 양도되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하고 나서 기본관계인 분

양계약 해제시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논거로 양수인

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을 들고 있다.695) 

  이에 대하여 학설은 판례를 지지하는 양수인 반환설과 판례의 결론에 반대

하는 양도인 반환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양수인 반환설의 진영에

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해제의 소급효를 언

급하며 기본관계의 해제로 인해 채무의 변제로서 수령한 급부가 이제 법률상 

원인 없게 되므로 양수인은 채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어서 채무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96) 또한 순수하

게 무자력의 위험부담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채권양도 사안도 지시 

사안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나 법해석학적 관점에

694) 해설서, VII.-6:102, 4163f. 사례 5. 이때 비록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가치를 높게 
표시하고 이로써 그에 상당하는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더라도 그러
하다고 한다. 양수인의 채권양도의 대가는 부실표시된 액수가 아니라 원래 채권액을 기
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9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696) 양창수(2003), 371면 이하. 박세민(2007. 2), 299면도 결론에 있어서 이러한 입장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있지도 않은 채권 또는 존재하였으나 소멸하게 될 채권에 기해 이행
을 청구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자이며,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득반환의무의 요건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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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도인에게 반환대상인 이득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쌍무계약상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

상가능하므로 해제 전에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부담하고 있던 계약

해제의 위험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에 대한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697) 한편 판례가 계약해제의 효과가 채권양도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원용한 것은 특히 사안과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 적절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채무자 보호를 규정한 제451조 제2항의 해석

론에 따라 이행을 받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

책이라는 견해도 있다.698) 마지막으로 계약해제법이나 채권양도법만으로는 어

느 쪽의 결론도 지지해 주지 않고, 그보다는 물권법적 평가를 고려해 볼 때 

유인성을 취하는 민법상 양수인에 대한 원물반환을 지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는 논거도 제시된다.699)

  이에 대하여 양도인 반환설 진영에서는 계약관계의 청산은 당사자가 예정한 

무자력위험의 부담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렇

지 않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양도 전보다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양수인을 반환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양도인이 가지는 대항사유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채무자

를 근거 없이 우대한다는 등의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논거가 공통적으

로 제시되고 있다.700) 그 밖에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이익상황이 단축급부라는 

697) 윤진수(2014. 9), 137면 이하. 아울러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양수인은 다시 양도인에게 구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직접 양도인에게 반
환청구를 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박세민(2007. 2), 294
면도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금전이나 물권이 아닌 가치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
을 취득한 사정에서 이미 양수인 스스로 해제를 비롯한 무효나 취소와 같은 계약에 내
재하는 위험을 이미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698) 김동훈(2003. 6), 290면, 306면. 그에 따르면 양도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채
권자에게, 양도 후에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한다고 본다. 

699) 이동진(2015. 2), 290면 이하. 아울러 297면 이하에서는 채권양도에서는 카나리스의 실
질적 기준설에서 보더라도 양수인 반환설을 지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수인이 
무자력인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을 상대로 이득소멸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700) 배성호(2012. 12), 284면; 최수정(2005), 319면 이하, 324면 이하; 김창희(2011), 249면 
이하; 전재우, 법률신문 3686호(2008. 10. 2.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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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지시 사안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추가되고 있고,701)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채권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통설·판례를 비판하면서, 목적물이 전전양도된 경우와 채권이 양도되고 

이미 이행을 받은 경우 공히 양수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제548조 제1

항 단서의 제3자가 된다고 보아 양수인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

자는 양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702) 한편 양수인 

반환설이 더 간명하다는 논거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지급한 금전은 양수인의 

일반재산에 편입될 뿐더러 채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된 경우 각각의 양수

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는 용이하지도 않고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복잡하

게 한다는 점도 언급된다.703) 

  기본관계의 해제시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

법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과 제548조 제1항 단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민법과 같이 유인주의 하에서 채권양수

인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다. 그러한 맥락에서 판례가 채권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양수인 반환설을 택한 것은 이 중에서 후자의 접근법

을 취한 해결법이기는 하나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는 배치된다. 그 점에서 채권양수인은 제548

조 제1항 단서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통설·판례를 비판

하면서 채권양수인이 이행을 받고 나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제548조 제1

항 단서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인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704) 이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이 계약해제의 위험을 안았다는 사

701) 제철웅(2000. 3), 143면; 배성호(2012. 12), 267면 이하. 
702) 정태윤(2009), 325면, 356면 이하 참조. 이 견해는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는 민법의 

경우 직접청구의 문제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태윤(2007. 12), 236면, 243면 이하도 참조. 
이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창희(2011), 260면 이하. 

703) 최수정(2005), 321면. 
704) 정태윤(2009), 357면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계약이 실효되면 그 청산문제는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와도 부합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사안에서 
요약자 반환설을 취한 2005다7566 판결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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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행 후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705) 채무의 이

행 전과 이행 후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그 점에서 이행

받은 후라면 양수인의 지위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706) 그러나 

계약이 이미 이행된 상황에서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한, 이 문제

는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 보호법리 또는 해제법상의 제3자 보호문제가 아닌 

부당이득의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707) 그러한 점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제

451조 제2항의 해석론에 의지하거나 판례와 같이 채권양수인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제451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하기 전의 상황에서 이행거절권능만 부여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견해가 유력하고,708) 제548조 제1항 단서는 목적물이 물

건인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고 금전이나 금전채권인 경우까지 적용될 수 있

는지 여부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수인 반환설에서는 

물권법적 가치를 반영하여 원물반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지만,709) 양도인 반

환설에서는 양수인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하거나,710) 계약청산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705) 윤진수(2014. 9), 139면.
706) 김상중(2012. 6), 172면 이하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 대한 판례(2005다7566)에 대

한 것이기는 하나 관련 당사자의 이익상황을 고려한 평가적 관점에 따르면 이행 전과 
이행 후의 상황에 대한 제3자의 보호가치는 다르다는 점을 긍정한다.

707) 이 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박세민(2007. 2), 301면; 이동진(2015. 2), 289면은 타당하게도 
민법 제548조 제1항의 문언이 채권양도나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도 아
니고, 또한 채권양도법이 그 원인관계가 무효·취소 및 해제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의 책임재산 파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708) 제철웅(2000. 3), 143면. 김창희(2011), 263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 제542조의 
적용범위의 문제와 평행하게 보면서 2005다7566 판결이 지급 거절만 가능한 소극적 항
변권으로 본 것을 언급한다.

709) 이동진(2015. 2), 293면. 295면 이하는 양도인 반환설에 의하면 원물반환청구의 가능성
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정당화해 줄 근거가 없다고 본다. 물론 296면에서는 금전 내지 
금전가치가 급부된 경우 양수인 반환설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이때
에도 급부와 금전소유권 내지 금전가치 이동이 채무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행해진
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710) 정태윤(2009), 358면 이하는 유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창희(2011), 270면도 결론에 있어서는 금전채
권의 경우 이행받은 양수인은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에 준하여 보호받
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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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적용된다고 본다.711)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행된 것의 원상회복이 문

제되어 부당이득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한, 우선 부당이득법의 기준에 따라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제3자의 

보호문제가 문제될 것이다.712) 그 점에서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원상회복 

당사자의 결정이 보다 타당한 접근법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과연 채권양도 사안이 앞서 살펴본 단축급부를 전제로 하는 지시 

사안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문제된다. 양도인 반환설에서는 

법적 구성은 다르지만 이익상황에 있어서 같다고 보고,713) 양수인 반환설에서

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714) 그러나 이는 채권양도의 의미를 분석하여 사안별

로 평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급부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

면 계약인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채권양도

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하면 대항가능하나(제450조), 계

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715) 

따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실제 사안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판단

이 관건이 될 것이다.716)

711) 최수정(2005), 321면 이하는 계약청산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법에 관한 규율이 물건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에 앞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동(2002), 141면 이하도 참조. 

712) 채권양도 사안 이후에 나온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에서는 타당하게도 이 문제를 구분하여 판시하였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
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13) 제철웅(2000. 3), 143면; 배성호(2012. 12), 267면 이하. 독일법상 동일한 취지의 지적으
로 Larenz/Canaris (1994), § 70 V 1a. 다만 급부개념을 통한 해결에는 반대한다(“sacrificium 
intellectus”). 

714) 지원림(2014), [4-70]. 그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시 내지 부탁이 없다는 점에서 지급의 
자발성 측면에서 단축급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지원림·제철웅(2012), 680면
은 이러한 차이가 급부부당이득반환관계의 당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고 보면서도 
이런 차이가 사소한 것이라면 반대의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아 여지를 둔다. 박세민
(2007. 2), 293면도 채권양도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시점에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와 양수인 간의 단 하나의 채권의 변제효만이 문제된
다고 본다. 아울러 지시와 양도통지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715) 양창수·권영준(2015), 227면. 물론 채권양도의 경우 금지특약이 있으면 양도가 제한되나 
그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71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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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계약인수717)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당사자를 정함

에 있어 역시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단순한 채권의 

양도만이 이루어졌다면 양도인이 반환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위 판결에서도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의식하고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의 지위와 단순한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구분하는데, 가령 “피고는 분양계약상의 매도인의 지위

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았을 뿐”이라고 보면

서도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

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시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양

수인을 반환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는 원고가 계약해제로 인

하여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인 등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분양 부분의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동

시이행의 관계는 원래 계약관계의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에서 비롯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애초에 양수인을 반환청구의 상

대방으로 인정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718) 

  반환대상과 관련하여 양도인 반환설을 택할 경우 양도인이 얻은 이득이 무

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학설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참조. 박세민(2007. 2), 299면은 양수인 반환설의 입장에서 “채권양도와 더불어 해제권까
지 양도하는 계약양도와 같은 형태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고 할 경
우, 어차피 해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한 양도인으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도 채권양도에 그치지 않고 해제권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특약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나 후자가 다름 아닌 계약인수에 해당할 것이다.

717) 이동진(2012. 3), 669면 이하에서는 종래 계약이전에 관한 삼면관계설이 극복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계약이전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와 상대방의 동의로 구분하고, 
상대방의 동의의 의미를 양도제한을 해제하는 동의, 양도인을 면책시키는 동의, 대항요
건으로서의 동의로 세분하여 설명하는데, 결국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차이는 계약상대
방의 동의 유무에 있다. 

718) 양창수(2003), 374면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양수인 반환설을 택한 것은 타당하면서도 
양수인인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 즉 계약해제로 인한 피고의 대금반환의무가 양도인
이 채무자인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
척한 것은 비판한다. 채권의 일부양도가 있었다 하여 채무자나 양수인이 채권양도가 있
기 전의 법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인정함으
로써 채무자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사건을 한꺼번에 해
결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이동진(2015. 2), 311면은 쌍무관계가 세 당사자 사이
에 분열된 경우 채무만을 부담하는 제3자가 그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동시이행항변을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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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의 이익을 얻는다는 견해와719)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출연 자체를 

이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720) 전자의 견해에 대하여는 이중하자 사안에서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과 채무액과 양도액이 다른 경우 무엇으로 기준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721) 후자의 견해에 대하여는 ‘법적 의

제’라는 비판이 있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채권양도로 인해 양수인에

게 채무를 이행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원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에 대한 이

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양도인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함으로써 자

신에게 이행하는 것이고 다만 양수인으로부터의 채무소멸은 이에 대한 부수적 

결과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지시 사안과 마찬가지로 거래연쇄사안과의 평행

을 고려하여 양도인이 얻은 이득은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한 것 자체로 보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DCFR의 경우 채권양도 사안에서도 채무범위 안에서의 이행인지 여부 그리

고 임의 이행인지 여부가 직접청구 인정의 기준이 된다. 민법에서도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양도된 채무보다 초과이행한 경우에는 양수

인을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양

도되고 채무자가 그것을 양수인에게 이행한 경우도 있다.722) 

719) 이행을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이행에 갈음하는 
양도나 채권매매의 경우 담보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득으로 본다(Larenz/Canaris 
(1994), § 70 V 1a, S. 238).

720) 최수정(2005), 327면. 독일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Lieb, Kupisch가 있다.
721) 최수정(2005), 327면.
722) 관련 사례로 김형배(2003), 327면 이하에서는 방화를 저지른 자가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경우를 지적하면서 이 경우에도 계약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인 반환설을 지지
하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이 아예 부존재하므로 외견상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청구가 인
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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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리 및 평가

  DCFR은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안을 풀어가고 있

다. 그 결과 3각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 재산이동방향과는 무관하

게 계약상대방, 즉 지시 사안에서 지시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양도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애

초 채무자가 기대한 것은 자신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의 반대이행이었다는 점, 

제3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인정하면 손실자에게 계약상대방의 무자력의 위험

을 우회할 가능성이라는 망외의 득을 제공하고 따라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

행된 것보다 손실자가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수령자에 대한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제시된

다.723) DCFR의 특징은 오히려 그 예외인정 사유에 있다. 우선 계약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또는 외견상 채무범위 내에서의 이행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채무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하거나 외견상 채무조차 없는 경

우(지시부존재)라면 직접청구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DCFR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있어 임의성이 배제되는 경우 곧바로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2000년대 들어와 이익전용소권을 정면에서 부정한 99다66564, 

66571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논거로 동원하였지만, 3각관

계 사안에 관한 비교적 초기 판례에 속하는 채권양도 사안(2000다22850)에서

는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의 문제

로 보아 양수인 반환설을 택하였다. 그러나 분양대금 지급지시 사안(2001다

46730)에서 본격적으로 단축급부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관계 내에서 반환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후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2005다7566, 7573)에서

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요약자 반환설의 입장을 택하였다. 비교법적으

로 독일의 다수설은 유형설의 시각에서 지시사례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

양도 사안을 동일한 이익상황으로 보아 처리하고 있고,724) 국내에서도 그와 

723) 해설서 VII.-2:102, 396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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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처리하자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725) 채권양도 사안

의 경우 양도인 반환설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해제의 

소급효를 취하는 민법상 원물반환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제54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유물반환청구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에 관하여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사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반환상대방 결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726) 이 문제는 유인주의하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능과 위상을 결정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727)

  2. 도난차량 수리 사안

  가. 사안 및 문제제기

  도난차량 수리 사안, 즉 X가 절취한 E의 자동차의 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D와 체결한 후 도난차량임이 밝혀지자 X가 종적을 감추고 차주 E가 나타나서 

D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사안728)은 부당이득법상 여러 가지 점에서 흥

미로운 논점을 제기한다. 우선 위 사안에서는 노무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다음

으로 도급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인한 이익이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소유

자)에게 전용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익전용사안에 해당한다. 덧붙여서 이 

사안유형은 비교법적으로도 많이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각국의 결론과 해결법

을 비교해 보는 것은 각국의 부당이득법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724)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61, 193, 202. 
725) 제철웅(2000. 3), 143면.
726) 최수정(2005), 321면 이하에서는 계약청산의 경우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은 소유권

의 논리가 아닌 계약법의 보충규범으로서 부당이득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727) 이와 관련하여 제철웅(2000. 3), 137면 이하는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 사안에서 대

가관계 흠결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단축급부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는데, 그 경우 
유인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것에 반대하고, 
유인주의제도 운용에 있어 제도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728) 해설서, VII.-2:102, 3966,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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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CFR과 민법의 해결법 비교

  DCFR은 D의 채무이행은 X와의 도급계약에 기한 것이지만, X의 사기(fraudu-

lent misrepresentation)에 의한 것으로 임의이행이 아니므로 D의 E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다(2:102, 2:103).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위의 사안과 

같이 계약상대방이 종적을 감춘 경우에 실익이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선의 수

익자인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5:102(2)가 적용되어 소유자는 실제 얻은 이익

(비용절감)만 반환하도록 한다. 

  민법상 이 사안은 우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를 하고 부수적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제201조 

이하가 적용될 것이다. 이때 수급인 D는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계산으

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203조에 의한 비용지출자

가 아니므로729) 소유자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730) 그러므

로 D는 유치권을 행사하여(제320조 제1항)731)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환을 강제

하거나,732)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X를 찾아 권리행사를 하는 것(보수청구 또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된다.733) 

729)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평석으로 홍성주(2003. 2), 49면 이하.  
730) 민법상 이익전용소권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과 권원있는 점유자의 경우 제203조의 적

용이 부정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권원없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 한다는 견해로 제철웅(2003. 6), 97면 이하. 

731) 수급인이 점유개시시나 비용지출 당시 도급인이 소유자 기타 권한자가 아님을 알았거
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불법점유자에 해당하여 수급인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제320조 제2항). 이동진(2010. 6), 52면.

732) DCFR에서도 점유자-회복자 간의 부수적 이익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선의의 비용지출
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나 악의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VIII.-7:104: 점유 중 물건에 대한 비용지출 또는 추가된 부분
   (2) 점유자는 (1)항에서 규정된 권리[비용상환청구권]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물건에 비용지출되거나 부분이 추가되는 때 소유자의 점유 취득 또는 회
복권한을 점유자가 아는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733) 독일민법의 경우 제647조에서 수급인의 법정질권이 인정되고 있고 학설상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있으나 민법은 제666조에서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의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만
을 규정하고 있고 동산 수급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무권리자로부터도 유치권 취득을 인정하는 민법상 수급인에게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
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로는 제철웅(2003. 6), 9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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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를 비교하면, DCFR의 경우 사안해결을 위해 2:102와 2:103이 적용되는

데, 도급인이 차주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일종의 사기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수급인의 임의이행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 사안으

로 다루어진다.734) 이때 DCFR은 D가 도급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

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불공개가 문제될 것이다.735)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특별히 도급

인의 기망이 개입되지 않는 한, 도급인이 단순히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지 않

았다고 하여 “사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가령 수급인이 차주임을 확

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위조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등), 이것

이 의사표시 취소요건으로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DCFR의 경우 

부당이득법상 직접청구는 ‘임의이행’의 부정으로 정당화된다.

  채무이행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아닌 이득의 수령

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DCFR의 태도는 민법상 생경

하다. 오히려 민법은 우선 도급인이 도난차량임을 밝히지 않은 사정만으로 민

법상 사기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736) 설령 

취소된다 하더라도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어 원래의 계약관계 내에서 청

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DCFR이 이 사안에서 수급인이 제공한 노무(3:101(1)(b): “일의 완성”)를 독자

의 이득항목으로 포착하여 선의 수급인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문제를 

부당이득법에서 다루는데 비하여, 민법은 이 문제를 부당이득법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물권법 규정에 기대어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우 수급인의 

비용지출자성이 부정됨으로써 수급인은 도급인만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

734) 해설서, VII.-2:102, 3966. 
735) 사기로 인한 취소권에 대하여는 II.-7:205 참조. 참고로 DCFR은 정보불공개로 인한 사

기를 널리 인정하는 입장이다. 
736)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신의

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아파트 단
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
데, 피해자의 청구 등에 따라 사기취소도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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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도급인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물건을 계속 점유중인 것을 전제로) 유

치권 외에는 민법상 다른 구제수단은 없게 된다. 한편 반환범위에 있어서도 

민법과 DCFR은 상이할 수 있다. DCFR은 선의의 소유자 또는 이익을 강요받

은 소유자의 경우 주관적으로 얻은 이익만을 반환하게 하므로 필요비 및 유익

비 중 소유자에게 이득이 된 부분만 상환받을 수 있는데 비해, 민법은 수급인

에게 유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상환의 간접상환의 방식이기는 하나 보수채

권(제664조)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권(제322

조 제1항)도 인정되나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비교법

  권한 없는 점유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수리 또는 개량한 경우 수

급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비교법

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사안이다. 이때 민법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전제로 하면서도,737) 선의 수급인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논

의가 전개되고 있다. 

  독일의 1960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점유할 권원있는 중간자와 도급계약

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였는데 나중에 중간자의 점유권원이 상실되

어(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할부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이 계약 해제) 

수급인도 권원없는 점유자가 된 사안에서, 수급인에게 소유자를 상대로 독일

민법 제994조 이하의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였다. 수급인의 비용지출은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권원있는 점유자로서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문

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권원있는 점유자를 권원없는 점유자보다 더 불리하

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738) 다수설은 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은 인

737) 독일의 경우 BGHZ 27, 317. 영국법도 같은 태도이다(Goff/Jones (2007), para. 1-074: “It is 
generally unwise to cut across contractual boundaries and, through the grant of a 
restitutionary claim to redistribute to a stranger, such as the owner of the car, the burden of 
risks which the garage has assumed under its contract with the rouge.”)

738) BGHZ 34, 122. 다만 이는 목적물을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수급인이 중간자인 
도급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본인이 그 비용지출을 추
인하지 않은 경우라면(제1002조) 비용상환청구할 수 없다(BGHZ 5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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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도 판례의 해결법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무엇보다 위 사안에서 비용

지출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주도한 도급인이지 수급인이 아니

라는 것이다. 그 대신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법정질권에 대한 선의

취득(제647조, 제986조)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739) 이에 대하여 

위 사안에서는 법정질권이 아니라 약정질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데, 즉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수리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매수

인에게 질권설정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이고 따라서 수급인은 사전동의 또는 

추인을 통하여 소유자로부터 직접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740) 법정질권의 선의취득이든 약정질권의 취득이든 수급인의 소유자에 대

한 직접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피담보채권인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담보물인 소유자의 물건을 

환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착오 개량사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요청받지 않은 경우라

면 원칙적으로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를 인정하게 되면 법이 거래를 강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적인 영국법의 태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741) 

착오개량 사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소송의 국면에서 항변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착오개량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742) 

739) 이에 대하여 제철웅(2002. 6), 66면은 이는 독일민법이 우리 민법 제320조에서와 같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수급인의 법정질권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
정함으로써 우리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740) Medicus/Petersen (2011), Rn. 594. 
741) 대표적으로 Goff/Jones (2007), para. 6-011에서는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의 개량자는 어려움(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선의 개량자와 선의 소유자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742) Torts (Interference with Goods) Act 1997
    s. 6 Allowance for improvement of the goods.
   (1) If in proceedings for wrongful interference against a person (the “improver”) who has 

improved the goods, it is shown that the improver acted in the mistaken but honest 
belief that he had a good title to them, an allowance shall be made for the extent to 
which, at the time as at which the goods fall to be valued in assessing damages, the 
value of the goods is attributable to the improvement.

    동법 s. 6 (2), (3)에서는 소유자로부터 제소된 매수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제소된 개
량자에게도 동일한 항변이 부여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Goff/Jones (2007), para. 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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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로상 중요한 진전은 1973년 Greenwood v Bennett 판결743)에서 이루어졌

다. 차량정비업자이자 판매업자(manager of a garage)인 베닛(Bennet, 피고)이 자

동차 한 대를 매수하였는데 이를 시판하기에는 수리가 필요하여 이를 설

(Searle)이라는 사람에게 인도하고 수리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Searle은 이

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고 거의 폐차로 된 자동차를 하퍼(Harper)에게 

팔았다. Harper는 선의로 유효한 약인(대가)을 주었고, 이를 다시 팔았다. 차량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자동차를 입수한 후 경합권리자 확인절차(inter-

pleader)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비용상환이 문제되었는데, County Court 판사

는 소유자가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그에 기

하여 경찰은 자동차를 차주인 베닛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선의매수인

인 Harper는 베닛에게 자동차에 대한 법적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리

에 들어간 인건비와 재료비로 최소 약 226파운드의 비용상환을 청구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동 판결은 영국법상 착오개량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되지만, 판사 3명 중 오직 데닝 경(Lord Denning MR)만이 선

의 매수인은 항변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고 급진적인 

판시를 하였는데, 상세한 논증 없이 단지 소유자는 개량자의 손실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744) Phillimore LJ와 Cairns LJ는 당해 사안에서의 절차적 특수성을 언급

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데닝 경의 판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사안에서 자동차는 횡령물이라는 점에서 영국법상 소유권취득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고, 당해 사안은 당사자들이 아닌 경찰 당국에 의해 제기된 절차

에서 누구에게 횡령된 자동차가 반환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절차였다는 특수

성이 있었다. 또한 이미 항소심 판결시에 차주는 해당 차량을 400파운드에 매

각할 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선의 매수인의 비용지출을 통한 가치증가분이 

743) [1973] QB 195 (CA).
744) Birks (1989), 125f: “사안에서 ‘이득’ 쟁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미스테리에 속하

며…그 권위는 취약한데,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Matthews (1981. 11), 351에서는 데닝 경을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재산’과 ‘개량’을 
‘부당이득으로 바꾸는 마술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 232 -

실현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비용상환청구권의 인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

었을 것이다.745)  

  정리하면 도난차량 수리사안에서 비교법적으로 비용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

는데, 그 배후에는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의 

경우 선의 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원칙을 깨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법의 경우 수급인에게 물권적 유치권(제320조)의 부여

를 통해 소유자를 상대로 비용상환을 간접강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비용상

환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리하면 선의 비용지출자와 

소유자 간의 이익형량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은 각국에서 공통적인데,746) 민법

은 물권적 유치권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DCFR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급인의 점유 상실의 경우 

실익이 있다. 

  3. 편취금전 변제 사안

  가. 판례의 해결법

  이른바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서는 편취자의 채권자가 자신이 편취자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을 피편취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금전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유지되는 한 소유물반환청

구가 가능하지만, 민법상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므로,747) 금전 절취 또는 현금 인출을 통한 편취

745) Lorenz (1999), 377f.에 따르면 위 사안이 독일법상 문제되었다면, 무단처분자인 Searle
이 매수인인 Harper에게 자동차등록증(logbook)을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취득이 배
제되고, 따라서 매수인인 Harper는 악의점유자(제990조)로서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
다고 본다(제994조 제2항, 제684조 제1문, 제818조 제2항).

746) 비용지출사안에 관한 한 독일과 같이 채권적 유치권만 인정하든지 아니면 민법과 같
이 물권적 유치권을 인정하든지 모두 선의의 비용지출자와 무책한 소유자 사이의 이익
형량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동진(2010. 6), 72면

747)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정병호(2016. 1), 1면 이하 참조. 이는 독일의 나치시기 Max Kaser
가 금전의 유통성 등을 강조하며 주창한 견해를 일본의 스에카와 히로시(末川 博)가 수
용하여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법 해석론상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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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소유물반환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748) 따라서 

손실자에게는 편취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문제는 편취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하여 

손실자가 변제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금이 편취금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직

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이다. 3자관계 관련하여 비교적 초창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 초반에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

다. 우선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에 따라 피

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749) 다음

으로 법률상 원인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결여한 것으로 보지

만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편취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

다.750)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후속 재판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751) 

근거가 없고 구체적 타당성이 없으며, 폭력에 의한 점유취득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이론”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김우성(2016. 3), 69면 이하도 단순한 점유취
득만으로 금전 소유권변동을 “의제”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보다는 
금전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금전의 종국적 이전이라는 처분의사에 기반한 “거래관행 또
는 사실상의 관습”의 존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은행계좌 이체를 통
한 거래와 권한 없는 자가 예금자와 같은 외관을 꾸며 ATM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무
단으로 자신에게 계좌이체한 사안을 비교하는데, 우선 거래관행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로 들고 있는 사안들이 이러한 ‘관행’을 논증하는 데 있
어 과연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748)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된다. 금전의 절도피해자가 제3자(피고인)를 시
켜 절도범이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쇼핑백에 담긴 금전을 찾아오게 한 사건에서도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나아가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으
나 액수에 의해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
고 2004도134 판결). 

749)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은 다름 아닌 편취금전 변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안된 것이다.  

75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금전의 경우에 무과실이 아닌 무중과실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지시채권(민법 제514조)이나 어음·수표상의 선의취득(어음법 제16
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을 유추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는 무관한 
것이고 이와 같이 수익자의 선악여부에 따라 부당이득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
한 비판으로 김재형(2015),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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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설상의 평가

  위 판결과 관련하여 다각도에서 학설상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판례가 이 사안에서 이득과 손실 간에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판례의 결론에 반대 또는 지지하는 입장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

된다. 우선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에서는 편취행위와 변제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편취자의 자유의사를 매개

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본다.752) 이에 반하여 판

례의 결론은 지지하면서도 적어도 금전의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에 따

라서가 아니라 금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고,753) 문제된 사안은 현금의 편취가 아닌 계좌이체방

식의 횡령이라는 점에서 이득은 중간자에게 귀속된 바 없고 피편취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선악 또는 과실여부 불

문하고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754)

  다음으로 법률상 원인의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다. 우선 채권자가 편취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편취된 금전 보유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비판하

는 견해가 있다.755)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

는 통설·판례를 비판하면서 금전이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례가 취한 선의취득법리는 채무자가 현금을 횡령해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

75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횡령금을 대출금을 편취하여 변제한 사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
36090(연대채무 변제 사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횡령금으로 설립한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횡령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편취자가 편취금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집수리비용으로 소비한 사안). 

752) 김형배(2003), 174면, 303면 이하 참조. 이익전용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를 통해 직접청구를 인정하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수당사자 부당이득관계에서 인과관계의 직접성은 사실관계가 아닌 급
부관계를 기초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급부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직접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753) 박세민(2008. 6), 117면 이하.
754) 정태윤(2005), 467면 이하.
755) 양창수(2003), 295면; 지원림(2014), [5-247]; 김재형(2015),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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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에만 적용되고, 판례에서 문제가 된 현금이 등장하지 않는 사안, 즉 계좌이체

만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선의취득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756) 반면 위 사안에서의 판례의 해결법은 금전의 경

우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통설·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할 때(아울러 

판례가 금전의 의미를 금전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수표나 예금 등

에도 확장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금전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공백을 메우면서도 현대의 경제상황에 부합되도록 당사자의 이익상황을 적절

히 교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하는 견해도 있다.757) 또한 위 판결을 물권법적 소유권 귀속을 정하기 위한 

선의취득의 차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변제법리의 관점에서 금전

의 편취가 개입된 재산이동과정에서 수령자가 자신이 수령한 것의 적법성과 

완전성에 대한 신뢰, 즉 채권의 변제효 발생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고(그러한 예로서 제745조와 제465조를 들고 있다), 그러한 신뢰가 없는 경

우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758) 

  마지막으로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 부당이득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해결될 수 있

는 것이고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판례에 의할 때에

는 부당이득법이 무리하게 확대적용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759) 나아가 

756) 정병호(2016. 1), 41면 이하.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은 그 취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
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은 이득보유의 객관적 사유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757) 제철웅(2012. 8), 55면 이하. 이를 통해 금전에 할당된 권리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독일법상 금전에도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견주어보면, 판례는 금전의 보유자
에게 부당이득법을 통해 대세적 효력이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758) 박세민(2008. 6), 123면 이하. 즉 “수령자의 선의로 인해 채무자의 지급이 변제효를 가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가 결여된 경우 변제효가 배제되는 구조”라고 한다. 

759) 이용박(2003. 9), 266면. 문형배(2006. 2), 406면도 같은 견해이다. 그러나 동, 401면에서 
금전 선의취득에 대하여 유추적용설을 취하면서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하였다면 
횡령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동, 416면은 어느 
쪽이든 금전취득으로 인한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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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맥락에서 위 판결을 부당이득의 보충성의 견지에서 비판하면서 “금전

을 편취당한 자는 금전편취자에 대하여 그 내부관계의 원인에 따라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당이득

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인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760) 

  다. 비교 및 검토

  DCFR은 편취금전 변제 사안을 채무변제로 인한 채권상실이라는 이득소멸

의 항변으로 풀어나간다. 즉 편취된 금전으로 변제받은 채권자는 금전의 수령

으로 이득을 받았지만 그가 선의인 경우 편취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채

권을 상실하는 이득소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761) DCFR의 

선의 개념(5:101(5))이 ‘무과실’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선의·무과실의 채권자

가 보호받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판례와 공통적인데, 다만 우리 판례에 의하면 

경과실 있는 채권자도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보호받는 채권자의 범위가 더 넓

다고 할 수 있다. 

  편취금전 변제 사안은 채권자가 편취자와의 채권관계상 변제수령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점에서 이 문제를 변제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다만 변제효의 인정 문제는 단순히 변

제법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결국 “법률상 원인” 존부 판단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의 성부에 대한 검토를 전제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제4

장 3. 라. 참조).762) 이를 위해 우선 민법이 제463조와 제465조에서 종류물이 

760) 이용박(2003. 9), 268면. 
761) 해설서 VII.-6:101, 4142, 사례 3. 이득소멸의 유형은 “다른 재산의 손실”(other loss of 

the assets, loss of other assets)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에서 “D[손실자]는 E[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E가 선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항변의 효과로 청구권은 멸각된다(extinguish).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4
도 참조. 

762) 박세민(2008. 6), 123면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변제효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령자
의 시각에서 “자신이 수령한 것이 올바른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된 것
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수령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의 
이론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 우선 이 사안에서의 핵심 관건인 채권의 변제효를 
인정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과연 “유효한 채권을 기초로 그것에 상응하는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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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가령 매도인이 도품을 매매목적물로 매

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나아가 소유자와 채권자 간의 이익조

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463조에 의하면 그 

경우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을 다시 반환청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65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

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유치

권한 또는 변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만 발생하고 이로써 소유

자의 권리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물건을 계속 점유

하고 있는 경우라면(그 경우에는 변제효도 없음)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소비 또는 양도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 또는 배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제465조 제2

항). 이를 통해 민법은 변제원인(causa solvendi)으로 타인 물건을 인도(traditio)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자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얼마든지 직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타인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에 대한 민법의 법리는 금전채권 변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거래계에서 유통되는 금전은 개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편취사안이 계좌이체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

전에 대한 물권적 권리행사는 고려될 여지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지만, 적어

도 편취한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자와의 채권관계를 이득의 법률상 

원인으로 보아 변제효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책임도 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채권자가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에만 변제가 “유효”하고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판례

에 따르면 결국 채권자의 중과실 여부가 변제효 인정 여부,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부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수익자의 선악여부

는 반환범위에서만 고려하고 있고(제748조) 반환청구의 성립요건(제741조)에서

는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763) 채권자의 중과실 여부가 과연 반환청구의 성패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수령자의 수중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변제효 발생을 인정”할지
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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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를 만큼 명확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764) 이러한 

점에서 변제효의 문제를 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반환범위 결정에 관한 

이득소멸의 관점에서 포착한 DCFR의 입장은 이론구성의 면에서나 결과의 타

당성의 면에서 볼 때 고려해볼 만한 대안으로 보인다. 즉 수익자의 선악에 따

라 이득소멸 항변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므로 악의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선의 채권자만 보호받는 결론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우 무중과실 

여부에 대한 미세한 판단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첨부 사안

  가. 사안유형

  제3자가 개입된 첨부 사안의 유형은 크게 A 소유의 자재를 B가 절취하여 

(i) C에게 매도하고 C가 스스로 부합시킨 사안과 (ii) B가 C와 도급계약을 체

결하고 B가 부합시킨 사안, (iii) 마지막으로 A가 B에게 소유권유보부로 자재

를 매도하였는데, B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소유의 건

물에 부합시킨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사안 (i)과 관련하여 B가 무권리자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A는 B를 상대로 침

해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A가 C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판례는 도둑(B)으

로부터 송아지를 매수한 후 육가공을 통해 소시지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

한 송아지 소유자(A)가 가공자(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송아지 사

건’(Jungbullen-Fall)에서 A의 C에 대한 직접청구(침해부당이득)를 인정하였는데 

763) 김재형(2015), 288면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사안에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채권자
의 악의 또는 중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764) 양창수(2003), 302면은 위 판결이 나오고 작성된 [후기]에서 위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
득의 판단문제가 과실판단 여부에 걸리게 되는 것에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지원
림(2014), [5-247]에서도 변제받는 채권자에게 금전의 출처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우는 것
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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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도둑인 B는 C에게 점유만을 급부하였고 소유권은 급부할 수 없으

므로 B－C 간에는 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765)  

  사안 (ii)의 경우 도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수익자가 아니라 도급계

약에 기해 수급인을 통하여 부합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B와 C 간에 급부관계

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단순히 C의 급부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도급계약의 이행으로써 급부결과(“일의 완성”)까지 발생

해야 한다. 일단 자재의 소유권은 수급인을 통하여 도급인의 건물에 부합됨으

로써 급부결과가 실현되었다(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면 B와 C 

간에 급부가 존재하므로 급부부당이득의 우위에 따라 A는 C를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청구(침해부당이득)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가 스스로 부합한 사안과 수급인을 통해 부합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를 위해 독일의 다수설은 ‘급부부당이득의 우위’의 의미를 수정한다.766) 즉 종

래 수익자의 입장에서 급부를 통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급부자를 상대로 하는 

급부부당이득만이 인정되며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침해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것에서,767) 이제는 손실자의 입장에서 급부자는 급부부당이득만을 행

사할 수 있고 따라서 비급부자는 비급부부당이득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인데, 전자에 의하면 A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

만 후자에 의하면, A와 B 사이에 급부관계가 없는 한, A는 C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침해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768)

  마지막으로 (iii) A가 B에게 소유권유보부로 자재를 매도하였는데, B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소유의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가 있다. 

이 사안은 처분권자인 매도인 A의 승낙 없이 부합이 이루어짐으로써 A가 소

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A의 C에 대한 침해부당이득의 성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와 통설은 A의 C에 대한 직접청구를 부정한다.769) 그 

765) BGHZ 55, 176.
766) Larenz/Canaris (1994), § 70 III 2e, 4b; Medicus/Petersen (2011), Rn. 730. 
767) 이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는 견해로 Reuter/Martinek (1983), 406. 
768) 이로써 계약관계가 매개된 이익전용사안에서 DCFR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후술).
769) BGHZ 56, 228. Larenz/Canaris (1994), § 70 III 2 a 및 그곳의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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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부합을 통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해 선의취득한 경우와의 평

행이 고려된다.770) 즉 수급인이 건축자재의 소유권 취득해서 부합시킨 경우와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를 매수하여 부합한 경우가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 하에서라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이 되고, 따라서 도급인이 악의였거나 건축자재가 도품이라면 선의취득의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직접청구가 가능하게 된다.771)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독일법상 부합 사안 비교

  우리 민법의 경우 사안유형 (iii) 해당하는 소유권 유보부로 매매된 자재를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건물건축에 사용하여 부합시킨 사안에서772) 대법원은 

770) Larenz/Canaris (1994), § 70 III 2a. 
771) 이 경우 통설은 권리자가 제816조와 제185조 제2항의 유추에 의하여 도둑의 ‘처분행위’

를 추인하고 매득금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Larenz/Canaris (1994), § 70 III 2b. 
772) 환송 후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사실관계의 순서는 공사도급계약이 먼저 체결되었고 그 

직후에 철강제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실제 피고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철강제품의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
고, 공사자재에 소유권유보부 약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지적
으로 김재형,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법론 IV (2011), 566면 이하. 이때 피고 도급

독일법

(i) A 소유 자재를 B가 
절취 후 C에게 매매, 
C가 직접 부합·가공
(Jungbullenfall)

(ii) A 소유 자재를 B가 
절취 후 B-C 도급계약에 
따라  B가부합

(iii) A-B 사이에 소유권 
유보부매매후 B-C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라 B가
부합(BGHZ 56, 228)

A → B 침해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채무불이행

B-C 
급부

존재여부

부정
(점유만 이전되고 

소유권 취득은 불가)

긍정
(도급계약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긍정
(도급계약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A → C 
직접청구

(침해부당이득) 
성부

긍정
(소유물반환청구 대용)

긍정
(C가 직접 부합한 
경우와 같게 취급)

C가 선의라면 부정
(B가 매매로 

소유권취득 + 부합시킨 
사례와의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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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법리(“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의 유추적용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였다.773) 즉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

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

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

리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강조는 인용자)고 보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는 도급인이 자재를 매수하여 직접 부합시킨 경우와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합시킨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전제로 한다.774) 양자는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소유권 취득의 시점에

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전자와 후자를 달리 취급하게 되면 우연한 사정으

로 인하여 상반된 법률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판결문상의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거래에 의한 동산 양

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하여 이를 두

고 도급계약 내에는 노동력 제공의 측면 외에 매매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 법리 유추를 지지하거나,775) 또는 채권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에는 

동산소유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의 무리한 유

추적용을 하였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776) 그러나 대법원이 언급한 선의취

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중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
면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심리가 누락된 점을 지적한다. 

77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평석으로 이병준(2010), 110면 이하; 홍성
주(2012. 2), 623면 이하.

774) 제철웅(2012. 8), 53면 이하 참조. 이병준(2010), 123면에서는 이러한 직접청구를 인정하
게 되면 “건축자재 납품업자는 공사수급인과의 사이에 소유권 유보부특약을 통하여 건축
자재대금채무를 손쉽게 건축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건축주는 수급인에게 공
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건축자재 납품업자에게 건축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심히 훼손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된다. 

775) 이병준(2010), 122면 이하, 정태윤(2010. 12), 515면 이하.
776) 박세민(2011. 12), 115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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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법리의 차용은 도급계약내에 매매적 요소가 있다거나 그 안에 물권적 합의 

여부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착안이 아니라, 건축주가 매매를 통한 소유권을 

취득(즉, 선의취득)하는 사안과 도급계약을 통한 소유권 취득(즉,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한 사안을 달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777) 이는 A에게 소유권유보된 건축자재를 C가 B에게 직접 매수하여 스

스로 부합시키든, 아니면 직접 자재를 매수하지 않고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

여 B가 부합시키든, 아니면 B로부터 자재를 매수한 후 B와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B가 부합시키든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선

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강조는 인용자)된다고 하는 부분

에서 지지된다. 

  한편 대법원이 취한 선의취득 법리의 차용에 반대하면서 도급계약에 기해 

건축자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78) 이에 따르면 자재의 소유자는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후 이득환수책임만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된다. 그러나 이

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우선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가 관건

이 될 텐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도급계약은 자재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

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손실자의 손실에 해당하는 

도급인의 소유권의 취득은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

777) 김재형,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법론 IV (2011), 569면에서는 양자를 다르게 취급
하면 “심각한 평가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동지: 김우진(2011), 480면.

778) 김재형(2011), 569면은 결론에 있어서는 판례를 지지하지만 동산의 선의취득 법리의 
차용에는 반대하고 도급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보아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건축주에게 건설회사가 건설자재를 소유권유보부매매하였는지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 피고가 도급계약에 기
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득이 없다는 점, 도급인의 선의 또는 과실여부로 부당이득 
성립여부를 판단한다면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박영규(2010. 
5), 209면 이하, 228면 이하도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건축주는 건축업자와의 도
급계약에 따라 이행을 받은 것이므로 건축자재 소유자는 제74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축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문제되는 사안을 이익
전용 사안으로 구성한 것인데, 유상계약인 도급계약이 문제되는 한 제747조 제2항에 의
한 직접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보다 앞서 도급인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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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사유인 부합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문제되는 한 부당이득법적 이익조정의 문제(제261조)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

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급계약의 이행을 법률상 원인으로 본다면 앞서 사안 

(ii)에 해당하는 도품 자재 부합사안에서도 도급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

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도급인이 자재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이득의 ‘법률상 원인’을 주장하기 위하

여는 채권적 도급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익자인 도급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취득한 자재 소유권이라는 이득에 대하여 물권적 수준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선의취득 법리의 유

추는 적절해 보인다. 또한 이는 타인 물건 무단임대 사안에서 임차인의 지위

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민법상 타인물건 무단임대 사안에서 선의 임

차인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제201조 제1항에 의해 과실수취권

을 인정받게 된다. 중간자의 개입으로 용익권능만을 박탈당한 사안에서는 제

201조 이하를 통해 부수적 이익조정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선의 수익자만 보

호를 받는데, 소유권 자체를 상실당한 경우 이익조정 자체가 부정된다면 가치

평가상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제261조)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대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채권관계에 불과한 도급

계약을 자신이 취득한 이득인 자재 소유권에 대한 법률상 원인으로 주장할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에 의하면 도급인은 선악 여부 불

문하고 보호받는 결론으로 되는데, 악의자의 경우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고,779) 그 점에서 판례가 취한 선의취득법리 차용은 구

체적 타당성의 도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도급인의 선의·무과실 여

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특히 과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거래계에서 부과되는 

주의의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779) 김우진(2011), 484면은 제3자의 선악 여부를 묻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매수인과 체결한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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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CFR의 해결법

  DCFR에서는 위의 (i)에 대하여 A가 C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C는 B와의 매매계약을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C가 선의라면 선의 유상취득자의 항변이 가능하다.780) 이

러한 사안해결법은 (ii)와 (iii)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즉, A는 B를 상대

로 재산사용의 이득(3:101(1)(c))을 반환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C를 상대

로도 소유권 취득이라는 재산증가의 이득(3:101(1)(c))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양자는 선택가능하나 중첩행사는 불가능하다(7:102(2)). 이때 C는 

6:102상의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즉 자재에 대한 대가를 C

가 선의로 B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C는 6:102의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781) 결과적으로는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인정여부는 

C가 선의 유상취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독일법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DCFR의 해결법에 대하여는 긍

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즉 독일법과 같이 비급부부당이득의 보충성을 

통한 해결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생한 예이고, 선의 유상취득자

에게 항변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평가된다.782) 독일법이 비급

부부당이득의 보충성, 법률행위를 통한 취득과의 평행성, 선의취득 객체 해당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사안해결에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DCFR은 

우선 A의 C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열어둔 상태에서 철저히 수익자인 C의 입장

에서 이득을 선의 유상취득자인지만을 고려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여부

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물권법적 가치평가를 부당이득법 내에 어느 정도 반

780) 도품 가공 사안: 해설서, VII.-2:101 사례 25, 3892. 한편 DCFR은 독일민법(제950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VIII.-5:201). 민법의 경우 원칙적
으로 재료주의이면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주
의가 적용된다(제259조). 결론적으로 가공을 통한 가액증가가 현저한 경우라면 가공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가액증가에 대한 입증책임의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81) 여기서의 보수는 당연히 노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고 
대가지급은 후자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782) Wendehorst (2006), 257f.: “German law gives a vivid example of the entanglements 
provoked by a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is lacking any inner logic of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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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DCFR의 경우 도품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영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으로부

터 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도품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선의취득

이 인정된다.783) 그렇다면 수급인에 의한 건축자재 부합의 경우라면 선의 유

상취득자를 보호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도품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물권법적 가치평가와도 부합한다. 다만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양도인으로부터 

도품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이 인정되는지는 불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해설서에서 명확한 언급은 없는데, 이 경우에 양수인이 

선의 유상취득항변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물권법적 가치판단과는 무순되는 결

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 비교 및 시사점

  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 사안에서 민법과 DCFR은 선의취득 법리를 활용하

여 사안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먼저 도품 부합사

안의 처리가 문제된다. 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사안에서 선의취득 법리를 차

용하는 판례의 법리를 적용한다면 민법상 도품은 즉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제250조 본문) 2년 내라면 소유자는 도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DCFR의 경우라면 부당이득법적으로만 보자면 

객체가 도품인지 아닌지는 문제되지 않고 도급인은 선의 유상취득항변으로 보

호될 것이다. 이는 양도인이 해당 물건의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그런

대로 앞서 언급한 물권법적 가치평가와 일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도급인이 선의 유상

취득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 경우 소유자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유물반환청구의 代用이라는 점에서 물권법적 가치평

가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DCFR상의 선의 

783) VIII.-3:101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 또는 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선의취득
    (2) (1)항의 의미에서의 선의취득은 도품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으

로 영업에 종사하는(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양도인으로부터 동산을 취
득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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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 항변도 물권법적 가치평가를 반영하여 축소해석되는 결과로 될 것이

다. 한편 민법상 도품에 대한 특례로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

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1조). 민법의 경우 특칙을 두어 

소유권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균형을 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784) 부

합 사안의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거래안전보호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양수인의 ‘이득’ 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부당이득법상 선의취득 법리의 차용에서 간과되어

서는 안 되는 평가요소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선의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선의·무과실이 문제된다. 

DCFR의 경우 선의 개념은 이득의 부당성을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

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5:101(5)) 단순한 

不知를 의미하는 민법상 선의 개념보다는 엄격하다. 결과적으로 DCFR에서의 

‘선의’ 요건은 민법상 선의취득 요건(제249조)으로서의 선의·무과실에 상응할 

것이다.785) 그렇지만 양자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판례는 이득보유의 

‘법률상 원인’의 존부판단으로 접근하지만 DCFR은 항변부여로 접근한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데(제

2부 제1장 3. 다.), DCFR에 의하면 그것이 항변이라는 점에서 수익자가 자신

이 선의(+ 무과실)이며 유상취득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선의

는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무과실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786) 

784) 양창수/권영준(2015), 164면은 “민법의 점유이탈물에 대한 처리는 전반적으로 선의취
득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사정들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
한다. 

785) 수급인에 의한 도품 부합사안을 다룬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3에서의 설명에서
도 도급인의 선의 요건에는 과실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 [= 도급인]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X [= 수급인] had no right to use the bricks.”

786) 이병준(2010), 129면 이하는 건축업자가 ‘소유권유보조항’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악의로 되고, 건축업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유권유보조항에 의한 
담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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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정리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유형에서 민법과 DCFR에 따른 결론과 그 근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안유형별 비교 정리

 ※ 음영표시는 결론에 있어 다른 경우를 의미

사안유형 민법 DCFR

3각관계

지시
사안

유효한 지시
급부관계 내에서 해결 

(단축급부)

계약상대방에게 
반환청구

(계약법의 기본원리)

지시부존재 ○
직접청구 인정

(채무범위 밖의 이행)

지시 철회·취소
學: 대가관계 유효시 
지시인의 귀책성과

선의 수령자 보호 고려

대가관계 유효한 경우 
선의유상취득항변에 
의해 수령자 보호(?)

제3자를 위한 계약
判: 요약자 반환

(계약법의 기본원리)
※ 학설대립 있음

요약자 반환
(계약법의 기본원리)

채권양도

判: 양수인 반환
(제548조 제1항 단서상의 
보호받는 제3자 불해당)
※ 학설대립 있음

양도인 반환
(계약법의 기본원리)

  도난차량 수리
(수급인→소유자)

×
(제203조 비용지출자성 
부정/선의 수급인에게는 
물권적 유치권 인정)

○
(임의이행 부정. 소유자가 
선의 또는 강요된 이득이면 
실제 이득액만 반환)

  편취금전 변제
(피편취자→변제수령자)

判: 채권자가 

선의·무중과실이면  ×
선의채권자는 

 이득소멸 항변 可
첨부

(부합)
사안

소유권 유보부자재를
수급인이 부합

判: 도급인이 선의·무
과실이면 반환청구 ×
 (선의취득법리 차용)

선의 유상취득자는 
항변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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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 문제되는 다양한 사안유형에서 대체로 민법과 DCFR은 동일한 논

리 또는 논거를 통해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차이를 보이는 

사안유형으로는 지시철회·취소사안, 그리고 3각관계에서 채권양도 사안, 도난

차량 수리 사안이 있다. 

  먼저 지시철회·취소 사안에서 DCFR은 적법하게 철회·취소된 경우 대가관계

가 부존재하는 경우 지시부존재로 취급하여 외견상 피지시인이 수령자를 상대

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의 수령자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민법상 학설에서

는 지시인의 귀책성 등을 고려하여 선의 수령자를 보호한다. DCFR 해설서상 

명시적으로 이를 다룬 사안은 없지만 6:102의 선의 유상취득항변의 취지를 고

려할 때 선의 채권자는 마찬가지로 보호될 것이고, 그 경우 결론은 같아진다.

  3각관계에서 지시 사안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는 결론이 동일하나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계약법의 기본원리에서 볼 때 달리 취

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판례 변경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도난차량 수리사안에서는 민법과 DCFR은 결론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인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예외와 관련하여 DCFR이 임의이행성을 

배제로 인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민법은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이익전용소권을 부정하고, 다만 (물권적) 유치권 부여를 통하

여 선의 비용지출자인 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다(제320조). DCFR에서는 임의이

행성 부정(“사기”)을 이유로 직접 청구를 인정하지만 반환책임의 제한을 통하

여 선의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차이는 우선 민법에서는 수급인의 점유 유

지가 관건이지만(제328조) DCFR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기간 중 소유자의 물건 이용이 제한되는 비효율성과 또한 수급인에게 아

마도 원치 않는 물건 보관의무(선관주의의무, 제324조)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

할 때 직접 점유와는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DCFR의 해결법

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아울러 반환범

위와 관련하여서도 DCFR의 경우 차주의 입장에서 강요된 이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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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DCFR에서의 부당이득 사안해결에 있어서 핵심논거 검토

  지금까지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군에 대한 민법과 DCFR에서

의 해결법을 비교해 보았다. 민법과 DCFR 모두 부당이득 사안을 처리함에 있

어 일반조항상 언급된 요건 외에도 그 밖에 다른 가치평가와 원리, 정책적 판

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악의의 비채변제의 경우 손실자의 임의동의, 즉 ‘스스로 위험을 인수한 

자는 법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위험인수 논거가 언급된다. 다음으로 

3자관계 사안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예: 3각관계사안, 이익전용사

안). 한편 민법상 “법률상 원인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이득의 법률상 

원인없음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무(중)과실 여부를 동원하고 있는데(예: 편취

금전 변제 사안, 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사안), 이는 선의(전득)자 보호의 문

제와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과 DCFR은 모두 위험인수 논거와 계약법의 기

본원리, 그리고 선의(전득)자 보호 문제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가령 악의의 비

용지출자에게 과연 위험인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사기·강박의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깨고 직접청구를 인정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인지, 마지막으

로 선의 전득자 보호에 있어서 유상성까지 요구할 것인지에서 그러하다. 

  이하에서는 DCFR에서 부당이득 사안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논거로 동원되

는 3가지를 선별하여 그 사정거리를 검토해보고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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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실자의 임의 동의

  가. 반환청구 배제의 근거

  DCFR은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법률상 기초 외에 손실자의 임의 동의를 

일반화시킨 점이 특징이다(2:101(1)(b)). 즉 손실자의 임의 동의가 있으면 이득

은 정당화되므로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안들이 포

섭되는데, 대표적으로 악의의 비채변제, 악의자의 비용지출, 요청하지 않은 노무

제공 사안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실자의 임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

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득은 부당해진다(2:101(4) 목적 부도달 또는 기대 

미실현 사안).787) 

  DCFR이 이와 같이 손실자의 임의동의를 이득의 정당화사유로서 일반화하게 

된 데에는 의도적으로 이득을 부여한 자가 기회를 노린 청구권(opportunistic 

claims)을 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788)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 와서 무작정 창문을 닦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자를 법이  도와

줄 필요가 없는데, 그 경우에 그는 이득에 대한 가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risk of non-payment)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구

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한 가치 교환의 강제를 막는다는 취지에

서 볼 때도 타당하다. 손실자의 임의 동의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것

은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화의 문제점

  위험인수 논거를 통한 반환청구권 배제가 타당한 경우가 있다. 우선 악의의 

787) 한편 가공의 경우 노무제공자의 보상청구가 인정되는데, 이때는 2:101(1)(b)상의 임의 
동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VIII.-5:201(3)). 

788) 이러한 인식은 1998년 Clive 초안에서도 나타난다. 동 초안 제4조는 두 개의 정당화사
유를 규정하는데, 하나는 이득의 법률상 원인 또는 법률상 기초(동조 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주의적 청구를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기반한 것
(동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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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의 경우 그것이 손실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면 굳이 반환청구를 인정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가를 받아낼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노무가 

제공된 경우인데, 이 경우 독일에서는 선행행위모순금지(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원칙에 따라 악의자의 비용상환청구를 금지한다.789) 이와 같이 보수

를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보수를 받지 

못하는 ‘목적 부도달’을 이유로 하는 반환청구는 DCFR상으로도 2:101(4)의 요

건 불충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비용상환청구

를 배제하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악의자의 비용지출 사안은 위의 경우들과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DCFR에 의하면 이 경우 손실자의 임의동의가 있으므로 이득이 정당화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일체 배제된다. 그리고 DCFR의 동산물권편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203조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VIII.-7:104(1))790), 악의 비용지출자의 경우 비

용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의 비용지출자에게 과연 ‘손실에 대

한 임의 동의’가 있는지가 관건인데, 악의자는 대가 또는 가액을 받으려는 의

도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이 자

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freely)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악의자가 인수한 위험의 한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악의

의 비용지출자에게 일체의 비용상환을 배제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망외의 득을 방치하는 결과로 된다. 물론 불법원인급여에서 동등불법의 경우 

반환청구를 저지시킴으로써 반사적으로 이득이 수익자에게 남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791) 그러나 그 경우에는 급부이득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이라

789) 자기불법 원용금지원칙과 결합한 신의성실의 원칙(제242조)이 적용되어 이득이 실현
된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구가 금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체약강제가 되
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주장된다. Larenz/Canaris (1994), § 72 IV 2b.

790) VIII.-7:104: 점유 중 물건에 대한 비용지출 또는 추가된 부분
   (1) VIII.-7:101 (적용범위)의 의미에서 점유자가 점유 중 물건에 대한 비용지출 또는 부

분을 추가한 경우, 그러한 비용지출 또는 추가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제7편[=
부당이득]에서 정한다.

791) 주지하듯이 이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
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 252 -

는 매우 심중한 ‘불법’을 저지른 자를 법질서가 돕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상황

인 것이고 무엇보다 이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이득창출은 전혀 없다. 그러나 

비용지출의 경우에는 비록 악의이기는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을 창출한 

것이고 이때 일체의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수익

자에게 망외의 득을 남긴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득의 정당화사

유로 손실자의 임의동의를 격상시킨 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은 악의자의 비용지출부분이 수거

가능하다면 투자비용회수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수거권 내지 수거의무를 인정

하는 방법이 가장 간명하다.792) 그러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비용이나 

노력면에서 불합리한 경우라면 결국 부당이득법의 문제로 되는데, 이때 비용

지출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을 인수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선 그

것이 객관적 이득을 발생시킨 한에서 반환청구는 인정하되, 구체적으로 수익

자의 반환범위는 주관적 가치평가를 통해 수익자에게 이득으로 된 것, 즉 비

용절감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수익자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았다면 비용상환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악의자는 그 한도에서만 비용상환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수’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비용지출 결과 증대된 가

치를 소유자가 임대나 매각의 방식을 통해 객관적 이득으로 실현시킨 경우라

면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793) 이 경우에 이득의 실현시킬지 여

부는 수익자의 재산계획 또는 의지에 달린 것이며 역시 그 한도에서만 이득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을 손실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민법과의 비교

  악의의 비채변제의 경우 민법은 별도의 조문을 두어 반환청구를 배제하고 

있는데(제742조), 그 이유로 선행행위 모순금지의 원칙 또는 스스로 변제한 자

에 대하여 법질서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음 등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794) 

792) 독일민법 제997조, 제258조 제1문. 
793) 이 경우에 대하여 DCFR은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데, Wendehorst (2008), 230 n. 

31은 이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 5:102(2)(a)가 유추적용되어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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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상으로는 단순히 채무없음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만 판례는 악

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제742조에서 악의 요건을 임의성을 추가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함으로써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반환청구를 

배제하고 있는데,795) 이로써 결론적으로는 DCFR과 같아진다.796) 그렇다 하더

라도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이유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DCFR에서는 

손실에 대한 임의 동의로 이득이 ‘정당’하게 되지만, 민법상 이득의 부당성은 

법률상 원인, 즉 객관적 ‘비채’ 여부로만 판단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다른 정책

적 이유가 제시된다. 

  한편 타인 재산에 대한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민법은 제203조에서 비용3분설

에 따라 필요비는 전부(제1항),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

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인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

도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인정한다(제739조 제3항). 반환범위에 관하여 

이득의 현존을 전제하기는 하나 근대 대륙법의 입법례를 좇아 객관주의에 따

른 것이고, 여기서 악의 지출자의 위험인수 논거는 고려되지 않는다.797) 한편 

794)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2조, 387면(“효율적인 법적 해결의 추구”와 “선행행위에 
모순하는 변제자의 행태에 대한 제재”). 김주수(1997), 583면: “자신이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이므로…보호할 필요가 없다.” 한편 윤진수(2014. 9), 127면은 법
경제학적 시각에서 악의 비채변제자의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이유는 거래비용을 증가시
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79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회사를 인수한 자가 피인수회사의 체납전기요
금채무가 비채임을 알면서도 한전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청산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단전될 것을 우려하여 변제한 사안)에서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
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이어진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
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등. 한편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83 판결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패소판결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에서 명한 금원을 채
권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면 악의의 비채변제라
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796)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 확정된 민법개정안에는 제742조 조문에 “임의로”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비채인 줄 알았으나 어쩔 수 없이 변제한 경우에 “임의로”를 
추가하면 반환청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종래 해석론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앤 점에
서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로 권영준(2014. 12), 164면.

797)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378면에서는 이때 부당이득법은 사무관리법의 보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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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을 노린 강요된 노무제공과 관련해서는 학설상 ‘강요된 이득’의 법리

에 따른 반환범위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798)

  결론적으로 손실자의 임의 동의가 문제되는 사안유형에서 민법은 DCFR과는 

달리 사안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차이는 악의 비용지

출자의 경우 필요비의 전부 그리고 유익비의 경우 일정한도에서 비용상환청구

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고, 악의적 개입자의 경우에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

환청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가 손실자의 임의동의를 일

반화하여 처리하고 있는 DCFR과 비교해 볼 때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이 악

의적 개입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경제적으로 객관적 이득창출에 기여한 

경우라면 공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정 한도에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

은 비교법적으로도 확인된다.799) 심지어 악의적 개입(officious intermeddling)에 

대하여 적대적인 영국법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예외적인 경우 비용상환을 인정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술한 제2장 1. 가 (2) 참조).

  

  2. 계약법의 기본원리

  가. 원칙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부당이득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부당

이득법의 적용범위 획정에 있어 계약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부당이득법은 

침묵한다. 이로써 부당이득법에 의한 계약법의 잠식이 방지된다. 이는 이른바 

이익전용소권의 원칙적 부정으로 연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계약법의 기본원리

는 계약청산의 국면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계약

상대방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1970년대 

독일에서 카나리스가 급부개념을 대체하는 실질적 기준설을 제시함으로써800) 

범으로서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736조를 유추하여 비용지출 개시한 때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상환범위는 현실적으로 지출한 액을 한도로 부당이득 소송이 
계속되는 시점에서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에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제739조 제3항). 

798)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377면 이하. 
799) Wendehorst (2005), 121f. 
800) Canaris, “Der Bereicherungsausgleich im Dreipersonenverhältnis”, in Festschrift für K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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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특히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을 해결할 때 

효용을 발휘한다. DCFR은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전제로 삼고 있다. 

  우리 판례도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사

안해결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익전용소권을 부정한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을 비롯하여 전형적인 3각관계 사안인 분양대금 지급지

시 사안(2001다46730)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의 해제 사안(2005다

7566)의 해결에서도 동원된 바 있다. 그리고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

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인 이른바 

제3자방 이행 사안에서 계약효력이 불발생하여 그 청산이 문제된 2009다98706 

판결에서는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불발생

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801)고 판시함으로써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거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의 관계에 관하여 계약법의 우위는 사적자치 원칙을 통

해 정당화된다. 그리고 계약 청산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을 반환청구의 상대방

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계약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계약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위

험 배분을 정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타당하고, 이는 무효·취소되어 좌절된 계약

청산을 위한 부당이득법적 맥락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DCFR은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계

약 체결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한도

Larenz zum 70. Geburtstag (1973), 802ff.(= GS. Bd. 3, 719ff); Larenz/Canaris (1994), § 70 
VI 1b 참조.

80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설립자
가 별도로 설립한 의료법인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해당 소비대차계약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시 사안으로 
구성하고, 이득이 지시수령인에게 갔으므로 지시인(피고)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취
지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유형설의 명시적 채택으로 그 의미가 크다.



- 256 -

에서 자발적인 ‘위험인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802) 그러므로 DCFR에서는 이

러한 자발적인 위험인수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3각관

계 사안을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다. 

  다. 예외

  민법과 DCFR은 모두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이지만 그 예외 인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DCFR에서는 채무이행의 임의성

이 부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익전용소권이 인정된다(2:102(a), 2:103(1)). 대

표적인 사안으로 앞서 살펴본 도난차량 수리 사안을 들 수 있는데, DCFR에 의

하면 도급계약은 도급인(도둑)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수급인의 채무이

행이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차량수리에 

대한 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수익자인 차량소유자는 이득

에 대하여 선의거나 강요된 이득인 경우에 비용절감에 대하여만 반환책임이 

인정된다(상세는 전술한 제3장 2.). 이러한 예외인정의 근거는 이 경우 계약법

의 기본원리를 지지하는 상대방 선택 과정에서의 임의성이 배제되기 때문으로 

본다. 이에 비하여 민법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게 선의 수급인의 경우 

물권적 유치권(제320조) 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

  가. 전득자의 반환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한 계약상대방을 뛰어넘

는 이익전용소권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간접이득자인 전득자는 반

802) 해설서, VII.-2:102, 3966에서는 ‘이행당사자는 계약상대방을 선택하였고 기대가 좌절
되는 위험을 받아들였다(the performing party has sought out the contractual partner and 
accepted the risk of disappointment)’고 서술하고 이를 “근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이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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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당이득법상 수익자로부터 이

득을 전득한 자의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제747조 제2항에

서 악의·무상전득자의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 수익자의 반환의

무가 불능인 경우(현존이익 상실, 무자력, 시효도과, 소재불명) 반환책임을 연

장하여 악의·무상전득자를 상대로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악의의 

무상전득자는 손실자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없음을 근거로 한다.803) 동조

에 대하여는 현행 민법상 적용될 여지가 없고 “필요없는, 따라서 잘못된 입

법”이자 “입법상 오류”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고,804) 실제로 원물반환이 문제

되는 한 물권행위 유인성을 고려할 때 동조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제747조 제2항은 실제 적용가능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

는데, 동조가 민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전용소권 규정이라는 점,805) 그

리고 단축급부에 의한 금전지급의 경우 동조가 전제하고 있는 선의 유상자의 

보호라는 가치평가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806)

  나. DCFR에서의 전득자의 보호범위

  DCFR에서는 선의 유상취득자의 항변을 6:10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방

식에 있어 민법 제747조 제2항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민법이 악의 무상취

득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적극적 규정방식이라면 DCFR은 선의 유

상취득자에게 항변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배제하는 소극적 규정방식

을 취하고 있다. 민법과 DCFR은 악의 무상취득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선의 유

상취득자는 보호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선의의 무상취득자와 악

803)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76면 이하. 
804) 김형배(2003), 220면 이하에서는 “처분행위가 무인인 경우에도 손실자의 반환청구가 

제3자의 악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한 그 존재의의는 거의 없다.” 
805)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72면. 
806) 그러한 시도로 김형석(2006. 9), 294면 이하 참조. 그에 따르면 제747조 제2항은 (i) 삼

면관계상 직접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원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불능인 
경우), (ii) 최종적으로 급부를 받은 자가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대항사유의 상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iii) 직접청구 인정을 위해서는 악의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급부수령자의 신뢰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가치평가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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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유상취득자에 대한 취급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

법 제747조 제2항이 매우 제한된 적용영역을 가진 데 비하여, DCFR의 6:102

는 간접이득 사안이나 3면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직접청구 사안의 해

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DCFR 해설서상에 선의 유상취득항변

이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

  우선 매매계약이 이행되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임대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복귀된 경우, 소유자인 매도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사

용이익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DCFR은 임차인이 선의라면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한다.807) 

  다음으로 간접이득 사안이 다루어지는데, 앞서 제3장 4.에서 살펴본 송아지 

가공사안808)과 도품 부합 사안809)이 그 예이다. DCFR에서는 송아지 매수인이

나 도급인이 선의라면 선의 유상취득 항변으로 보호된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독일에서는 양 사안에서 도품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제

935조) 소유자의 가공자/도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태도와

는 대비된다.810) 민법에서도 도품의 경우 즉시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점(제

250조), 판례가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제261조)를 법률요건준용으로 보고, 소유

권유보부 자재 부합사안에서 선의취득법리를 차용하고 있음(2009다15602)을 

고려해 볼 때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가공자/도급인을 상대로 한 원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것이다(단 제250조 제1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

사는 2년 간의 제한 있음). 

807) 해설서, VII.-6:102, 4162, 사례 1. 
808) 해설서, VII.-2:101, 3892, 사례 25. 
809)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3. 
810) BGHZ 55, 176. Larenz/Canaris (1994), § 70 III 2e, 4b; Medicus/Petersen (2011), Rn. 730. 

한편 이 경우 가공자가 도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제818조 제3항의 이득소멸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부정하였다. 그 이유로 무권리자가 소
비하거나, 무권리자가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득소멸의 
항변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받을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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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면관계에서의 선의 수령자 보호

  앞의 두 사안유형에서는 물권법상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사용이익

이나 도품의 경우 DCFR이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통해 전득자를 보호해 준

다면 다음으로 해설서에서는 임의이행 배제(2:103(2))로 인해 직접청구가 인정

되는 사안이 나온다. 사기꾼 X가 E의 대리인임을 참칭하며 D에게 E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E에게는 D의 대리인임을 참칭하여 입금이 확인되면 자신에

게 물건을 보내도록 한다. 이 경우 D의 E에 대한 이체는 X의 기망에 의한 것

이므로 D는 E를 상대로 직접청구가 가능하지만(2:102(a), 2:103 (2)) E가 선의

이면(DCFR의 선의 요건상 무과실까지 요구됨) 6:102상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게 된다.811) 위와 같이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모두 무권대리로 부

존재한 사안에서 무효인 지시에 따라 수령자에게 직접 출연(외견상 채무이행)

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민법상 단순한 2자관계 사안으로 처리될 것이지만, 

DCFR은 이 경우에도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으로 수령자를 보호하고 있다. 결

국 이 경우 D는 X를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것

이다.812) 

  3면관계에서 선의 수령자 보호문제에 있어서 비교법적으로는 보상관계상 지

시에 기하여 출연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시인의 지시에 좇아 출연이 이루어지

는 경우나 지시철회나 지시취소 사안에서 유효한 대가관계가 전제된 사안이 

다루어진다. 이 경우 선의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거가 동원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자력에 대한 착오로 이체하였는데 대가관

계상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선의의 수령자에 대한 은행의 직접청구를 

배제하기 위해 유효한 약인(good consideration) 항변이 동원되고 있고,813) 독일

에서는 지시철회 사안의 경우 손실자의 귀책성, 선의 수령자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보상관계에 하자있는 사안과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814) 

811)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2. 
812) II.-6:107 권한없이 대리인으로 행위하려는 자
    (2) 본인으로 의도된 자의 추인이 없는 경우, 그 자[무권대리인]는 그 제3자[상대방]가 

무권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행위하였더라면 있었을 지위에 놓일 수 있도록 제3자[상
대방]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813) 이에 대하여는 Goff & Jones (2011), paras. 2-15ff. 참조. 최근의 판결로는 Lloyds Bank 
Plc v Independent Insurance Co Ltd [2000] Q.B.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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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R도 전자의 사안에서 직접청구를 부정한다. 해설서상에서는 은행이 고

객의 신용도를 착오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사안에서 이 경우 보상관

계상의 채무 존부에 대한 착오는 채무이행의 임의성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

므로 은행의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는 부정된다.815) 이로써 수령자는 

은행의 직접청구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지시철회·취소 사안의 경우 

DCFR의 기본적인 태도는 지시부존재와 같이 보아 일단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는 대가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유효한 대가관계

가 존재하고 수령자가 선의라면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6:102)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의 이중 무권대리 사안에서와 같이 DCFR상의 선의 유상취득 

항변의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점에서도 지지된다. 

  위와 같이 대가관계가 유효한 경우라면 3면관계에서 선의 수령자는 채권자

로서 ‘자신의 것을 수령하였다’(suum recepit)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가관계

도 무효인 경우라면 이러한 논거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다른 논거가 요

청된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하자 사안에서 단축급부 구성을 통해 직접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816) 그리고 DCFR에서

도 지시 사안에서 이중하자의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이와 같이 처리

되고 있음도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DCFR에서는 출연자의 임의이행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법의 기

본원리의 예외로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이중 무권대리 사안이 

그 예인데, 특징은 이를 “사기”로 인한 채무이행의 임의성 배제로 다룬다는 점

이다. 이러한 직접청구에 대하여 선의 수령자의 보호가 요청되는데, 이때 선의 

유상취득 항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DCFR에서는 선의의 ‘유상’취득성이 중

814)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109ff. 그 외에도 은행은 이행보조자로서 지급
의무의 이행에 삽입되었을 뿐이라는 논거도 제시된다.

815) 해설서, VII.-2:102, 3963, 사례 1. 그 이유로 은행은 계약상 이체할 의무가 있었고 착
오는 임의이행 배제사유가 아니므로 2:102에 의하여 수령자의 이득이 정당화되는 것으
로 보는데, 은행은 고객의 일정한 신용등급을 전제로 이체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
는 계약에 따른 임의이행이라기보다는 지시에 따른 변제효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객의 잔고착오에도 이체한 사안으로 해설서, VII.-2:102, 3967, 사례 9도 참조. 

816) Staudinger/Lorenz (2007), § 812, Rn. 54; 이 경우 직접청구가 부정되어야 하는 논거로 
Larenz/Canaris (1994), § 70 II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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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유상’은 대가관계의 유효를 전제하

지 않음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 경우 선의 수령자의 보호를 위해 대륙법상 이득소멸의 항변

에 상응하는 ‘상태변경’(change of position)의 항변이 동원된다. Dextra Bank 

and Trust Co Ltd v Bank of Jamaica 판결817)에서 원고(Dextra Bank)는 피고

(Bank of Jamaica)를 위하여 약 3백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의 서명이 있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고에게 외환대출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

행했다고 생각했고, 피고는 자메이카 달러를 미국 달러로 교환하는 외환매매

를 위하여 수표를 받고 이를 위하여 자메이카 달러를 원고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원·피고 모두 중간의 제3자에게 기망당

한 것이었고, 제3자가 피고로부터 달러를 받아 챙겼다. 여기서 추밀원은 원고

의 착오에 기한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설사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상태변경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가정적으로 설시하였다.818) 선의 유

상취득자가 보호받는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DCFR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

로 보인다.819)

  (3) 소결

  결론적으로 DCFR에서의 선의 유상취득항변은 일차적으로 이득이 선의취득

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 선의취득의 법리를 연장하여 전득자를 보호하는 기

능을 하고 있다. 이는 전득된 이득이 사용이익인 경우뿐만 아니라 도품인 경

817) [2002] 1 All ER (Comm) 193.
818)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지정한 자들에

게 달러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득전의 상태변경 항변(anticipatory changes of position)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득과 상태변경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는 한 이득을 예상
한 이득소멸의 경우에도 상태변경항변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Goff & Jones 
(2011), paras. 27-29. 

819) 종래 영국법상 3면관계에서 선의수령자 보호는 대륙법상 suum recepit에 상응하는 유
효한 약인(good consideration) 항변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 내에서도 유효한 
약인 항변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피지시인이 지시
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태변경 항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Goff & Jones (2011), para. 29-21에서는 선의 유상취득(bona fide purchase) 항변의 원용가
능성을 시사하는데, 그 경우 DCFR의 태도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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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까지 취득자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보호범위가 넓다. 아울러 3

면관계에서 대가관계가 유효한 경우 선의 수령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고 비교

법적으로도 이 경우 선의 수령자는 보호된다. 여기에는 보상관계는 부존재하

면서 지시만 있는 사안이나 지시철회·취소 사안이 속한다. 한편 대가관계까지 

흠결있는 경우에도 독일에서는 단축급부적 구성을 통해 직접청구를 배제한다. 

DCFR도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통해 원칙적으로 직접청구를 부정하면서도 출

연자의 임의이행성이 부정되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되는데, 이때 수령자 보

호를 위해 선의 유상취득항변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상태변경 항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선의 유상취득자가 보호받는 점에서는 같게 된다.  

  다. 민법과의 비교

  (1)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 관련

  선의 전득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유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원

물반환이 문제되는 한 제747조 제2항의 적용 여지는 없다. 그러나 민법에는 

선의 취득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제3

자 보호조항에서의 대항불능 법리(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

항, 제110조 제3항)와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제249조)이 있다. 한편 원물로부터

의 과실이나 사용이익과 같은 부수적 이익조정을 위해서는 제201조가 적용된

다. 이 규정들을 통해 물권행위 유인성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전득자는 과실 

또는 사용이득에 대한 취득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작은 선

의취득’ 또는 ‘축소된 선의취득’을 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20) 다만 전득

자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민법과 DCFR은 차이를 보이는데, DCFR은 6:102의 

별도의 항변을 통해 선의 ‘유상’ 취득자만을 보호하지만, 민법에서는 선의만을 

요구하고 유상취득자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가령 통설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제249조)을 인정한다.821) 그 경

820) 양창수·권영준(2015), 452면 주3. 
821) 주석민법/김진우(2011), § 249, 808면 이하, 특히 812면에서는 ‘거래행위’란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여의 경우 
그러한 거래행위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연 ‘거래(去來: 주고 받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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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당이득반환책임과 관련하여 무상취득자의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지만,822) 다수설은 유상의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반환의무를 부정

한다.823)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무상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도(제932조), 무

상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제816조 제1항 단서)을 두어 선의취

득에 관한 물권법 규정의 채권적 교정을 위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독일법과도 차이가 있다.824) 이에 비하면 DCFR은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유상성

을 요구하므로(VIII.-3:101(1)(c)),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자체가 불가능

하고, 부당이득법적으로도 선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항변을 부여한다.

  (2) 3면관계에서 수령자의 보호범위

  유형설에 따르면 3면관계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단축급부 구성을 통해 직접

청구를 배제하는데, 이로써 부당이득반환은 각각의 원인관계에서 이루어지도

록 한다.825) 이는 보상관계가 부존재하는데 지시만 존재하는 사안에서도 적용

되고,826) 지시철회·취소 사안에서도 지시인의 귀책성, 선의 수령자의 보호를 

어휘가 무상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곽윤직·김재형, 물권법(2014), 164면
(거래에 관한 법률행위의 예로 “매매·증여·질권설정·대물변제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제
철웅(1995), 134면 이하는 선의취득제도의 정당화 근거나 원소유자와 선의 무상취득자 
간의 이익형량을 이유로 유상취득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동(2002. 6), 
77면; 양창수·권영준(2015), 158면은 무처분권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무상양수인이 부담
함이 타당함을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문제이지만, 목적적 축소해
석을 통해 무상양수인의 선의취득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주석민법/김진
우(2011), § 249, 810면은 원 권리자가 자발적인 점유이전에 의하여 창출된 위험을 스스
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유자의 신뢰 남용위험은 원 권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822) 이영준, 물권법(2009), 291면(비례원칙에 따른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취득자와의 이익교량 
필요); 김증한/김학동, 물권법(1997), 127면(“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 
김상용, 물권법(2013), 229면(“공평 내지 정의의 이념”). 

823) 주석민법/김진우(2011), § 249, 808면 이하; 김형배(2003), 185면 등.
824) Medicus/Petersen (2011), Rn. 383, S. 180. 그 입법배경과 취지로 제철웅(1995), 135면 

이하에서는 물권행위 무인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825) 김형배(2003), 296면. 그 근거로 각 당사자는 각각의 급부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무자

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인정하게 되면 수령자는 지시인에 대해서, 
지시인은 출연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형석
(2006. 9), 324면은 이러한 결론이 민법 제747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
고, 직접청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출연자와 수령자가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와 
다투어야 한다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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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직접청구를 제한하고자 한다.82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에서는 전자의 문제에 관하여 단

축급부에 따른 해결법을 택하였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총회 결

의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동 조합이 공사대

금채무를 지고 있는 피고에게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총회의 결의가 부존

재 또는 무효였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다. 원심은 제741조의 요건에 따라 

손실, 이득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러한 이득을 보유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따라 부당하다고 본 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가 악의

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익전용소권을 

부정한 판례(99다66564)와 분양대금 지급지시 판결(2001다46730)에서 설시한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설시한 후, 이 사건을 지시로 인한 단축급부사안으로 구

성하고(“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

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

도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

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위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에 대하여 악의라는 사정(피고는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였으며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 옆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추가부담금 납

부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를 주도하고 그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였다)은 결

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DCFR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른 이행은 임의이행성이 배

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원고는 수령자인 피고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피고는 지시인과의 대가관계상 공사대금 채권자라는 점에서 유상취득

자이기는 하나 악의이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DCFR에서 임의이행이 부정되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직접청구에

서 이득이 물건인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한 보상관계 취소를 

전제로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가 적용될 것인데, 이 경우 전술한 선의취득이

826) 김형석(2006. 9), 298면.
827) 김형석(2006. 9), 317면 이하, 32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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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의 제3자 보호조항을 통해 선의 수령자는 보호될 것이다(다만 선의취득

의 경우에는 무과실까지 요구됨).  

  (3) 검토

  비교 결과 민법과 DCFR은 도품이 부합된 사안을 제외하면 선의 취득자 보

호에 있어서 같다. 그 차이는 민법에서는 도품 부합사안에서 물권법적인 선의

취득의 가치평가가 부당이득법적 판단에 우선시하는 데 비해, DCFR에서는 선

의 유상취득자의 보호, 즉 거래안전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득자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선의의 유상취득자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선의

의 무상취득자도 보호되는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민법은 물권법

적으로 선의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유상성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

여 선의취득의 경우뿐만 아니라 의사표시 무효·취소로 인한 제3자 보호조항에서 

모두 선의자라면 무상취득자도 보호를 받는다. 전득의 객체가 사용이익인 경

우에도 선의자이기만 하면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면관계에 있어서도 판례는 단축급부적 구성에 따라 부당이득 청산은 

각 급부관계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렇다면 대가관계가 무상이더라도 제

747조 제2항의 취지상 수령자가 선의라면 출연자의 직접청구는 배제된다.828) 

  반면 DCFR에서는 선의 무상취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선의취득에서 유상

성을 요건화한 것, 그리고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으로 유상취득자의 경우에만 

부당이득법상 항변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사용이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의의 임차인은 보호받지만, 선의의 사용차주는 보호받

지 못하다. 아울러 3면관계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직접청구에서도 일관되게 

선의 유상취득자만 보호된다. 

  비교법적으로 전득자의 유상취득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독일의 경우 무권리자로부터 유효

한 취득의 경우에도 무상취득이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816조 제1항 

제2문), 나아가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무상취득자의 경우 보충적이기는 

828) 김형석(2006. 9), 297면은 우리 민법이 직접청구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최종수익
자의 ‘악의’ 요건까지 요구함으로써 직접청구를 더욱 엄격하게 인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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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직접청구를 당하게 된다(제822조). 나아가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 부수적 

이익조정에 있어서도 선의의 유상점유자의 경우만 수익반환의무를 배제해준다

(제993조 제1항 제2문).829) 이는 모두 선의자라 하더라도 무상취득자의 경우 이

득법적 관점에서는 손실자에 비하여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득법적 관점에서 보면, 전득자가 유상취득한 경우라면 손실자의 입장에서는 

원 수익자에게 남아있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상취득한 경우라면 

원 수익자에게는 이득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 더욱이 수익자가 선의 무상처

분한 경우 수익자는 이득소멸 항변이 가능하고(제748조 제1항), 전득자까지 선

의라면 이득이 전득자에게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자는 누구로부터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때 권리상실자와의 관계에

서 무상취득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떨어지므로 민법과 같이 선악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득취득에 있어 유상성 여부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830) 소유권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선의취득 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인 것이고,831) 물권법적 권리귀속의 판단과 

이득법적 반환청구의 인정여부의 기준은 달리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

자와의 관계에서 선의자라 하더라도 무상취득자의 보호는 후퇴시키는 것이 타

당해 보인다.832) 

829) 선의취득 규정(제932조)과 평행하게 침해부당이득을 저지하는 법률상 원인이 된다는 
견해로 Larenz/Canaris (1994), § 67 III 2f.

830) 박세민(2016), 1042면 이하는 민법 제747조 제2항의 입법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입법자가 독일민법 제822조에서와 같이 이득의 무상성과 법
률상 원인의 부재를 동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한편 Clive (2004), 
601f.도 일반적인 이익전용소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득자가 무상이
거나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831) 이는 점유이탈물에 대한 취급에서 확인된다. 독일법은 점유이탈물은 영구히 선의취득
을 배제하지만(제935조) 민법의 경우 즉시 취득만 배제되고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
사를 2년으로 제한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제250조 본문).

832) 관련하여 윤진수(2014. 9), 146면은 민법과 같이 무상에 악의요건까지 요구하는 입법
례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민법상 악의자 또는 무상취득자의 경우 선의 유상취득자보다 
보호를 덜 받는 경우는 있지만 무상취득이면서 악의여야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제747조 제2항은 민법상 이질적인 규정으로 목적론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
장한다. 또한 권영준(2014. 12), 182면 이하는 민법 제747조 제2항은 손실자와 무상전득
자의 보호가치 비교에 있어서 무상전득자의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손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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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3면관계에서 악의 수령자까지 보호할지가 문제된다. 단축급부 

구성 또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급부연쇄 또는 계약연쇄의 경우 수령

자의 선악 여부는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2006다46278)에서 문제된 

사안에서와 같이 부존재 또는 무효인 총회결의를 근거로 지급을 지시하였고 

수령자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이행을 사실상 강제한 경우라면 그러한 수령자

까지 단축급부로 보아 대가관계상 변제효 인정을 통해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임의이행성 부정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

서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통한 수령자 보호라는 DCFR의 해결법에 의하면 

이 경우 악의 수령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위 사안에서 민법상 직접청구

가 배제되는 이유는 보상관계가 부존재함에도 지시인의 ‘유효한’ 지시가 있었

고, 그 지시에 따라 피지시인이 출연을 함으로써 대가관계상 채무 변제효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의 suum recepit 논거의 인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라. Suum recepit 논거의 검토

  (1) DCFR

  마지막으로 채권자로서 ‘자신의 것을 수령하였다’(suum recepit)는 것이 부당

이득법상 법률상 원인 내지 항변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DCFR은 이득소멸 항변과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통해 변제를 수령

한 선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

서는 이득소멸 항변을 통해(제3장 3.), 보상관계가 부존재함에도 지시인의 지

시에 좇아 출연이 이루어진 사안과 지시철회 사안에서 대가관계가 유효한 경

우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통해, 이를 자신의 채무자와의 채권관계상 이루어지

는 변제로 여기고 수령한 선의의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자인 손실자(즉, 

신뢰야기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기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무상전득자에
게는 보호가치 있는 충분한 신뢰투자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동조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한다. 참고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에서 동조에 관하여 악의 요건 삭제 논의
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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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피해자 또는 (외견상) 피지시인)를 상대로 ‘자신의 것을 수령하였다’고 

원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DCFR에서는 선의 채권자의 경우 suum 

recepit 항변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2) 민법상 suum recepit 논거의 인정여부

  민법상 suum recepit 논거의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먼저 변제법상

(제460조 이하)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가령 지

시 부존재 사안에서 수령자와 외견상 지시인 간에 대가관계상 채권이 있고 나

아가 수령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수령자는 외견상 피지시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하는데, 이는 외견상 피지시인의 변제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

이다. 이는 피지시인은 어디까지나 외견상 지시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의욕한 

것이지 지시인의 수령자에 대한 채무변제, 즉 제3자 채무변제를 의욕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833) 독일의 다수설도 같은 이유에서 제3자변제효를 부정하고 

직접청구를 인정하는데,834) 그 이유로 이때 직접청구가 부정된다면 외견상 지

시인에게는 강요된 이득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효완성 임박, 유치권, 상계적

상에서의 반대권리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된다.835)

  그러나 채권자로서 ‘자신의 것’을 수령한 것인지는 변제법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가령 변제로서 타인물건을 인도한 경우 민법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채

권자가 선의로 소비하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변제효를 인정하고는 있지만(제

833) 이 문제는 변제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복잡한 학설대립이 깔려있지
만(이에 대하여는 민법주해/김대휘(1995), 전론(제1관 변제), 20면 이하 참조), 제3자변제
가 되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
한 의사가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다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러한 변제지정이 없는 한 제3자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
아야 한다. 한편 변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변제’와 ‘변제행위’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법률행위설은 타당하지 못하고, 아울러 제3자변제와 타인채무 변제(제745조 
제1항)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변제자의 ‘변제지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급부가 사실적
으로 실현되면 그것만으로 변제효가 발생하여 채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사실적 급부실
현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834) MünchKomm/Schwab (2013), § 812 Rn. 81ff.
835) Canaris (1973), 824f. (= GS Band 3, 7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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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조 제1항), 변제물의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는다(동조 제2항). 다른 한편으로 유효한 변제는 아니지만 민법이 선

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제자로부터 비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변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채

무의 변제에 관한 제745조가 그러한데, 민법은 실제 존재하는 타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단순 비채변제(주관적 비채변제)로 보아 오상변제자의 수령자에 대

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변제수령자의 신뢰를 보호

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상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제한한다. 

즉 채권자가 선의이며 변제수령 후 이를 신뢰하여 일정한 불이익한 상태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변제수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변제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해야 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변제의 ‘수령’만으로 채권자의 이득

보유는 정당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순히 채권관계의 존부만으로 suum recepit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

니다. 지시 사안에서 대가관계에 하자가 있거나 대가관계와 보상관계가 모두 하

자있는 경우 수령인은 ‘자신의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자에게 직접청구

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자신의 

계약상대방을 상대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자로서 ‘자신의 것’을 받았는지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간에 

채권관계의 존부 내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

다. 변제수령자가 변제받은 것에 대하여 변제물의 소유자 또는 변제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자신의 것’을 받았다고 인정받

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단순히 채권자로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변제수령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단

초는 타인의 채무 변제에 관한 제745조 제1항에서 제공하는데, 단순한 변제수

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정, 즉 증서훼멸, 담보포기, 시효도과와 

같은 불이익한 상태변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suum recepit은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논거라기보다는 채권자의 변제수령에 대한 신뢰보

호를 고려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는 상태 내지 결과에 대한 서술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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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교 및 소결

  DCFR은 이득소멸 항변과 선의 유상취득 항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선의 채

권자의 suum recepit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선의 채권자의 

변제수령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하는 독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없

다. 즉 채권관계의 존재와 이에 기한 변제수령만으로 채권자의 이득보유가 부

당이득법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는 부당이득법상 이득보유를 정당화해주는 

“법률상 원인”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편취금전 변제 사안에서 채권자가 자신은 채권자로서 유효

한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편취자(손실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배제하거나 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 사안에서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이 이

득의 법률상 원인이므로 도급인을 상대로 하는 원 소유자의 반환청구가 배제

된다는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과연 ‘자신의 것’을 받았는지 여

부는 단순히 채무자와의 채권관계의 존부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실자와의 관계에서 이득의 정당화사유가 요구되는데, 판례도 이러

한 문제를 의식하여 채권관계 외에 추가적으로 채권자에게 선의·무(중)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경우에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3다

8862) 또는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2009다15602). 

  한편 채권자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이 DCFR보다 더 넓게 보호하

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편취금전 변제 사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이득의 정당화를 위해 채권자의 선의·무중과실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득소멸 

항변을 동원하는 DCFR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과실 있는 채권자까지도 보호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타인의 채무의 변제에 있어서도 민법은 

시효도과와 같이 법적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포기, 나아

가 증서훼멸과 같은 추상적 권리상실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원천차단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신뢰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제745

조), 이는 DCFR이 수령자에게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의 한도에서 ‘이득소멸

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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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제1부에서는 2009년 발표된 DCFR 최종본의 부당이득편에 대한 

축조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 및 내용상 평가, 

민법에의 시사점, 사안별 고찰을 통한 민법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DCFR에서 

사안해결과정에서 동원된 핵심논거들을 검토하였다. 

  DCFR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비교법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와

는 차별된 의미 있는 결정들을 토대로 역사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계

와 접근법에 기초하여 성안된 부당이득에 관한 최신의 모델규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부당이득법에 국한하여 보자면, 일단 부당이득법 분야에 있어서 모델규

정의 성안 자체는 전례 없는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DCFR에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837) 부당이득편의 경우에도 

‘시기상조’라는 평가는 그나마 온건한 비판에 속하고,838) 기존 회원국의 법전

통과는 동떨어진 부당이득법 규정을 성안한 것이라는 비판에서부터, 규정의 

복잡성과 추상성 및 새로운 법적 개념에 대한 비판, 나아가 개별사안에 적용

하였을 때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지

배적이다.839)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의 규율체계와는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DCFR의 앞으로의 운명에는 부정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유럽통합에의 동력 상실과 같은 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DCFR이 

실제로 유럽민법초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

당이득편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적어 보인다. 

  그러나 유럽법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적’ CFR과는 별개로 ‘학문적’ 

836) 해설서, VII.-6:101, 4142, 사례 4에서는 채권자의 담보포기 사안의 경우 이득소멸 항변
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담보포기 그 자체만으로는 ‘이득소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채권의 만족에 어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837) DCFR을 둘러싼 논란과 효용성에 관하여는 김진우(2009. 10), 14면 이하 참조.
838) Wendehorst (2006): “somewhat premature”; Schulze (2008), 22: “not yet suitable as a 

direct guideline for EC legislation”; Smits (2008), 162: “too early to draft detailed rules”;  
Smits/Mak (2011), 255: “유럽 사법에서 부당이득법 분야의 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마
도 아직은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839) Jansen/Zimmermann (2010), 103, n. 29에서는 부당이득법과 관련하여서 수많은 신조어와 
기이한 발명물로 가득 차있고 어떠한 확립된 국내법적 전통도 따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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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의 초안으로서 DCFR은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민법은 1960년 

시행 이래 부당이득법 분야의 개정은 한 차례도 없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입법자가 지혜롭게도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한 근대 일반 부당이득법제도

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간 사회와 경제발전 가운데 문

제된 다양한 유형의 사안에 즉응하여 학설과 판례가 슬기롭게 대처해온 결과

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부당

이득 사안유형에 있어서 민법이 최신의 입법례인 DCFR에 견주어 전혀 손색

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판례가 개별사

안해결을 위해 동원한 논거들의 경우 앞으로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각 논거들의 사정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DCFR은 충분히 참조될 가치가 있다. 

  이하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DCFR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본다. 

  (1) DCFR은 부당이득편에 관한 최신의 모델규정으로 그 체계나 규정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DCFR은 부당이득법상 종래 중심적으

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무 부당이득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시사적이다. 특히 노무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노무계약의 청산이 문

제되는 경우, 수익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법도 이득을 재산이득과 노무이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

741조, 제746조에서는 재산급여와 노무제공)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액반

환책임(제747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DCFR의 노무부당이득 관련 규율

은 참조할 가치가 있다.

  (2)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손실자의 임의 동의의 일반화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DCFR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지만, 악의의 비채변제자의 반환청구를 

제한시키는 기능을 넘어서 악의 비용지출자의 경우 일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는 악의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법정책상의 단호한 결정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법

은 타인 재산에 대한 비용지출이 수익자의 비용절감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객

관적인 이득창출에 해당하는 한 선악불문 일정한 한도(필요비, 유익비 중 가치

증가분)에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고(제203조) 이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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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이득의 정당화 사유로서 임의 동의의 일반화는 민법에서는 채택

할 수 없다. 

  (3) DCFR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기반하여 부당이득법의 적용범위를 제한

하고, 무엇보다 손실자의 임의 동의, 즉 계약상대방 선택에 나타난 위험인수와 

결부하여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근거지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3자관계 

사안에 관하여 2:102를 조문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3각관계 사안의 일관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현재 규정은 매우 기술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동 조문이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천명한 것이라는 점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 민법도 판례가 부당이득 사안해결에 있어 계약

법의 기본원리를 수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채권양도가 당사자 교체에 해당

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수인 반환설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의 관

점과 다른 3각관계 사안처리와의 일관성에 비추어 타당하다. 

  (4) DCFR은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규정하였다. 우리 민법도 제747조 제2

항에서 악의 무상전득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권행위 유인성으로 인

해 사실상 적용여지도 적을 뿐더러, 조문에 의하면 선의의 무상취득자도 보호

받는 결과로 된다. 그밖에 민법은 선의취득과 선의 제3자보호조항을 통해 거

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역시 선의이기만 하면(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 권리귀속을 인정받음으로써 부당이득반환책임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물권법적 권리귀속과는 별개로 이득법적 관점에서 유상취득자와 무상취득자에 

관한 차별취급은 정당화되는데, 특히 손실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전득자는 보

호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울러 악의 수령자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판례와 DCFR에서 달리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5) 마지막으로 DCFR은 합리적인 입증책임 분배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 

단일모델의 기반하에 원칙적으로 이득의 부당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수익자가 

이득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득소멸, 선의 유상취득, 위법성 항

변도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측인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이득소멸 항변의 

경우 다소 복잡한 조문구조를 두어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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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DCFR 제7편 부당이득법(2009) 조문 대역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Book VII
Unjustified enrichment

제7편
부당이득

Chapter 1:
General

제1장:
총칙

VII.-1:101: Basic rule VII.-1:101: 기본규정

(1) A person who obtains an unjustified 
enrichment which is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is obliged to that 
other to reverse the enrichment.

(1) 타인의 손실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

득을 얻은 자는 그 타인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2) This rule applies onl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Book.

(2) 이 규정은 본편의 이하의 조문들과 

조화되어서만 적용된다.

Chapter 2:
When enrichment unjustified

제2장: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VII.-2:101: Circumstances in which an 
enrichment is unjustified

VII.-2:101: 이득이 부당한 경우들

(1) An enrichment is unjustified unless:
(a) the enriched person is entitled as 

against the disadvantaged person to 
the enrichment by virtue of a 
contract or other juridical act, a court 
order or a rule of law; or

(b) the disadvantaged person consented 

(1)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다:  
   (a) 수익자가 손실자를 상대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

는 법규정으로 인하여 그 이득

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또는

   (b) 손실자가 임의로 그리고 착오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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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ly and without error to the 
disadvantage.

이 불이익에 동의한 경우

(2) If the contract or other juridical act, 
court order or rule of law referred to in 
paragraph (1)(a) is void or avoided or 
otherwise rendered ineffective 
retrospectively, the enriched person is not 
entitled to the enrichment on that basis.

(2) (1)항 (a)와 관련한 계약 기타 법률

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기타 방

법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

진 경우, 수익자는 그에 기반한 

이득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3) However, the enriched person is to be 
regarded as entitled to an enrichment by 
virtue of a rule of law only if the 
policy of that rule is that the enriched 
person is to retain the value of the 
enrichment.

 (3) 그러나 그 규정의 정책이 수익자

가 이득의 가치를 보유하게 하는 

경우에만 손실자는 법규정에 기

하여 이득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4) An enrichment is also unjustified if:
(a) the disadvantaged person conferred it:

(i) for a purpose which is not 
achieved; or

(ii) with an expectation which is not 
realised;

(b) the enriched person knew of,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know of, 
the purpose or expectation; and

(c) the enriched person accepted or could 
reasonably be assumed to have 
accepted that the enrichment must be 
reversed in such circumstances.

(4) 다음과 같은 경우에 또한 이득은 

부당하다:
  (a) 손실자가 그것을

     (i) 달성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또는

     (ii) 실현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수여한 경우

   (b) 수익자가 그 목적이나 기대를 

알았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

로 기대될 수 있었을 경우; 그
리고

   (c) 이득이 이러한 사정에서 반환되

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익

자가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였

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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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2:102: Performance of obligation to 
third person

VII.-2:102: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Where the enriched person obtains the 
enrichment as a result of the disadvantaged 
person performing an obligation or a 
supposed obligation owed by the 
disadvantaged person to a third person, the 
enrichment is justified if:
(a) the disadvantaged person performed 

freely; or
(b) the enrichment was merely the incidental 

result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것이 손실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또는 부담하

는 것으로 여겨진 채무를 이행한 결과

인 경우, 그 이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에 정당화된다:
  (a) 손실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 

또는 

  (b) 이득이 단지 채무이행의 부수적 

결과인 경우.

VII.–2:103: Consenting or performing freely VII.-2:103: 임의 동의 또는 임의 이행

(1) If the disadvantaged person’s consent is 
affected by incapacity, fraud, coercion, 
threats or unfair exploitation, the 
disadvantaged person does not consent 
freely.

(1) 손실자의 동의가 무능력, 사기, 강
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에 영

향을 받은 경우, 손실자는 임의로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2) If the obligation which is performed is 
ineffective because of incapacity, fraud, 
coercion threats or unfair exploitation, 
the disadvantaged person does not 
perform freely.

(2) 이행된 채무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정한 착취로 인하

여 무효인 경우, 손실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Chapter 3:
Enrichment and disadvantage

제3장:
이득과 손실

VII.-3:101: Enrichment VII.-3:101: 이득

(1) A person is enriched by: (1) 다음의 경우에 수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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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increase in assets or a decrease in 
liabilities;

(b) receiving a service or having work 
done; or

(c) use of another’s assets.

  (a) 재산의 증가 또는 채무의 감소;
  
  (b) 용역을 받거나 일이 완성된 경우; 

또는

  (c) 타인 재산의 이용. 

(2) In determin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a person obtains an enrichment, 
no regard is to be had to any 
disadvantage which that person sustains 
in exchange for or after the enrichment.

(2) 어떤 자가 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

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자가 이득을 대가로 또는 이득 

후에 입은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VII.-3:102: Disadvantage VII.-3:102: 손실

(1) A person is disadvantaged by:
(a) a decrease in assets or an increase in 

liabilities;
(b) rendering a service or doing work; 

or
(c) another’s use of that person’s assets.

(1) 다음의 경우에 손실자가 된다:  
  (a) 재산의 감소 또는 채무의 증가;
  (b) 용역을 제공하거나 일을 한 경우; 

또는

  (c) 손실자의 재산을 타인이 이용한 

경우.

(2) In determin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a person sustains a disadvantage, 
no regard is to be had to any 
enrichment which that person obtains in 
exchange for or after the disadvantage.

(2) 어떤 자가 손실을 입은 것인지 여

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자가 손실을 대가로 또는 손실 

후에 얻은 이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4:
Attribution

제4장:
손실에의 해당

VII.-4:101: Instances of attribution VII.-4:101: 손실에 해당하는 예

An enrichment is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in particular where:

이득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타인의 손

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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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asset of that other is transferred 
to the enriched person by that other;

(b) a service is rendered to or work is 
done for the enriched person by that 
other;

(c) the enriched person uses that other’s 
asset, especially where the enriched 
person infringes the disadvantaged 
person’s rights or legally protected 
interests;

(d) an asset of the enriched person is 
improved by that other; or

(e) the enriched person is discharged 
from a liability by that other.

  (a) 타인의 재산이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b)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용

역이 제공되거나 수익자를 위하

여 일이 완성된 경우;
  (c) 수익자가 그 타인의 재산을 이용

한 경우, 특히 수익자가 손실자

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경우;
  (d) 수익자의 재산이 그 타인에 의하

여 증가된 경우; 또는

  (e) 수익자가 그 타인에 의하여 채무

로부터 해소된 경우.

VII.-4:102: Intermediaries VII.-4:102: 매개인

Where one party to a juridical act is an 
authorised intermediary indirectly representing 
a principal, any enrichment or disadvantage 
of the principal which results from the 
juridical act, or from a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it, is to be regarded as an 
enrichment or disadvantage of the 
intermediary.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수권받은 

매개인으로 본인을 간접대리하는  경

우, 그 법률행위로부터 또는 그에 기

한 채무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본

인의 이득 또는 불이익은 매개인의 이

득 또는 불이익으로 간주된다. 

VII.-4:103: Debtor’s performance to a 
non-creditor; onward transfer in good faith

VII.-4:103: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한 
이행; 선의의 전전양도

(1) An enrichment is also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where a debtor 
confers the enrichment on the enriched 

(1)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득을 부여

하고 그 결과 손실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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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and as a result the disadvantaged 
person loses a right against the debtor to 
the same or a like enrichment.

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에 해당한다. 

(2) Paragraph (1) applies in particular where 
a person who is obliged to the 
disadvantaged person to reverse an 
unjustified enrichment transfers it to a 
third person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btor has a defence under VII.–
6:101 (Disenrichment).

(2) (1)항은, 손실자에게 부당이득을 반

환할 의무 있는 채무자가 VII.- 
6:101(이득소멸)상의 대항사유를 가

지는 사정하에 제3자에게 그것을 

이전한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VII.-4:104: Ratification of debtor’s 
performance to a non-creditor

VII.-4:104: 채무자의 비채권자에 대

한 이행의 추인

(1) Where a debtor purports to discharge a 
debt by paying a third person, the 
creditor may ratify that act.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행함으로써 

채무변제를 의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Ratification extinguishes the creditor’s 
right against the debtor to the extent of 
the payment with the effect that the 
third person’s enrichment is attributable 
to the creditor’s loss of the claim against 
the debtor. 

(2) 추인은 이행한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데, 제3자의 이득이 채권자의 채무

자에 대한 청구권 상실에 해당하

는 효과를 가진다. 

(3) As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hird 
person, ratification does not amount to 
consent to the loss of the creditor’s right 
against the debtor.

(3)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추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

상실에 대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4) This Article applies correspondingly to 
performances of non-monetary obligations.

(4) 본조는 비금전채무의 이행에도 준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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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ther rul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f an insolvency or 
equivalent proceeding has been opened 
against the debtor before the creditor 
ratifies.

(5)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채권자가 추인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개시된 경우, 다른 규정이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VII.-4:105: Attribution resulting from an 
act of an intervener

VII.-4:105: 개입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1) An enrichment is also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where a third 
person uses an asset of the 
disadvantaged person without authority 
so that the disadvantaged person is 
deprived of the asset and it accrues to 
the enriched person.

(1) 제3자가 권한 없이 손실자의 재산

을 이용하여 손실자가 재산을 박

탈당하고 그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득으로 된 경우에도 이득은 타

인의 손실에 해당한다.

(2) Paragraph (1) applies in particular where, 
as a result of an intervener’s interference 
with or disposition of goods, the 
disadvantaged person ceases to be owner 
of the goods and the enriched person 
becomes owner, whether by juridical act 
or rule of law.

(2) (1)항은 개입자의 물건에 대한 간

섭이나 물건의 처분으로 손실자가 

물건의 소유자임을 그치고 수익자

가 법률행위 또는 법규정에 의하

여 소유자가 된 경우에 특히 적용

된다. 

VII.-4:106: Ratification of intervener’s acts VII.-4:106: 개입자의 행위의 추인

(1) A person entitled to an asset may ratify 
the act of an intervener who purports to 
dispose of or otherwise uses that asset 
in a juridical act with a third person.

(1) 재산에 대한 권리자는, 그 재산을 

제3자와의 법률행위로 처분 기타 

이용을 의도하는 개입자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The ratified act has the same effect as a 
juridical act by an authorised 

(2) 추인된 행위는 수권받은 매개인에 

의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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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ry. As between the person 
ratifying and the intervener, ratification 
does not amount to consent to the 
intervener’s use of the asset.

가진다. 추인한 자와 개입자 간의 

관계에서 추인은 개입자의 재산 

이용에 대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VII.-4:107: Where type or value not 
identical

VII.-4:107: 유형이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An enrichment may be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even though the 
enrichment and disadvantage are not of the 
same type or value.

이득과 손실이 동일한 유형이나 가치

가 아닌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에 해당

한다.  

Chapter 5:
Reversal of enrichment

제5장:
이득의 반환

VII.–5:101: Transferable enrichment VII.-5:101: 이전가능한 이득

(1) Where the enrichment consists of a 
transferable asset, the enriched person 
reverses the enrichment by transferring 
the asset to the disadvantaged person.

(1)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인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게 재산을 이전

함으로써 그 이득을 반환한다.  

(2) Instead of transferring the asset, the 
enriched person may choose to reverse 
the enrichment by paying its monetary 
value to the disadvantaged person if a 
transfer would cause the enriched person 
unreasonable effort or expense.

(2) 재산의 이전이 수익자에게 불합리

한 노력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재산의 이전 대신에 수익자는 손

실자에게 그 금전가치를 지급함으

로써 이득을 반환하는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3) If the enriched person is no longer able 
to transfer the asset, the enriched person 
reverses the enrichment by paying its 
monetary value to the disadvantaged 
person.

(3) 수익자가 더 이상 재산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

게 그 금전가치를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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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wever, to the extent that the enriched 
person has obtained a substitute in 
exchange, the substitute is the enrichment 
to be reversed if:
(a) the enriched person is in good faith 

at the time of disposal or loss and 
the enriched person so chooses; or

(b) the enriched person is not in good 
faith at the time of disposal or loss, 
the disadvantaged person so chooses 
and the choice is not inequitable.

(4) 그러나 수익자가 대가로 代償을 얻

은 한도에서 다음의 경우 그 代償
이 반환되어야 할 이득이다: 

  (a) 수익자가 처분 또는 상실 당시에 

선의이고 수익자가 그렇게 선택

한 경우; 또는

  (b) 수익자가 처분 또는 상실 당시에 

선의가 아닌 때에는, 손실자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이 형

평에 반하지 않는 경우.

(5) The enriched person is in good faith if 
that person neither knew n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know that the 
enrichment was or was likely to become 
unjustified.

(5)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란, 그가 그 

이득이 부당하였거나 부당해질 것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아

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

는 경우이다.

VII.-5:102: Non-transferable enrichment VII.-5:102: 이전불가능한 이득

(1) Where the enrichment does not consist 
of a transferable asset, the enriched 
person reverses the enrichment by 
paying its monetary value to the 
disadvantaged person.

(1)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이 아닌 경

우, 수익자는 이득의 금전가치를 

손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2) The enriched person is not liable to pay 
more than any saving if the enriched 
person:
(a) did not consent to the enrichment; or
(b) was in good faith.

(2) 다음과 같은 경우, 수익자는 비용

절감 이상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a) 수익자가 이득에 대하여 동의하

지 않았던 경우; 또는

  (b) 수익자가 선의였던 경우.

(3) However, where the enrichment was 
obtained under an agreement which fixed 

(3) 그러나 이득이, 이득에 대한 가격 

또는 가치를 확정하는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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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ce or value for the enrichment, the 
enriched person is at least liable to pay 
that sum if the agreement was void or 
voidable for reasons which were not 
material to the fixing of the price.

얻어진 경우, 그 합의가 가격 확정

에 중요하지 않았던 사유로 무효

였거나 취소될 수 있었던 때에는 

수익자는 적어도 그 액수를 지급

할 책임이 있다. 

(4) Paragraph (3) does not apply so as to 
increase liability beyond the monetary 
value of the enrichment.

(4) (3)항은 이득의 금전가치를 상회하

여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VII.-5:103: Monetary value of an 
enrichment; saving

VII.-5:103: 이득의 금전가치; 비용절감

(1) The monetary value of an enrichment is 
the sum of money which a provider and 
a recipient with a real intention of 
reaching an agreement would lawfully 
have agreed as its price. Expenditure of 
a service provider which the agreement 
would require the recipient to reimburse 
is to be regarded as part of the price.

(1) 이득의 금전가치는 합의에 도달할 

실제 의도를 가진 제공자와 수령

자가 그 가격으로 적법하게 합의

하였을 금액이다. 합의가 수령자에

게 변상될 것을 요구하는 노무 제

공자의 비용은 가격의 일부로 여

겨져야 한다. 

(2) A saving is the decrease in assets or 
increase in liabilities which the enriched 
person would have sustained if the 
enrichment had not been obtained.

(2) 비용절감이란 수익자가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입게 되었을 재산감소 

또는 채무증가이다. 

VII.-5:104: Fruits and use of an 
enrichment

VII.-5:104: 이득의 果實과 사용

(1) Reversal of the enrichment extends to 
the fruits and use of the enrichment or, 
if less, any saving resulting from the 
fruits or use.

(1) 이득반환은 이득의 果實과 사용이

익까지 미치거나, 이보다 적은 경

우에는 果實이나 사용으로부터의 

비용절감이 포함된다. 

(2) However, if the enriched person obtains (2) 그러나 수익자가 果實이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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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uits or use in bad faith, reversal of 
the enrichment extends to the fruits and 
use even if the saving is less than the 
value of the fruits or use.

익을 악의로 얻은 경우, 이득반환

은, 비용절감이 果實이나 사용이익

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果實과 사용이익이 포함된다. 

Chapter 6:
Defences

제6장:
항변

VII.-6:101: Disenrichment VII.-6:101: 이득소멸

(1) The enriched person is not liable to 
reverse the enrichment to the extent that 
the enriched person has sustained a 
disadvantage by disposing of the 
enrichment or otherwise (disenrichment), 
unless the enriched person would have 
been disenriched even if the enrichment 
had not been obtained.

(1) 수익자가 이득의 처분 기타의 방법

으로 손실을 입은 한도에서(이득소

멸) 수익자는 이득을 반환할 책임

이 없는데, 다만 이득과 무관하게 

재산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However, a disenrichment is to be 
disregarded to the extent that:
(a) the enriched person has obtained a 

substitute;
(b) the enriched person was not in good 

faith at the time of disenrichment, 
unless:

(i) the disadvantaged person would 
also have been disenriched even 
if the enrichment had been 
reversed; or

(ii) the enriched person was in good 
faith at the time of enrichment, 

(2) 그러나 다음의 한도에서 이득소멸

은 고려되지 않는다: 
  (a) 수익자가 代償을 얻은 경우;
  (b) 수익자가 이득소멸 당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이득이 반환되었더라도 손

실자가 이득소멸하였을 경

우; 또는

(ii) 수익자가 이득 당시에는 

선의였고, 이득반환의무  

이행기 도래 전에 이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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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enrichment was sustained 
before performance of the obli-
gation to reverse the enrichment 
was due and the disenrichment 
resulted from the realisation of a 
risk for which the enriched 
person is not to be regarded as 
responsible;

or
(c) paragraph (3) of VII.–5:102 

(Non-transferable enrichment) applies.

멸을 입었고 또한 이득소

멸이 수익자에게 책임 없

다고 여겨지는 위험의 실

현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c) 제5:102조 (이전불가능한 이득) 
(3)항이 적용되는 경우.

(3) Where the enriched person has a defence 
under this Article as against the 
disadvantaged person as a result of a 
disposal to a third person, any right of 
the disadvantaged person against that 
third person is unaffected.

(3) 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처분의 결

과로 손실자를 상대로 본조상 항

변을 가지는 경우, 그 제3자를 상

대로 한 손실자의 어떠한 권리에

도 영향이 없다.  

VII.-6:102: Juridical acts in good faith 
with third parties

VII.-6:102: 제3자와의 선의의 법률행위

The enriched person is also not liable to 
reverse the enrichment if:
(a) in exchange for that enrichment the 

enriched person confers another 
enrichment on a third person; and

(b) the enriched person is still in good faith 
at that time.

수익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a) 그 이득을 대가로 수익자가 다른 

이득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b) 수익자가 그 당시 여전히 선의인 

경우.

VII.-6:103: Illegality VII.-6:103: 위법성

Where a contract or other juridical act under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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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n enrichment is obtained is void or 
avoided because of an infringement of a 
fundamental principle (II.– 7:301 (Contracts 
infringing fundamental principles)) or 
mandatory rule of law, the enriched person 
is not liable to reverse the enrichment to the 
extent that the reversal would contravene the 
policy underlying the principle or rule.

얻어졌는데 그 계약이나 기타 법률행

위가 근본원칙(II.-7:301(근본원칙을 위

반하는 계약))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이

득반환이 근본원칙이나 강행규정 기저

에 있는 정책에 위배하는 한도에서 이

득반환책임이 없다. 

Chapter 7:
Relation to other legal rules

제7장: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VII.-7:101: Other private law rights to 
recover

VII.-7:101: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

(1) The legal consequences of an enrichment 
which is obtained by virtue of a contract 
or other juridical act are governed by 
other rules if those rules grant or 
exclude a right to reversal of an 
enrichment, whether on withdrawal, 
termination, price reduction or otherwise.

(1)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하여 얻어

진 이득의 법적 결과는, 다른 규정

이 철회, 해소, 대금감액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이득반환권리를 부

여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

에 의하여 규율된다. 

(2) This Book does not address the 
proprietary effect of a right to reversal 
of an enrichment.

(2) 본편은 이득반환 권리의 물권적 효

력을 정하지 않는다. 

(3) This Book does not affect any other 
right to recover arising under contractual 
or other rules of private law.

(3) 본편은 계약 기타 私法규정상 발생

하는 다른 반환 권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VII.-7:102: Concurrent obligations VII.-7:102: 경합하는 채무
(1) Where the disadvantaged person has (1) 손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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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a) a claim under this Book for reversal 

of an unjustified enrichment; and
(b) (i) a claim for reparation for the 

disadvantage (whether against the 
enriched person or a third party); or
(ii) a right to recover under other 

rules of private law as a result 
of the unjustified enrichment, 

the satisfaction of one of the claims 
reduces the other claim by the same 
amount.

  (a) 본편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b) (i) (수익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배상청구권; 또는

      (ii) 부당이득의 결과 다른 사법

규정상 반환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 청구권 중 하나

의 만족은 다른 청구권을 동일한 양만

큼 감축한다. 

(2) The same applies where a person uses 
an asset of the disadvantaged person so 
that it accrues to another and under this 
Book:
(a) the user is liable to the disadvantaged 

person in respect of the use of the 
asset; and

(b) the recipient is liable to the 
disadvantaged person in respect of the 
increase in assets.

(2) 어떤 자가 손실자의 재산을 이용하

여 그것이 타인에게 이득으로 되

고 본편상: 
  (a) 그 이용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

산이용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 
그리고 

  (b) 그 수령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

산증가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VII.-7:103: Public law claims VII.-7:103: 공법상 청구권

This Book does not determine whether it 
applies to enrichments which a person or 
body obtains or confers in the exercise of 
public law functions.

본편은 자연인 또는 단체가 공법상 기

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거나 부여한 

이득에 대한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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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DCFR 부당이득편 제정과정 자료

2004년 2월 임시초안

유럽부당이득법 원칙

2006년 2월 27일 수정안

유럽부당이득법원칙

2009년 최종본

DCFR

제1장: 근본 조항들 제1장: 총칙 좌동

1:101: 기본규정

(1) 타인의 손실에 해당되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타인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2) 이 규정은 본편의 이하의 

조문들과 조화되어서만 적용

된다. 

좌동 좌동

1:102: 부당해짐의 의미

(1) 이득은 제3장의 규정이 그

렇게 규정하면 부당해진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이득

은 다음의 경우에 부당해지지 

않는다:
  (a) 그것이 타인의 무상처분 

또는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결

과로 얻어진 경우에:
    (i) 이득이 얻어졌을 때 

그것이 유효하였고, 그리고

    (ii) 소급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을 때;
  (b) 그것이 수익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관리의 결과로 얻

어진 경우; 또는

  (c) 그 밖에 수익자가 본편

상의 책임없이 법규정의 시행

상 이득을 보유할 권원이 있

는 경우.

없음 없음

제2장: 이득, 손실, 그리고 [이
득의] 손실해당

제2장: 부당해짐 제2장: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제1절: 이득과 손실 제3장: 이득과 손실 제3장: 이득과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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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이득

(1) 다음의 경우에 수익자가 

된다:    
  (a) 재산의 증가 또는 채무

의 감소;
  (b) 용역을 받거나 일이 완

성된 경우; 또는

  (c) 타인 재산의 이용. 
(2) 어떤 자가 이득을 얻은 것

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

함에 있어서, 그 자가 대가로 

또는 그 후에 입은 손실은 고

려하지 않는다.  

3:101 (이득)

좌동

3:101: 이득

(1) 다음의 경우에 수익자가 

된다:
  (a) 재산의 증가 또는 채무

의 감소;
  (b) 용역을 받거나 일이 완

성된 경우; 또는

  (c) 타인 재산의 이용.
(2) 어떤 자가 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

정함에 있어서 이득을 대가

로 또는 이득 후에 입은 손

실은 고려하않는다. 
2:102: 손실

(1) 다음의 경우에 손실자가 된다:  
  (a) 재산의 감소 또는 채무

의 증가;
  (b) 용역을 제공하거나 일을 

한 경우; 또는

  (c) 손실자의 재산을 타인이 

이용한 경우.
(2) 어떤 자가 손실을 입은 것

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

함에 있어서, 그 자가 대가로 

또는 그 후에 얻은 이득은 고

려하지 않는다.  

3:102 (손실)

좌동

3:102: 손실

(1) 다음의 경우에 수익자가 된다:
  (a) 재산의 증가 또는 채무

의 감소;
  (b) 용역을 받거나 일이 완

성된 경우; 또는

  (c) 타인 재산의 이용.
(2) 어떤 자가 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

정함에 있어서, 자가 이득을 

대가로 또는 이득 후에 입은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2:103: 제3자를 포함하는 

의도된 이행

[최초안 검토중]

2:102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것이 

손실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한 결과인 경우, 
그 이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a) 손실자가 임의로 이행

한 경우; 또는 

  (b) 이득이 단지 채무이행

의 부수적 결과인 경우.

2:102: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것이 

손실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

는 채무 또는 부담하는 것으

로 여겨진 채무를 이행한 결

과인 경우,  그 이득은 다음

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a) 손실자가 임의로 이행

한 경우; 또는

  (b)(b) 이득이 단지 채무이

행의 부수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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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임의 동의 또는 임의 이행) 
(2) 이행된 채무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

정한 착취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손실자는 임의로 이행

하지 않은 것이다.

좌동

제2절: 이득의 손실에의 해당 제4장: 손실에의 해당 제4장 손실에의 해당

2:201: 2자간 손실해당의 특별 

예시

이득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타인의 손실에 해당된다:
  (a) 타인의 재산이 그 타인

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b)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수익자를 위하여 일이 완성된 

경우;
  (c) 수익자가 그 타인의 재

산을 이용한 경우;
  (d) 수익자의 재산이 그 타인

에 의하여 증가된 경우; 또는

  (e) 수익자의 채무가 타인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4:101 (손실해당의 예)
이득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타인의 손실에  수 있다::
  (a) 타인의 재산이 그 타인

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

된 경우;
  (b)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수익자를 위하여 일이 완성

된 경우;
  (c) 수익자가 그 타인의 재

산을 이용한 경우, 특히 수

익자가 손실자의 권리나 법

익을 침해한 경우; 
  (d) 수익자의 재산이 그 타

인에 의하여 증가 경우; 또는

  (e) 수익자의 채무가 타의

하여 해소된 경우.

4:101: 손실해당의 예

이득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타인의 손실에  수 있:
  (a) 타인의 재산이 그 타인

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

된 경우;
  (b) 그 타인에 의하여 수익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수익자를 위하여 일이 완성

된 경우;
  (c) 수익자가 그 타인의 재

산을 이용한 경우, 특히 수

익자가 손실자의 권리나 법

익을 침해한 경우; 
  (d) 수익자의 재산이 그 타

인에 의하여 증가 경우;
  (e) 수익자가 그 타인에 의

하여 채무로부터 해소된 경우.

4:103 (매개인)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수권받은 매개인으로 본인을 

간접대리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로부터 또는 그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

는 본인의 이득 또는 불이익

은 매개인의 이득 또는 손실

로 간주된다, 다만 간접대리

4:102: 매개인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수권받은 매개인으로 본인을 

간접대리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로부터 또는 그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

는 본인의 이득 또는 불이익

은 매개인의 이득 또는 불이

익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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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다른 

손실해당이 도출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02 다자간 손실해당의 특별 

예시

이득은 또한 특히 다음과 같

은 경우에 타인의 손실에 해

당된다:
  (a) 이득이 제3자로부터 얻

어지고 그 결과 손실자가 제3
자를 상대로 동일한 또는 유

사한 이득에 대한 권리를 상

실한 경우; 또는

  (b) 제3자가 손실자의 자산

을 박탈하고 동일한 재산 또

는 유사한 재산을 수익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

을 이용한 경우.

4:104 (오도된 이행과 선의의 

전전양도)
채무자가 이득을 수익자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 손실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또

는 유사한 이득에 대한 권리

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득

은 타인의 손실에 해당된다. 

4:103: 비채권자에 대한 채무

자의 이행; 선의의 전전양도

(1) 채무자가 이득을 수익자

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 손실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

한 또는 유사한 이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

득은 타인의 손실에 귀속될 

수 있다. 
(2) (1)항은, 손실자에게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 있는 채

무자가 VII.-6:101(이득소멸)
상의 대항사유를 가지는 사

정하에 제3자에게 그것을 이

전한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4:105 (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이행의 추인)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채무를 해소를 시

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추인은 지급한 한도에서 

다음의 효과로 채무자에 대

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

킨다:
  (a) 제3자의 이득이 채권자

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상

실에 귀속될 수 있다; 그리고 

  (b)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

에서 추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상실에 대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4:104: 비채권자에 대한 채무

자의 이행의 추인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채무를 해소를 의

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

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추인은 지급한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

리를 소멸시키는데, 제3자의 

이득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상실에 귀속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3)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에

서 추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상실에 대

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4) 본조는 비금전채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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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조는 비금전채무의 이

행에도 준용된다. 
(5)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채권자가 추인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개시

된 경우 본조의 적용여부는 

국내법이 정한다.

행에도 준용된다.
(5)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채권자가 추인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개시

된 경우 다른 규정이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4:106 (개입자)
(1) 제3자가 권한 없이 타인

의 재산을 이용하여 손실자

가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 재

산이 수익자에게 이득으로 

된 경우에도 이득은 특히 타
인의 손실에 해당된다.
(2) (1)항은 개입자의 물건에 

대한 간섭이나 물건의 처분

으로 손실자가 물건의 소유

자임을 그치고 수익자가 매

수, 가공, 부합, 기타의 방식

으로 소유자가 된 경우에 특

히 적용된다. 

4:105: 개입자의 행위로 인한 

손실해당

(1) 제3자가 권한 없이 손실

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손실

자가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득으로 

된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에 귀속될 수 있다.
(2) (1)항은 개입자의 물건에 

대한 간섭이나 물건의 처분

으로 손실자가 물건의 소유

자임을 그치고 수익자가 법

률행위 또는 법규정에 의하

여 소유자가 된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4:107 개입자의 행위의 추인

(1) 재산에 대한 권리자는, 
그 재산을 제3자와의 거래로 

처분 기타 이용을 시도하는 

개입자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추인된 행위는 수권받은 

매개인에 의한 거래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진다. 추인한 자

와 개입자 간의 관계에서 추

인은 개입자의 재산 이용에 

대한 동의로 되지 않는다. 
 

4:106: 개입자의 행위의 추인

(1) 재산에 대한 권리자는, 
그 재산을 제3자와의 법률행

위로 처분 기타 이용을 의도

하는 개입자의 행위를 추인

할 수 있다. 
(2) 추인된 행위는 수권받은 

매개인에 의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추인

한 자와 개입자 간의 관계에

서 추인은 개입자의 재산 이

용에 대한 로 되지 않는다.  

2:203: 성질이나 가치의 차이

는 무관함

4:102 유형이나 가치의 차이

는 무관함

4:107: 유형이나 가치가 동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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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과 손실이 동일한 성질이

나 가치가 아닌 경우에도 이

득은 타인의 손실로 귀속될 

수 있다. 

이득과 손실이 동일한 유형

이나 가치가 아닌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로 귀속

될 수 있다. 

이득과 손실이 동일한 유형

이나 가치가 아닌 경우에도 

이득은 타인의 손실로 귀속

될 수 있다. 

제3장: 정당화의 부재 제2장: 부당해짐 제2장: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3:101: 무효 또는 취소된 처

분, 계약 그리고 채무

이득은 다음의 경우에 부당해

진다, 그것이 무상처분 또는 

계약이나 채무 이행의 결과로 

얻어진 경우:
  (a) 이득 당시에 무효였거

나, 또는

  (b) 소급적으로 취소된 경우.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1)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

다:  
   (a) 수익자가 손실자를 상

대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으

로 인하여 그 이득의 수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b) [생략]
(2) (1)항 (a)와 관련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 수익자는 그에 기반한 

이득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

우들

(1)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

다:  
   (a) 수익자가 손실자를 상

대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으

로 인하여 이득에 대한 권리

가 있는 경우;   
    (b) [생략]
(2) (1)항 (a)와 관련한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 수익자는 그에 기반한 

이득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3) 그러나 그 규정의 정책이 

수익자가 이득의 가치를 보

유하게 하는 경우에만 손실

자는 법규정에 기하여 이득

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져야 한다. 

3:102: 기타 자발적 이전

처분 또는 계약이나 채무 이행

의 결과로 얻어지지 않은 이득

은 부당해진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경우: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1)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

다:  
  (a) [생략]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

우들

(1) 다음 각호 단서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이득은 부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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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손실자의 사실착오 또는 

법률착오의 결과이거나; 또는

  (b) 타인의 사기, 협박, 불공

정한 기회의 이용의 결과인 

경우. 

  (b) 손실자가 임의로 그리

고 착오없이 불이익에 동의

한 경우

  

  (a) [생략]
  (b) 손실자가 임의로 그리

고 착오없이 불이익에 동의

한 경우

3:103: 동의의 부재

이득은 다음의 경우에 부당해

진다, 손실자의 동의없이 손실

을 당한 경우. 

2:103 (임의 동의 또는 임의 

이행)
(1) 손실자의 동의가 무능력, 
사기, 강요, 협박 또는 불공

정한 착취에 영향을 받은 경

우, 손실자는 임의로 동의하

지 않은 것이다.

2:103: 임의 동의 또는 임의 

이행한 때

좌동

3:104: 무능력

이득은 다음의 경우에 부당해

진다:
  (a) 그것이 손실자의 의도된 

법률행위의 이행의 결과로 얻

어지고; 그리고

  (b) 손실자가 그 행위에 대

한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

3:105: 실패된 채무변제

이득은 다음의 경우에 부당해

진다:
  (a) 그것이 타인의 의도된 

채무변제의 결과로 얻어졌으

나 나중에 그 채무가 취소된 

경우; 또는

  (b) 손실자가 채무변제의 의

사로 이득을 부여하였으나, 그
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3:106: 반대이득의 소멸

(1) 이득은 다음의 경우에 부

당해진다:
  (a) 그것이 대가로 [또는 그 

결과로] 반대이득을 얻기 위

하여 부여된 경우;
  (b) 반대이득이 얻어지지 않

고; 그리고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때)
(4) 다음과 같은 경우에 또한 

이득은 부당해진다:
  (a) 손실자가 그것을

     (i) 달성되지 않은 목적

을 위하여; 또는

     (ii) 실현되지 않은 기

대를 가지고 부여한 경우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

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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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반대이득이 기대되었다

는 사정을 수익자가 알았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경우.
(2) (1)항은 손실자가, 제반사

정을 알고, 반대이득을 얻음 

없이 손실을 당할 위험을 인수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수익자가 그 목적이나 

기대를 알았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

을 경우; 그리고

   (c) 이득이 이러한 사정에

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익자가 받아들였거

나 받아들였던 것으로 합리

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경우.

좌동

3:107: 기타 기대의 소멸

[작성 예정]
3:108: 기타 정당화의 부재

[작성 예정]

제4장: 이득의 반환 제5장: 이득의 반환 좌동

4:101: 이전가능한 이득

(1) 이득의 목적물이 이전가능

한 재산인 경우, 수익자는 손

실자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

써 그 이득을 반환한다.  

5:101 (이전가능한 이득)
(1)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

인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

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그 

이득을 반환한다. 
 

5:101: 이전가능한 이득

좌동

(2) 그러나, 만약 이전이 불가

능하거나 불법인 경우, 수익자

는 그 금전가치를 손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3) 수익자가 그 재산을 처분

한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

게 그 금전가치를 지급함으

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3) 수익자가 더 이상 재산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수익

자는 손실자에게 그것의 금

전가치를 지급함으로써 이득

을 반. 

(3) 수익자는 다음의 경우에 

손실자에게 이득의 금전가치

를 지급하는 방식의 이득반환

을 선택할 수 있다:
  (a) 이득이 수익자에게 불합

리한 노력이나 비용을 초래할 

경우; 또는

  (b) 손실자가 다른 출처로부

터 유사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2) 재산의 이전이 수익자에

게 불합리한 노력이나 비용

을 초래하는 경우 재산의 이

전 대신에 수익자는 손실자

에게 그것의 금전가치를 지

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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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수익자가 대가로 

代償을 얻은 경우, 다음의 

경우 代償이 반환되어야 할 

이득이다:
  (a) 수익자가 처분 당시에 

선의이고 수익자가 그렇게 

선택한 경우; 또는

  (b) 수익자가 처분 당시 선

의가 아닌 때에는, 손실자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경우.

(4) 그러나 수익자가 대가로 

代償을 얻은 한도에서 다음

의 경우 그 代償이 반환되어

야 할 이득이다: 
  (a) 수익자가 처분 또는 상

실 당시에 선의이고 수익자

가 그렇게 선택한우; 또는

  (b) 수익자가 처분 또는 상

실 당시에 선의가 아닌 때에

는, 손실자가 그렇게 선택하

고 그 선택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경우.(6) 代償이 재산의 대가로 단

지 일부만 얻어진 경우, (4)
항은 상응하는 代償의 일부

에만 적용된다.

(4) 이득의 금전가치는 의사와 

능력있는 제공자와 의사와 능

력있는 수령자가 적법하게 그 

공급의 대가로 합의하였을 금

액이다.

5:103 (이득의 금전가치)
(1) 이득의 금전가치는 의사

와 능력있는 제공자와 의사

와 능력있는 수령자가 적법

하게 그 가격으로 합의하였

을 금액이다.

5:103: 이득의 금전가치

(1) 이득의 금전가치는 합의

에 도달할 실제 의도를 가진 

제공자와 수령자가 그 가격

으로 적법하게 합의하였을 

금액이다. 합의가 수령자에

게 변상될 것을 요구하는 노

무 제공자의 비용은 가격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  

4:102: 이전불가능한 이득

(1) 이득의 목적물이 이전불가

능한 재산인 경우, 수익자는 

손실자에게 그 금전가치를 지

급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5:102 (이전불가능한 이득)
(1) 이득이 이전가능한 재산이 
아닌 경우, 수익자는 이득의 

금전가치를 손실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이득을 반환한다. 

5:102: 이전불가능한 이득

좌동

(2) 그러나, 수익자가 이득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이득을 승

인하지 않았던 경우 수익자는 

재산적 비용절감의 금전가치 

(2) 다음과 같은 경우, 수익

자는 비용절감 이상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  
  (a) 수익자가 이득에 대하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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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동의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b) 수익자가 선의였던 경우.(3) 수익자가 이득에 동의하였

거나 이득을 승인한 경우, 이
득 당시에 수익자가 책임 없

이 이득을 보유할 권리가 있

다고 합리적으로 상정하였다

면, (2)항이 또한 적용된다.

5:103 (비용절감)
(2) 비용절감이란 수익자가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입

게 되었을 재산감소 또는 채

무증가이다. 

5:103: 비용절감

좌동

(4) (3)항의 요건은 다음의 경

우에 충족되지 않는다:
  (a) 수익자가 그 이득이 부

당해졌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았어야 한 경우; 또는

  (b) (i) 수익자가 대가로 또

는 결과로 반대이득을 부여하

리라고 손실자가 기대한 경우; 
그리고

       (ii) 수익자가 이것을 

알았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

5:101 (이전가능한 이득)
(5)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란, 
그가 그 이득이 부당하였거

나 부당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이다.
좌동

4:103: 결과적 이득

[누락]

5:104 (이득의 果實과 사용)
이득의 반환은, 수익자가 과

실수취 또는 사용이익을 얻

었을 때 악의인 경우 이득의 

과실 및 사용이익이 포함된

다. 

5:104: 이득의 果實과 사용

(1) 이득반환은 이득의 果實
과 사용이익까지 미치거나,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果實
이나 사용으로부터의 비용절

감이 포함된다. 
(2) 그러나 수익자가 果實이

나 사용이익을 악의로 얻은 

경우, 이득반환은, 비용절감

이 果實이나 사용이익의 가



- 326 -

치보다 적은 경우라 할지라

도, 果實과 사용이익이 포함

된다. 
5:105 (합의하의 이득: 최소

책임)
(1) 이득이 무효 또는 취소된 

약정상 얻어졌는데 그 약정

이 이득의 가격이나 가치를 

진정으로 정한 경우, 수익자

는 적어도 그 가격 또는 가

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1)항은 이득의 금전가치

를 상회하여 책임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는 적용되지 않

는다.

 

5:102: 이전불가능한 이득

(3) 그러나 이득이, 이득에 

대한 가격 또는 가치를 확정

하는 합의하에 얻어진 경우, 
그 합의가 가격 확정에 중요

하지 않았던 사유로 무효였

거나 취소될 수 있었던 때에

는 수익자는 적어도 그 액수

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3)항은 이득의 금전가치

를 상회하여 책임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는 적용되지 않

는다.

제5장: 항변 제6장: 항변 좌동

5:101: 이득의 상실 또는 감소

(이득소멸)
(1) 본조는 다음의 경우 적용

된다:
  (a) 수익자가 그 이득을 처

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입는 

경우(“이득소멸”); 그리고

  (b) 그 이득이 얻어지지 않

았더라면 수익자가 이득소멸

을 입지 않았을 경우.
(2) 이득소멸의 한도로 수익자

는 이득을 반환할 책임을 지

지 않는다. 

6:101 (이득소멸)
(1) 수익자가 이득의 처분 기

타의 방법으로 손실을 입은 

한도에서(이득소멸) 수익자는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는

데, 다만 이득과 무관하게 

재산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101: 이득소멸

(1) 좌동

(3) 이득소멸 당시 수익자가 

그 이득이 부당해졌음을 알았

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2)
항은, 이득이 이미 반환되었더

라도 손실자가 또한 이득소멸

하였을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2) 그러나 다음의 한도에서 

이득소멸은 고려되지 않는

다: 
  (a) 수익자가 代償을 얻은 

경우;
  (b) 수익자가 이득소멸 당

(2) 그러나 다음의 한도에서 

이득소멸은 고려되지 않는

다: 
  (a) 수익자가 代償을 얻은 

경우;
  (b) 수익자가 이득소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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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 
다만 이득이 반환되었더라도 

손실자가 이득소멸하였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c) 5:105가 적용되는 경우.

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i) 이득이 반환되었더라

도 손실자가 이득소멸하였을 

경우; 또는

    (ii) 수익자가 이득 당시

에는 선의였고, 이득반환의

무 이행기 도래 전에 이득소

멸을 입었고 또한 이득소멸

이 수익자에게 책임 없다고 

여겨지는 위험의 실현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c) 제5:102조 (이전불가능

한 이득) (3)항이 적용되는 

경우.

(4) 수익자가 유효하게 이득에 

동의하거나 이득을 승인한 경

우, (5)항이 적용된다. 수익자

의 동의 또는 승인이 유효했

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3:102가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된다.

없음 없음

(5) 이득당시에 수익자가 대가

로 반대이득을 부여하리라고 

손실자가 기대하였다는 것을 

수익자가 믿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책임이 기대된 반

대이득의 가치를 초과하는 한

도에서만 (2)항이 적용된다.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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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처분의 결과로 항변을 가지

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실자의 어떠한 권리에

도 영향이 없다. 

(3) 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처분의 결과로 손실자를 상

대로 본조상 항변을 가지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실자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이 없다. 

6:102 (제3자와의 선의의 거래)
이득이 2:103으로 인해 2:102
상 정당화되지 않거나 4:101 
외에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는 또한 이득을 반환

할 책임이 없다, 만약 수익

자가:
  (a) 선의로 이득을 얻었고; 
그리고 

  (b) 대가로 선의로 제3자에

게 이득을 부여한 경우.

6:102: 제3자와의 선의의 법

률행위

수익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득을 반환할 책임

이 없다:
  (a) 그 이득을 대가로 수익

자가 다른 이득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b) 수익자가 그 당시 여전

히 선의인 경우.

5:103: 공서

[누락]

6:103: 위법성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하

여 이득이 얻어졌는데 그 계

약이나 기타 법률행위가 근

본원칙이나 강행규정 위반으

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이득반환이 근본원

칙이나 강행규정 기저에 있

는 정책에 위배하는 한도에

서 이득반환책임이 없다. 

6:103: 위법성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하

여 이득이 얻어졌는데 그 계

약이나 기타 법률행위가 근

본원칙(DCFR II.-7:301(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계약))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거

나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이득반환이 근본원칙이나 강

행규정 기저에 있는 정책에 

위배하는 한환책임이 없

제6장: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제7장: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좌동

7:101 (私法上 다른 반환권리)
(3)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

하여 얻어진 이득의 법적 결

과는, 다른 규정이 철회

(withdrawal/revocation), 해소, 
대금감액(reduction of price)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득

7:101: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

(1) 계약 기타 법률행위에 기

하여 얻어진 이득의 법적 결

과는, 다른 규정이 철회

(withdrawal), 해소, 대금감액

(price reduction)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득반환권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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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권리를 부여하거나 배제

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

여 규율된다. 

여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7:101 (私法上 다른 반환권리)
(1) 본편은 계약 기타 私法규

정상 발생하는 다른 반환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101: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

(3) 본편은 계약 기타 私法규

정상 발생하는 다른 반환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101: 연대채무

어떤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을 타인에게 권리부여하

기 위해 손실자의 재산을 이

용하고 본편상:
  (a) 양도인이 손실자에 대하

여 재산이용과 관련하여 책임

이 있고;
  (b) 수령자가 재산증가와 관

련하여 손실자에게 책임이 있

는 경우,
양도인과 수령자의 채무는 

PECL 10:102(2)상의 연대채무

이다. 

7:102 (경합하는 채무)
(2) 어떤 자가 손실자의 재산

을 이용하여 그것이 타인에

게 이득으로 되고 본편상: 
  (a) 양도인이 손실자에 대

하여 재산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고; 그리고 

  (b) 그 수령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산증가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청
구권 중 하나의 만족은 다른 

청구권을 동일한 양만큼 감

축한다].  

7:102: 경합하는 채무

(2) 어떤 자가 손실자의 재산

을 이용하여 그것이 타인에

게 이득으로 되고 본편상: 
  (a) 그 이용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산이용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 그리고 
  (b) 그 수령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재산증가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6:102: 경합하는 채무의 해소

[누락]
7:102 (경합하는 채무)
(1) 손실자가 

  (a) 본편상 부당이득반환청

구권과

  (b) (i) (수익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배상청구권; 또는

      (ii) 부당이득의 결과 
다른 사법규정상 반환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 청구권 

중 하나의 만족은 다른 청구

권을 동일한 양만큼 감축한다.

7:102: 경합하는 채무

(1) 손실자가 
  (a) 본편상 부당이득반환청

구권과

  (b) (i) (수익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손실전보청구권; 
또는

      (ii) 부당이득의 결과 

다른 사법규정상 반환청구

  모두 가지는 경우, 청구권 

중 하나의 만족은 다른 청구

권을 동일한 양만큼 감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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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재산의 물권적 반환청구

[누락]

7:101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
(2) 본편은 반환 권리의 물권

적 효력을 정하지 않는다. 

7:101: 私法上 다른 반환 권리

(2) 본편은 이득반환 권리의 

물권적 효과를 정하지다. 
6:104: 공법상 청구권

[본편의 규정이 자연인 또는 

기관이 공법상 기능을 수행함

에 있어 얻거나 부여한 이득

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내

법이 정한다.]

7:103 (공법상 청구권)*

본편의 규정이 자연인 또는 

기관이 공법상 기능을 수행

함에 있어 얻거나 부여한 이

득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떻게 적용되는지

는 다른 규정이 정한다.
* 본 조항은 종합 초안 

I-1:101에 포함될 예정임.

7:103: 공법상 청구권

본편은 자연인 또는 단체가 

공법상 기능을 수행함에 있

어서 얻거나 부여한 이득에 

대한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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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DCFR–민법 부당이득법 조문 대조 및 용어색인표

DCFR 민법 용어색인

제7편 부당이득 제3편 제4장 부당이득

1:101: 기본규정 제741조
단일모델

공평설

2:101: 이득이 부당해지는 경우 

제742조
제743조

[관련조문] 
제141조
제249조 이하

제261조
제745조

법률상 원인

법률상 기초

손실에 대한 임의 동의

악의의 비채변제

착오변제

악의 비용지출

목적급부

목적부도달 

기대미실현

2:102: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

계약법의 기본원리

이익전용소권

3각관계

단축급부

2:103: 임의 동의 또는 임의이행

[관련조문]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임의성 배제사유

3:101: 이득 제741조 항목별 이득개념

3:102: 손실 제741조

4:101: 손실에 해당하는 예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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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was 

published by th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nd 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 (Acquis Group) in order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One noticeable feature of the DCFR is its extensive scope, for it 

consists of not only contract law but also non-contract laws as well. The latter 

includes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Book V), non-contractual 

liability arising out of damage caused to another (Book VI), acquisition and loss 

of ownership of goods (Book VIII) and so on. As a result, the DCFR strongly 

resembles a Civil Code. Among these various areas, the topic of this thesis is 

unjustified enrichment in Book VII. 

Although unjustified enrichment law is part of the common European legal 

heritage along with contract law and tort, it was considered difficult to formulate 

a model rule due to the severe dissimilarities in approach and scope of the law 

among the nations. In that respect, DCFR itself deserves more attention as a 

monumental example of laborious work based on comparative legal scholarship. 

Furthermore, DCFR does not follow any former examples of legislation but 

decisively takes a unique approach. As a result, DCFR contains many 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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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astic contents, but the flip side is that it also raises resistance and 

skepticism from many national legal scholars on its capability to function as a 

“tool box.”

  Apart from the prospect of the “political” DCFR in Europe, making a 

comparison between “academic” DCFR and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is worth looking into.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DCFR provides many 

significant implications to us not only in individual provisions, but also in the 

general approach of solving cases. 

  This thesis consists of two parts: article by article review of the DCFR Book 

VII (Part I.) and comprehensive systemic evaluation of the DCFR and its case 

solving competence (Part II.).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CFR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KCC: a broad demarcation of its 

scope of regulation, a single basic norm, absence of legal basis (sine causa) 

approach, defense of change of position (disenrichment), and restitution in specie 

in case of transferable asset. These similarities come from a common ground of 

modern unjustified enrichment law.

  (2) There are some implications from the standpoint of the KCC: itemised 

approach towards enrichment and disadvantage, regulation on rendered service, 

consistent approach in three party cases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tract law, and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3) Regarding the defense of the bona fide purchase in VII.-6:102, DCFR puts 

more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the transaction than the KCC. Of course, 

KCC also takes account of the protection of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For example, bona fide acquisition of goods (Article 249), protection of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in case of voidance of declaration of intention (Articles 

109(2), 110(3) et cet.), and acquisition of fruits by a possessor in good faith 

(Article 201(1)). Furthermore, Article 747(2) requires the third party acting in bad 

faith who obtained the enrichment gratuitously from the enriched person, to 

reverse the enrichment directly to the disadvantaged person. However,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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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is hardly applied in practice, and KCC protects the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regardless of whether the acquisition was for value or not. Such 

outcome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perspective of “enrichment” law. 

(4) Lastly, DCFR has a problem with generalizing consent to a disadvantage as 

a justification for enrichment. It may draw the right conclusion in cases such as 

indebitum solutum in bad faith, or officious intermeddler who seeks remuneration 

for the unrequested service. However, in regard of the expenditure on possessed 

goods, it seems fair and equitable to reimburse the party on necessary expenses 

and remaining improvements, as regulated in KCC Article 203. In this point it 

seems that the DCFR goes too far. 

Keywords: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unjustified 

enrichment, unitary system, consent to a disadvantag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tract law, defence of bona 

fide purchase for value, unrequested service

Student Number: 2007-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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