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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보험 영역의 피해자는 가해

자가 가입한 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복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

다. 

채권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

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원

칙적으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

무자의 채권을 집행하려 하더라도 (1)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2) 이에 기

초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추심금청구권, 

전부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없이

도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은 채

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데, 해당 개념은 우리 민사법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내포한다. 

사법의 기본원리인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집행법의 

기본원리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직접청구권자에게 부여되는 이 예외적인 혜택은, 채권질권자의 제3채

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권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대

해 직접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1) 집행권원의 확보 

(2) 압류, 전부명령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행을 위한 두 과정을 생략한

다는 점에서 이는 ‘간이한 집행방법’이라고도 설명된다. 한편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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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나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1) 집행권원이나 (2) 채권압류, 추심명령･전부명

령 등의 채권집행절차 없이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자의 특권은 앞에서 말한 담보물권자나 채권자대위권자가 누리

는 법 효과와 다른가. 이 물음만으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청

구권의 법 효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직접청구권에 관해 

독자적 법리가 형성되고 있지만 법체계 전체와 정합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고, 직접청구권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는 여

전히 찾기 어렵다.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분쟁 양상이 유사하거나 

논의가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된 논의 중에는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고찰하는 논의

가 있다.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묻는 것이다.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이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인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설에서는 

직접청구권을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직접청구권자가 가해

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두고 경합하게 되므로 보험

금청구권설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입론이라고 한다. 결국 피해자에

게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지급청구권을 행사할 

때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계를 통해 실질적

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현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청구권이라고 일컬어진 권리들뿐만 

아니라, 채권질권자나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 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

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등에 대한 가액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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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까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은 채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반면, 우리 소송과 

집행은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행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모든 직접청구권은 이행청

구권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행청구

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행청구권, 권리, 실체적 권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일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 어

떻게 사용되는지 확정하였고, 우리에게 익숙한 채권과의 대비를 통해 이행청

구권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법원이 사용하는 권능 개념을 차용하여 

이행청구권을 권능 단위로 분해한 뒤 재조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직접청

구권에 공통된 효력을 추출하고, 각종 직접청구권 특유의 법적 성격과 내용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직접청구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묶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개별 직접청구권의 비어있는 부분을, 그에 걸맞는 유형

의 법리로써 채우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접청구권의 유형을 

마련해야 했다. 분류는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직접청구권을 1) 

채권, 2) 채권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청구권, 3) 담보

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유형화가 양도, 담

보제공, 상계 등 개별 직접청구권의 처분 가능성,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 등을 판단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드

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제도의 효과를 활용하여 직

접청구권의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청

구권자에게 유리한 강도를 기준으로 직접청구권의 강한 모델과 약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유형과 모델을 토대로, 개별 직접청구권—채권

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

권, 수급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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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 복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

았다. 관련 규정이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걸맞게 해석되고 있는지 비판적으

로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때에는 해석과 입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직접청구권, 직접소권, 이행청구권, 청구권의 효력, 청구권의 권능, 

하도급, 책임보험, 전대차

학 번 : 2015-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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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제1장  들어가며
우리 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청구권1)을 인정한다. 하지만 막상 직접청

구권 각각에 관한 논의는 별달리 진척되지 않고 있다. 몇몇 직접청구권 영역

에서 독자적인 법리가 형성되고 있지만, 직접청구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전

체 법체계에서의 위치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전체 법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

다.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 대립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적인 제도에 관한 논의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직접청구권의 연원에 관하여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논의의 중심에 있으

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우리 법에서 

프랑스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

이다. 직접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본질 등에 관하여 정리함으로써 다양

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일관된 법리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직접청구권 전반을 아우르는 이론의 정

립을 시도한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존재하는 다양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내

적 연관성을 발견하고,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며,2) 이를 통

 1)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채권자가 채무자 등(물상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시

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의미는 뒤의 2장 1절에서 다루었다. 
 2) Savigny, 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3. 

Aufl.,1840,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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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별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3) 현존하는 

개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이나 법 효과가 모두 다른 것으로 판명되더라

도,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점이 왜 다른지를 고민하고 해명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권리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다. 직접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우리 민사법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

소들을 내포한다. 사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의 상대성 원칙4)과 충돌하고,5) 집

행법상 기본원리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도 어울리지 않으며,6) 실체적 권리

 3) 직접청구권의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위성에

서 찍은 지도가 아니라 땅에서 발로 손으로 더듬어 나아가며 만든 지도임을 강

조하고자 한다. 100명이 지도를 만든다면 저마다 다를법한 원시적인 지도이다. 
오류가 많을 것이다. 다만 필자와 비슷한 의문을 갖는 이들—무언가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절실한—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
 4)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함을 의미한다[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 재산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3, 15면]. 우리 민법 규정은 계약의 상대효 

원칙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는 계약 자유, 사적 자치라는 민법의 기

본 원칙에서 유래하는 법 원리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민법은 제1199조에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채무)을 발생시키고(제1
항), 본절의 규정과 제4편 제3장의 규정 이외에는(sous réserve de la présente 
section) 제3자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이를 이행하는 것을 강제당할 수

도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4편 제3장의 규정은 채권자대위권 (action 
oblique)에 관한 제1341-1조, 채권자취소권(action paulienne)에 관한 제1341-2조, 
직접소권(action directe)에 관한 제1341-3조를 가리킨다. 프랑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상대효 원칙 및 그 예외에 관해서는,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전

(채권법)상의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계약의 상대효,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중심으로-”(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5)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계약상대방인 채무자와의 계약관계상 항변으로써 직접청구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제3채무자가 이행하는 급부의 범위는 채무자에 대

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
 6) 민사집행법상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야 하고(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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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분되는 집행절차와의 혼동을 야기하기도 한다.7) 

직접청구권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직접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개별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직접청구권자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

용되고 있는지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직접청구권의 개념 정리 및 유형을 나누고 유형에 따른 법 효과를 살

피는 한편, 힘이 닿는 한도에서 개별 제도에 대해서까지 다루어 보려 한다.8) 

원칙에 따른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등). 가령 직접청구권자 외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

고, 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책임재산으로 채무자

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직접청구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제한없이 승인되는 경우, 직접청구권자는 채권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의 직접지급으로 인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채권

집행절차를 거쳤다면 직접청구권자인 채권자 역시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다

른 채권자들과 평등한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았을 것이므로, 직접청구권으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결과가 된다.
 7) 1부 2장 4절 참조. 
 8) 필자가 처음 직접청구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표시되는 금전지급청구 가운데 피고가 채무자가 아

닌 경우를 선명히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채무자

가 아닌 자를 금전지급청구의 상대방으로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원고의 

채권자로서는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을 원고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하기 쉽다. 본 

연구는 이처럼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프

랑스에서 유래하여 우리 법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직접청구권으로 확장

되었다. 개별 직접청구권 영역에서는 유사한 양상의 논의가 반복되기도, 어느 

한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의가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통합하여 다룰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 논문

은 초기의 실무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개별 직접청구권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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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직접청구권
제1절 직접청구권의 개념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직접청구권의 개념을 거칠게 정의하여 본다면, ‘채권

자가 채무자 등9)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10)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1)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직접청구

권자를 A, 채무자 등을 B, 제3채무자를 C로 줄여서 지칭하기도 하고, 직접

청구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②, 직접청구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③으로 혼용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①

③

② A : 직접청구권자

B : 채무자 등

C : 제3채무자

① : A와 B 사이의 채권관계 

② : B와 C 사이의 채권관계

③ : 직접청구권 관계 

 B

A

C

 

그리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과 기타의 경우로 

 9) 본 논문에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권질권자나 채권담보권자의 직

접청구권 또한 함께 살펴본다. 이때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물

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하게 된다. 이
런 이유로 채무자인 경우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괄하여 ‘채무자 등’이라고 

표현하였다.  
10) 본 논문에서는 주로 급부의 목적이 금전인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1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실체적 권리’, ‘이행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부 2장 2절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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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할 수 있다.

제2절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

우리 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action 

directe)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법에 프랑스의 직접소권에서 유래한 직접청

구권 규정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으로 부를 것이다.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권리(민법 제630조),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권리(상법 제724조), 물건소유자가 보관자의 책임보험자

에 대하여 갖는 권리(상법 제725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수

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직접 임금청구권(근로기준법 제

44조의3) 등이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에 해당한다.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이 

그 계약의 당사자 일방—직접청구권자와 일정한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통상

이다—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로 하여금 

그 채무자가 그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12)를 직접 행

사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권리”13), “제정법 또한 판례에 의해 특히 보호가

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그 채권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14)라는 개념 정의가 이

12) 이러한 정의—직접청구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채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따른다면,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서 ‘원채무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

권(②)’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며, 책임

보험 영역에서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피보험자

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②)’을 직접 행사하는 권리를 뜻하게 된다.
13) 양창수, “2003년 민사판례 管見” 민법연구(제8권), 박영사, 2005, 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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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이러한 정의는 프랑스의 직접소권(action directe)에 대한 설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직접소권은, 채권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스스로

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권리–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15)—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16)‘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채무자의 계약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행사

하는 소권17)’,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 직접 행사하는,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소권’18)이라고 정의되

기도 한다.19) 프랑스법의 직접소권은 법률이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

14)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action directe≫について(1)”, Osaka law 
review (102), 1977. 87면.

15) 加賀山茂(위의 논문, 94면)은,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용한 채권은, 채무자(중간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이고, 이 채

권에 관해서,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본래 제3자로서의 입장에 있는 것

이다.”라고 지적하며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직접소권자가 ②채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①채권

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살핀다. 
16)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2e éd. Dalloz, 

2020,  n°1607; 따라서 관할법원은 B와 C 사이의 ②채권관계에 기초하여 정해

지며(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JurisClasseur Civil Code, 10 
Juin 2020, n°36), C는 ②채권관계상의 항변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다(Ibid, 
n°37). 

17) Lexique des Jurdiques, Dalloz, 2020-2021, 31-32면 
18) 山口俊夫 編, Dictionnaire de Droit Francais, 동경대학출판회, 2011, 13면
19) 다만 프랑스에서도 직접소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문

제가 제기되었다{M. Cozian, L'action directe, 1969, n°17; Christophe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1991, p.1}.; 프랑스 민법이 정한 직접소권으로는 제

1753조(건물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 제1798조(건설 노동자의 발주

자에 대한 노임청구권), 제1994조(위임인의 복수임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언

급된다. 이들을 처음으로 깊이있게 탐구한 Solus는, 직접소권 개념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이들을 부당이득 법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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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0) 채권에 관한 담보물권의 실행 역시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

(action oblique)이나 채권자취소권(action paulienne)에 기초하여 행사하는 권

리 역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1) 

제3절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서‘직접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본래적 의미로만 사용

되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353조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채권질권자,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이라는 표제를 사용

하고, 실무에서도 이들을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이라

는 용어를 프랑스에서 유래한 직접청구권—본래적 의미—으로 한정할 때에

는, 우리의 법 규정 및 실무에서의 용례와 어긋나는 면이 있다.22) 

20) 우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부른다)은 1)수급

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14조 1항 2
호)와 2)규정된 요건이 충족돼 발생하는 경우(14조 1항 1, 3, 4호)로 나누고 있

는데, 전자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개념에는 포함될 수 없다.
21) Cozian, L'action directe, n°60-61; 프랑스법의 직접소권(action directe)에 관해서

는—간접소권(action oblique)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점이 

강조되곤 한다. 프랑스법상 간접소권(action oblique)은 채무자를 위해서(pour le 
compte de son débiteur) 행사하며, 그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안문희, 프랑스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중앙법

학 99(3), 중앙법학회, 2020, 93-96면 참조).
22) 더욱이, 우리가 직접청구권이라는 용어를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프랑스의 직접

소권은 오랜 기간 지속된 논의를 거쳐 확립된 고유한 특질이 존재한다(뒤의 3
부 4장 2절 참조). 반면 우리의 직접청구권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아직 고유한 특질이라고 할만한 것들을 꼽기 어렵다. 또한 프랑스와 우리

의 현행법 체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채권 집행제도에 본질

적 차이가 존재하고,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채권 집행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우리 법상의 직접청구권–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에 그대로 접목해 양자를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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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때 우리는 ‘직접’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급부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접’이라는 표현이 연상되기도 한다. 본래적 의미의 직

접청구권을 잠시 차치한 채 직접청구권, 혹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는 표

현이 사용되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직접청구권의 핵심요소는 급부이행청구의 

상대방과 의무이행의 상대방이 서로의 계약 상대가 아니라는 점임을 확인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논의의 대상을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

에 한정하지 않는다.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

권자가 채무자 등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23) 경우를 함께 논하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적 성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주목했는데, 이와 관련해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24)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해 

행사하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경우의 금전지급청구권,25) 취소채

23) 이 이상의 개념 정의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비니(Savigny)의 법학방법에 대한 견해가 도움을 주

었다. 사비니는, 체계(System)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으면서도 체계가 

아닌 것을 구별해 내는 소극적 방식으로 체계 개념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것을 

더 이상 포괄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통일성을 찾는 시도도 참된 체계가 아니고,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분을 하려는 시도 역시 참된 체계라고 할 수 

없다. 사비니는 다양한 것을 종합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계적 학습으로 인도할 위험을 내포하므로 이 같은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아가 이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여러 개념의 

성립 및 유사성, 연관 관계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다(남기윤, “사비니의 법학방법

론”, 저스티스(126호), 한국법학원, 2011.10., 35면).
24)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은 엄밀한 검토를 거쳐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채무자 등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가운데 법적 성격이나 법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 혹은 법령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권리 전반을 검토할 목적에서 동원된 표현이다. 
25) 채권자대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이 권리가 아닌 추심권능에 불과하다고 이해하

는 전제 아래 직접청구권이 ‘권리’여야 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을 따른다면, 해당 금전지급청구권을 직접청구권 개념에 포함하는 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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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 행사하는 가액배상청구권, 법조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채권질권자와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도 함께 

논한다.  

아울러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개념에 따르면 직

접청구권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26)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①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면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갖

는 채권, 보험자대위･손해배상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이전된 채권, 전부

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이전된 전부채권 등은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 개념

에도 포함되기 어렵다.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새로운 채권관계가 형성

되면 기존의 채권관계는 소멸하기 때문에 ‘직접’이란 표현은 더 이상 어울리

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 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법 효과에 대해 특별히 해명

할 만한 요소를 찾기도 어렵다. 다만 이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개념이어서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숙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법

적 성격이 모호한 개별 직접청구권의 법 효과를 살필 때에 비교의 대상, 혹

은 효과모델로서27) 활용하고자 한다.

대할 수도 있다(뒤의 2부 2장 제2절 참조).
26) 각주 (12), (15) 참조.
27) 본 논문에서는 개별 직접청구권의 법 효과가 모호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운

용할지에 관하여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의 법 효과 및 관련 법리를 활용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때 그 법 효과를—해석론이나 입법론으로—참고

하려는 기존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효과모델’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기존 제도의 ‘법 효과’ 만을 참고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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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넓게 살피는 의의

1.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획득한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28) 우리 법상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은 프랑스에서 유

래한 제도라는 점 외에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가

장 논의가 활발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마저도 아직 공고하며 구체적인 

법리29)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형성 중인 상태이다.30)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입법과 판례를 보면, 직접청구권자의 보호

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직접청구권자를 보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

채무자에게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직

접청구권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채권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제3채무자)는 채권자(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②)을 집행하는 경우를 

보면 (1)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2) 이에 기초한 ②채권에 관한 압류 및 

28) 아래 3부 4장 2절 참조.
29) 법리(doctrine)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법명

제의 체계적 집합, 법적 논리를 말한다(권영준, 민법학의 기본원리, 박영사, 2020, 
22면).

30)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사인(私人)에 대한 실체적 권리이지만 하도급법 규

정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한다. 하도급법은 경제법이고 규제 법률로서 사인들 사

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김현석,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민사판례연구 XXVII, 박영사, 2005, 379면}. 
이에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바라보는 공법적 관점과 사법적 관점이 혼재되

어 그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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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자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없이도 제

3채무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자에게 부여되는 이 특권의 속성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예외적 혜택

은,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제3채

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게 직접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1) 집행권원의 확보 (2) 압류, 전부명령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렇듯 집행을 위한 과정 두 단계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간이한 집행

방법’이라고 설명된다. 

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나 취소채권자의 수

익자, 전득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1) 집행권원이나 (2) 채권압류,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의 채권집행절차 없이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집행을 위한 준비절차로서의 성

격을 지닌다고 설명된다. 

결국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집행권원 및 채권집행 절차없이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집행과는 무관한 간이한 결제방법일 수도, 간

이한 집행방법일 수도, 집행을 위한 준비 방법일 수도 있다.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자가 누리는 특권의 본질은 아직 해명되지 않았

다. 담보물권자나 채권자대위권자 등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자가 누리는 법 

효과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채권자대위권자나 

취소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넓은 의미의 직접청

구권에 대해서도 그 법적 성격이나 집행제도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며 해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고려 아래 본 논문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까지 함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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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2. 이행청구권

본 논문에서 직접청구권을 넓게 다루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이행청구

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채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 반면 우리의 소송과 

집행은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행청구권의 개념이

나 본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행청구권은 채권

과 물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법의 체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필자는 직접청구권을 인식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채권관계의 상대적 

효력이나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이행청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직접청구권에 관한 논

의는 프랑스의 직접소권에 관한 논의에 갇힌 채 다소 협소한 차원에서만 다

뤄졌다. 하지만 필자는 이행청구권의 관점에서 직접청구권을 바라보고자 한

다. 이로써 기존에 비좁은 의미로만 논의된 직접청구권을 더 넓은 세계로 데

려온다면, 해당 개념을 좀 더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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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및 본 논문의 구성
앞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직접청구권의 개념과 그 연원 및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 빛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직접청

구권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청구권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방법, 직접청구권이 드러내고 있는 특성을 분석해서 본질적인 요소들을 찾아

내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그 연원이 

되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차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31) 

본 논문에서는 주로 직접청구권의 본질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청구권을 유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실에 존재하는 개

별 직접청구권을 적절한 유형에 포섭하여, 다양한 분쟁에 대처하고 예측 가

능한 방향으로 이해관계의 조절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2부에서는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에 대하여 다룬다. 직접청구권은 타

인32)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권능)로서 본질적으로서 이행청구권이다. 본 

논문은 직접청구권이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임을 전제로, 우리 판례가 실

체적 권리, 이행청구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2부 2장). 

그 과정에서 권리(주관적 권리), 이행청구권, 실체적 권리, 채권 등 추상적인 

법률용어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보는 한편,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구별되

는 개념임을 강조한다(2부 2장 2-3절).

또한 직접청구권의 공통된 효력과 권능을 추출하고자 하였다(2부 3장). 그 

과정에서 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별적인 효력과 권능에 대하여 살펴

본다(2부 3장 2-3절). 권리를 효력(권능) 단위로 분해하고, 해체된 개별 효력

(권능)을 재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31) 3부 4장 2절 참조.
32) ‘타인’이 채무자 등의 채무자(제3채무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직접청구권의 특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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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직접청구권을 분류하였다. 개별 직접청구권의 

비어있는 부분을, 그에 걸맞는 유형의 법리로써 채우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직접청구권의 유형을 마련해야 한다. 분류는 세 단계에 걸쳐 진행

하였다. 먼저 이행청구권을 이루는 개별 권능을 조합한 결과에 따라, 직접청

구권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법 효과를 검토하였다(3부 

3장). 다음으로, 개별 직접청구권의 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석과 입

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판례가 수급사업자

의 직접청구권이나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 학설들이 다양한 법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등을 참조하였다. 기존 제도의 ‘법 효과’만을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

하여 효과모델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3부 4장). 그 과정에서 프랑스

법상 직접소권(action directe)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우리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프랑

스법상 직접소권이 갖는 고유한 법 효과를 입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등

을 고민하면서,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역시 효과모델 중 하나로 함께 다루었

다.

그리고 3부의 마지막에서는, 직접청구권의 세 가지 유형과 효과모델들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강도를 기준으로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 강한 직접청구권, 약한 직접청구권과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나누어 보았다(3부 5장). 여기에서 다루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강약모델이라

는 표현도 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개별 직접청구권을 검토하였다. 개별 직접청구권마

다 판례 기타 기존의 논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한 다음, 제도의 취지

나 기대되는 기능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직

접청구권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효과모델과 강약모델을 탐색해보는 한편 각 

직접청구권의 효력(권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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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제1장 개요
2부에서는 여러 직접청구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직접청구권이 이행청구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이행

청구권의 본질에 대해서 탐색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행청구권의 본질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이행청구권이 갖는 효력

(권능)에 집중한다. 이행청구권을 효력(권능) 단위로 분해하다 보면, 이행청

구권으로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효력(권능)의 조합을 발견할 수 있을텐데, 

이 조합한 결과를 직접청구권의 일반적 효력(권능)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공통된 효력(권능) 이외의 효력(권능)들은 개별 직접청구권의 특

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이들을 검토한 결과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

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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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청구권인 직접청구권
제1절 직접청구권의 체계

본 절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인식하는 한 방법으로서, 직접청구권의 체계적 

지위를 고민해 보려 한다. 기존 민법 체계 안에 직접청구권의 위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민법은 채권과 물권, 신분권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직접청구

권은 위 모든 종류의 권리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별 직접청구권들

은 여기저기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아우르는 체

계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필자는 직접청구권이 이행청구권이며, 

이행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라고 전제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A. 권리 >> 청구권 >>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 >> 직접청구권 [=‘채무

자 등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로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실

체적 권리]

이때의 청구권은 작용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형성권, 지배권, 항변권

과 같은 평면에 있다. 작용방식이 청구의 형태를 갖춘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33)를 포괄한다. ‘이행청구권’

은, 특정인에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실체적 권리

33) 실체법(materielles Recht)과 절차법(formelles Recht, Verfahrensrecht)이 소송을 전

제로 하는 개념이다. 소송사건의 실체와 내용을 이루는 사회관계와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실체법으로, 실체적 권리는 사회관계나 생활관계에서 작용하는 

권리로서 소송사건에서 그 존부가 가려지는 권리를 실체적 권리로 부른다(2부 2
장 2절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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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행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그 존부를 판단

하는 대상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34)

한편 학설과 판례는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

권자의 직접청구권 등에 관하여 피압류채권, 피대위권리, 입질채권에서 유래

한 추심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금전지급청구권을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 추측된다.35)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는, 소송에서 

존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모든 이행청구권을 실체적 권리로 보는 체계

(A)가 관철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에는 다음의 

체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B. 이행청구권 >> 직접청구권 [=‘채무자 등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게로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능]

이때의 이행청구권은 그 개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 청구권, 

금전지급청구권 등으로 불리지만 이를 권리나 실체적 권리라고 단언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직접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이며, 어

떤 직접청구권은 추심권능36) 및 변제수령권능에 불과한 이행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둘을 모두 포괄해 직접청구권의 범주에 넣고 함께 

다루고자 했다.37) 

34) 2부 2장 2절 3.참조.
35) 2부 2장 2절 2.참조. 
36) 판례는 추심금청구권을 권리가 아닌 추심‘권능’일 뿐이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16. 8. 29.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추심권능에 관해서는 2부 3장 3절 2. 
참조. 

37) 뒤의 제2절에서는,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하는 B 체계 외에 A의 체계 

또한 가능한 선택지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청구권

을 위한 체계 선택에 한정된 논의로서, 본 장 3절 이하부터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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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어의 사용

1. 개념을 확정할 필요성 

직접청구권. 이행청구권을 고찰하기 앞서 몇몇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와 

내용을 가리킬 수 있는 법률용어들–권리, 실체적 권리, 이행청구권, 채권 등

–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들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단일하게 확립된 정의를 

찾기가 어렵다.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이들 언어를 두고 서로 다른 심상을 떠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법률용어, 가치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법 개념들은,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일정하고 동일한 

경험내용을 환기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법문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기 마련

인데, 이 같은 맥락에서 법률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일은 법률해석의 주

된 과제가 된다.38)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은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된다.39) 이 지점에서

‘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한편 우리의 사법(私法) 체계에서는 재산권인 채권과 물권 개념이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소송법과 집행법 체계에서는 ‘이행청구권’ 개념이 

핵심이다. 소송과 집행의 목적은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의 실현이라고 설

명된다.40)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직접청구권 개념을 중심으

38) 라인홀트 치펠리우스(김형배 譯), 법학방법론,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法律
行政飜譯叢書 第6輯, 삼영사, 1990, 36면.

39)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2019. 7. 1.자 공

보~ 2020. 12. 15.자 공보), 2021. 3. 549면;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

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채권자대위권의 간이채

권추심제도로서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 안암법학, 제13호, 안암법학회, 2001, 
11. 226면 등 참조.

40) 민사소송은 법원이 공권적 법률판단인 재판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절

차(권리의 관념적 형성)이다. 민사집행은 그것을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권리의 



- 19 -

로 체계화를 시도하고, 모든 직접청구권은 이행청구권임을 전제한다. 이에 

직접청구권이 속하는 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개념인 ‘권리’, 그리고 직접청

구권의 직상위 개념으로서의 ‘이행청구권’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적 권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고 넘

어가려 한다. 실체적 권리라는 단어는 표상이 단일하지 않아서 이로 인한 혼

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누군가는 이 단어를 민법이

나 상법 등 사법(私法)에 규정된 권리를 칭할 때 사용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물권, 채권 등 재산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식이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직접청구권과 구별하려는‘채권’개념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자 한다. 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행청구권, 즉 직접청구권의 영역에

서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채권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존재한

다.41)  

2. 권리, 주관적 권리, 실체적 권리

(1) 권리, 주관적 권리

사실적 형성)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설명된다[김능환･민일영 편, 주석 민사집행법(1), 이원 집필

부분,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4 —40면 참조]. 즉 민사소송과 민사집

행은 실체법상 권리인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이다.
41)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넓은 의미의 직접청구권으로 다루는 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

로부터 추심하여 수령한 금원을 본인을 위해 임의로 소비할 수 없다. 채권자대

위제도는 다른 모든 채권자를 위한 강제집행의 준비절차로서 채무자의 책임재

산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위채권자에게 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능이 인

정됨으로써 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이행청구권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이를 채권관계로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아래 2부 2장 3절에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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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에서 파생된 ‘권능’일 뿐 고유한 ‘권리’로 평가되긴 

어렵다고 설명된다.42) 반면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권리 혹은 주관적 권리(subjektives Recht)의 개념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하

는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43) 다만 우리의 통설은 권리의 개념에 대

해서 권리법력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이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해 규율되

는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강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힘”44)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써 ‘무엇이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답할 수 없다. ‘이익’과 ‘관철’이 무엇인지가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문헌 중에는 권리를 “법률의 보장 하에 타인에게 생활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45),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이익을 향수하는 법률적인 

힘”46)이라고 설명하여, 권리를 통해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

는 견해도 눈에 띈다. 이러한 정의를 명료히 하기 이해서는 다시‘생활이익’

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법률의 보장 내지 법률적인 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빈트샤이트(Windscheid)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의사설에 따르면, 권리 상대

방이 지는 의무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면

제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곧 권리보유자가 된다.47) 이 같은 관점은 

권리의 ‘관철’을 중시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집

42) 각주 (39).
43) Reinhard Bork, Allgemenei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4. neubearbeitete 

Aufl., 2016,  Rn. 281. 
44)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4판, 박영사, 2021, 4-6면.
45) 富井政章, 民法原論第1卷總論[增訂合冊],有斐閣, 1922, 52면.
46) 我妻榮, 新訂民法總則(民法講義 I), 岩波書店, 1965, 32면.
47)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가 권리를 갖는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빈트샤이트(Windscheid)는 권리를 

사권과 공권으로 이분하는 입장을 부정하는 한편, 모든 권리에는 그 속성으로

서, 청구력, 소구력, 국취력(집행력) 등의 여러 효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小野秀誠, 法学上の発見と民法, 信山 社出版, 2016,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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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할 수 있는 자, 이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포기할 수 있는 자라면 

권리보유자인가.48) 혹은 의무자의 ‘실체적인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어야 

권리보유자인가.49) 

예링(Jehring)으로 대표되는 이익설은 권리의 본질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익’(benefits)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가진다고 파악한다.50) 권리의 본질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

거나 증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익’ 개념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주관적 권리(subjektives Recht)에 관한 최근의 독일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법질서에 의해 부여된 각종 권능

(Befugnisse)과 권한(Zuständigkeiten), 즉 법적 힘(Rechtsmacht)을 주관적 권

리라고 말한다.51) 누군가에게 어떤 법적 행동을 취할 힘이 주어지고 그 힘

이 보호의 대상이 되며 배타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듯 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주관적 권리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52) 여기에서 ‘배타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이다.53) 권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청구권(Anspruch)가 소유권이 제시되곤 한

48) 이렇게 이해한다면, 추심금청구권자와 대위채권자는 권리보유자이다.
4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추심금청구권자나 대위채권자는 권리보유자가 아니다. 피

압류채권자, 피대위채권자만이 권리보유자이다.
50) 이하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 2008, 46-46면 

참조; 법적 권리의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선택’(legally respected 
choices)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의사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legally 
prospected interests)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이익설)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 두 

견해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리가 의무를 창출하

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각 견해가 이상

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및 정치질서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51) Heinz Hübner,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1984,  Rn. 217.
52) Reinhard Bork, Allgemenei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Rn. 281. 
53) Ibid, Rn. 282; 이러한 정의 역시 어려운 문제를 남긴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

자가 추심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추심금청구권자의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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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nspruch’는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며,54)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를 절대적 권리과 

상대적 권리로 나눈다면 소유권은 전자에, Anspruch는 후자에 분류된다고 

한다.55)

권리에 관해 보다 상세히 이루어진 설명도 찾을 수 있다.56) 이 상세한 설

명에 따르면, 주관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1) 해당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적인 행동권, 그 권리성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반면 여러 채권자가 

각자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 이를 통해 보호하려

는 대상은 채무자에게 귀속된 ‘피압류채권’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추
심금청구권은 배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권리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한편 독일에서는 추심청구권자의 소송수행권

(Prozeßführungsbefugnis)과 당사자적격(Sachlegitimation)이 일치한다고 보는 견

해, 즉 고유적격설이 통설이다[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23. Aufl., Bd I, Florian Jacoby (Bearbeiter), 2014. vor §50].; 고유적격설은 고유

소송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같은 문제는 추심금청구권자뿐 아니라 대위채권

자, 채권질권자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고유적격설은 이들을 실체적 권리의 주체

로 이해한다(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2판, 법문사, 2014, 247-248면; 호문혁, “채
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48-249면; 이동률, “채권자대위소송과 법정소송담

당”, 민사소송 제2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9. 179-183면, 188-190면).
54) Heinz Hübner,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Rn. 244ff.
55) Reinhard Bork, Allgemenei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Rn. 280.
56) 라인홀트 치펠리우스, 법학방법론, 48-49면 참조. 라인홀트 치펠리우스는 일차적 

행위규범과 2차적 제재규범을 구분한다.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대

금지급청구권이 상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도인은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의 급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권리는 ‘1차적’ 행위규범과 ‘2차적’ 실현규범

의 결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일차적 행위규범은 우선 행위를 규율하므로, 
예컨대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의 의무를 지운다. 2차적 규범은 1차적 행위

규범을 관철하기를 사법기관에 명령한다. 그리하여 매도인이 소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은 관할법관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길 명한

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제소를 통해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매수인의 법적의무를 

관철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매도인이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내용의 주관

적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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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군가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2)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

법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법적 의무(제1차적 규범으로부터의)를 실현하게

끔 의무를 지우는 경우(제2차적 규범), 요컨대 권리를 가진 자가 ‘구속력 있

는 관철력의 발동권’을 가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앞서 필자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법적 힘’, ‘관철’의 의미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한

다. 상대방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이행청구력), 사법기관에 소송(소

구력)과 집행(집행력)을 신청하여 이를 발동시킬 수 있다면, 주관적 권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57) 

이제부터는 권리 개념에 대한 지급까지의 설명들을 본 논문에서 살피는 

이행청구권 중—다수설58)과 판례가 제3자 소송담당59)으로 운용하며 ‘권능’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

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의 경우와 연결해 보자. 다수설과 판례는, 이들이 피

압류채권, 피대위채권, 입질채권에서 파생된 ‘권능’일 뿐 고유한 ‘권리’로 평

가되긴 어렵다는 입장에 있다. 드러난 표현과 제3자 소송담당으로 운용하는 

모습60)을 통해 다수설과 판례의 인식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금전지급청구권

57) 본 논문은 효력과 권능을 중심으로 직접청구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청

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갖추었으면–채권으로 분류될 수 없더라도–이행청구권

이며 권리라는 전제에 서 있다(뒤의 2부 2장 참조). 그리고 이러한 치펠리우스

의 주관적 권리에 대한 정의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행청구권 개념과 

유사하다.  
58)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법원행정처, 2017, 335-336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3판, 박영사, 2019, 154-159면; 송상현, 민사소송법 전정3판, 박영사, 2002. 
124면-125면; 김홍규, 민사소송법(상) 4정판(四訂版), 삼영사, 1985, 148-149; 편
집대표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I) 제8판, 장석조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337-340면;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20, 155면, 166-167면;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보정, 법문사, 2003, 151-152면; 정동윤･유병현･김
경욱,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19, 218-223면 등. 

59) 제3자의 소송담당이란 실체법상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그 관리처분권, 소
송수행권이 부여됨으로써 그 제3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전
원열, 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20, 201면].

60) 추심금청구권, 채권자대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실

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이들 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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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라도 민법에 규정된 권리인 금전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권리’라고 보

거나, 권리의 핵심요소인 ‘이익’, ‘생활이익’을 배타적으로 할당되는 ‘재산적’ 

이익으로 이해하는 것61)처럼 보이기도 한다.62) 

본 논문은 이들이 위에서 말한 채권—피압류 채권 등—에서 파생된 ‘권능’

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 금전지급청구권을 ‘권리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 있다.63) 

그 주된 이유는 우선 이들 청구권자—추심금청구권자 등—들에게 제3채무

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고(이행청구력), 각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관철하

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소구력),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

는(집행력) 법적–법률의 규정 혹은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64) 

않고 위 각 권리자들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그 자체를 위한 고

유한 소송수행권을 인정하였을 것이다.  
61) 뒤의 3절에서 살피겠지만, 필자는 재산적 요소는 ‘채권’의 본질적 요소이지만,  

‘권리’의 속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62) 다수설과 판례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일관되지 않

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채권자취소제도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

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하여, 취소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할당되는 재산적 이익을 부정하면서도

(4부 3장 2절 참조), 이러한 가액배상청구권이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63) 필자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할 때, 각종 이행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한결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

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판결은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
고 2018가합101752판결은 채권자대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금전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이행청구권

을 둘러싸고—당사자적격 및 소송물(기판력, 중복제소)과 관련하여—종종 발생

하는 혼란들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세한 내용

은, 조경임, “이행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소고(小考)”, 민사법학 제94호, 한국민사

법학회, 2021. 3., 170-172면 참조].
64)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권리의 개념에 관해 의사설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익’, ‘생활이익’의 개념을,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 ‘재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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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의 

권리성을 부정하려면—이행청구권의 관철을 위한 법적 힘이 인정됨은 명백

하므로—이들에게 고유한 ‘이익’, ‘생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충

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추심명령을 받은 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 채권질권자

가 그 지위를 통해 고유한 ‘이익’을 누린다고 이해하는 입장에 있다. 이익은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가치평가의 요소를 함유한다. 이익의 본질65)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익개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이익을 향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의 내

용 또는 대상인 요소가 무엇인지(무엇이 이익이 되는가)이다. 이때 이익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의할 수 있다. 

“P가 실현됨으로서 (1) 개인 X가 원하는 바들을, (2) 성취할 기회들이 증대

된다면, P는 X에게 이익이 된다.”

이러한 이익 개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추심금청구권

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살펴본다면, 

위 청구권을 관철함으로써 (1) 집행채권, 피보전채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

고, (2) 성취할 기회들이 증대되므로, 이들 금전지급청구권들은 집행채권자, 

대위채권자, 채권질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금전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적 이익’이나, ‘자산으로 평가

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더라도, 법적 힘을 통해 그 보호를 관철하는 대상인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65) 이익 개념의 분석에 관해서는, 김도균, 앞의 책, 75-81면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김도균 교수는, 브라이언 베리가 정의하는 이익 개념을 참고하였다고 한다(B. 
Barry, Political Argument : A Reissue with a New Introduction, 1990, 176면).; 
브라이언 배리(B. Barry)의 표현을 인용하면, “부와 권력은 (...) 각 개인들이 어

떤 최고의 목적들을 지향하든지, 그 목적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하게 될 수단이

다.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수단들, 즉 지향하는 최고목적들(그 내용들이 무엇이

든)을 성취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단들을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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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즉 (주관적) 권리의 요소로서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즉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은 

그 자체로 고유한 권리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권리가 실체적 권리인지 살펴

본다. 

(2) 실체적 권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권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66)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이들은 실체적 권리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체법(materielles Recht)과 절차법(formelles Recht, Verfahrensrecht)은, 소

송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종래에 소송법은 공법, 민법은 사법(私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노이너(R. Neuner)는 이러한 구분을 부

정하며 개별 규정의 법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

가 노이너는 소송에서 해당 법규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법규의 성질을 실

체법과 형식법(절차법)으로 구별하고자 하였다. 사법(私法)과 소송법의 구별

을 실체법과 형식법의 구분으로 치환한 것인데,67) 노이너 이후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소송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68) 

즉 실체법은 소송사건의 실체와 내용을 이루는 사회관계와 생활관계를 규

66) 각주 (58), (59) 참조.
67) 노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사법(私法)과 소송법의 구별은 실체법과 절

차법의 구별에 기초가 된다. 하지만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을 인정한다면, 절
차규정 위반 시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것, 실체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는 것 등을 한결 

쉽게 설명할 수 있다[(Robert Neuner, Privatrecht und Prozessrecht, 1925, S. 6f, 
10), 木川統一郞, 實體法と形式法との區別の規準 ―ロバート･ノイナーの｢私
法と訴訟法｣による, 法学新報(58.6), 1951, 80-81면에서 재인용)].

68) 兼子一, 實體法と訴訟法, 有斐閣, 195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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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법규로서, 소송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하여, 판결 내용을 결정한다. 

반면 형식법(절차법)은 법원 및 집행기관과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건처

리 방법과 형식을 정하는 법규로, 소송 방식, 절차 진행의 준칙으로 기능한

다. 개별 민사사건의 재판과 집행에 있어, 사법(민･상법)이 실체법으로, 민사

소송법･민사집행법이 절차법으로 반드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법과 절

차법의 구분은 우연적이며 상대적이다.69) 우리가 실체(법)적 권리나 절차(법)

적 권리라고 지칭하는 권리도 근거 법률이 민법인지 상법인지, 민사소송법인

지 민사집행법인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사회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작용하는 권리로서 소송사건에서 존부가 가려질 수 있다면 실체적 

권리이며, 사건처리 방법과 형식 등 절차에 관여한다면 형식적(절차적) 권리

이다.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

권자의 직접청구권은 어떠한가. 

절차적 권리에 관한 앞의 개념 정의에 따를 때에는 전술한 추심명령을 받

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추심금청구권을 절차적 권리

라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피압류채권에 관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하지

만 말이다. 추심금청구권은 추심명령을 통해 발생해 집행채권자와 사인(私人)

인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권리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그 

존부가 가려지는 성격이 있다.70) 이러한 맥락에서 추심금청구권은 실체적 권

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산적 이익만이 권리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닌 한, 권리로서의 성격은 인정된다. 그런데 절차적 권리로서 인정

69) 兼子一, 위의 책, 3면 참조. 
70) 우리 판례는 추심금청구소송의 소송물을 피압류채권으로 이해하므로, 제3채무자

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항변으로만 다툴 수 있다. 이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3자
소송담당으로, 소송물을 피압류채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결과일 뿐이다. 필자는 

이 점이 실체적 권리로서 추심금청구권의 성격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렵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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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는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해당 권

리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제3채무자와 맺게 된 사회관계

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적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채권질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간이한 집행방

법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권리라고 설명되기도 한다.71) 하지만 집행절차를 대

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절차적 권리인 점은 엄밀히 구별될 필요가 있

다. 필자는 채권질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을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채권질권자

와‘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인 사인(私人)사이에 성립한 직접청구권 관

계에 기초하면서, 직접청구 소송을 통해 그 존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개념의 본질을 고려해 본다면 소송에서 판결의 대상이 되는 각종 이

행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이행청구권자가 사인(私人)

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존부(存否)에 대

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 해당 이행청구권은 법원이 소송에서 존부를 판단

하는 대상—소송사건의 실체,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72)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위 각 금전지급청구권자들에게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73)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금전지급청구권이 재판에서는 소송

71) 이형범,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법논집 제

55집, 법원행정처, 2012, 432면.
72) 본 논문은 실체적 권리로서 이들 금전지급청구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데, 이같

은 관점은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물, 집행채권을 피압

류채권, 피대위채권, 입질채권으로 보는—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

문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 이행청구권자(추심금청구권자, 대위

채권자, 채권질권자)와 이행의무자(제3채무자) 사이의 이행청구권관계 양자를 모

두 실체적 권리관계라고 이해한다. 반면 기존의 다수설과 판례는 피압류채권관

계, 피대위채권관계, 입질채권관계만을 실체적 권리관계로 이해한다. 본 논문의 

입장에 따를 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이중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소송담당, 소
송물, 집행채권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된다. 

73)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

는 사람이 정당한 당사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147면}. 소송물에 대한 승소의 본안판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이익의 귀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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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채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

게 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살펴본다.

(3) 소송담당, 소송물, 집행채권의 문제

판례와 다수설이 추심금채권자, 대위채권자,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

와 같다.74) 

이행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스스로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주장하

는 자에게 인정된다. 제3자의 소송담당이란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

닌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가

리키는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1101조), 유증목적

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59조) 등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추심금청구권자, 대위채권자, 채권질권자를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전형적인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일정한 ‘자격’에서 타인을 위해 소송할 뿐이다. 그러

므로 이들 소송담당자가 실체적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지만,75) 추심

금청구권자, 대위채권자, 채권질권자는 자신들의 실체적 권리를 스스로를 위

하여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

장이다.76) 이러한 입장을 이른바 고유적격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주장하는 이가 많지 않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통설이며,77) 일본에서도 유

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고도 표현한다{장석조, 주석 민사소

송법(I), 331면}. 
74) 각주 (58).
75) 전형적인 제3자소송담당과 실체적 권리자임에도 제3자소송담당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사망하였을 때 누가 수계하는지를 보면 그 차이가 명백

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전자는 다른 소송담당자가 수계하지만, 후자는 사망한 

담당자의 상속인이 수계한다(호문혁, 민사소송법, 243면). 
76) 호문혁, 민사소송법, 247-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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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견해이다.78) 본 논문은 이러한 고유적격설의 입장을 따른다.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집행채

권 역시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 입질채권이다.79) 또한 우리 판례가 소송물

에 대하여 구실체법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송물 역시 피압류채권, 피대위

채권, 입질채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기판력, 중복제소의 문

제와도 연결된다. 고유적격설에 따라,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

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고유한 실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들을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 입질채권과 별개의 소송물로 이해하면, 서로에게 기

판력이 미치지 않아 크나큰 혼란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꼭 그

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현재 제3자 소송담당으로 운용되고 있는 추심금청구

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기판력 논의를 들여다보면, 아직 다툼없이 

정리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개별 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가—적어

도 기판력이나 중복제소와 관련해서는—간명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대위채권자가 

수행한 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쳐야 한다.80) 하지만 판례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단한다.81) 대

77) 독일에서는 추심청구권자의 소송수행권(Prozeßführungsbefugnis)과 당사자적격

(Sachlegitimation)이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 즉 고유적격설이 통설이다(Stein- 
Jonas-Jacoby,  Kommentar zur Zivilpozessordnung, vor §50). 

78) 中野貞一郞･下村正明, 民事執行法, 青林書院, 2018, 111면, 716-718면; 三谷忠
之, 民事訴訟法講義[3版], 成文堂, 2011. 125면; 道恒內弘人編, 新注釋民法(6) 
物權(3) 有斐閣, 2019, 552면 등

7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

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

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80) 민사소송법 제218조 3항.
8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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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채권자가 수행한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그 제소사실

을 안 때에 ‘다른 대위채권자’에 의한 소송에 미친다는 판결82)이 존재하지

만, 다른 대위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는 아니며, 다만 후소는 채무자의 권

리불행사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여야 한다는 입장 역시 공존한다.83)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은, 추심금청구권

자가 수행한 추심금청구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금청구권자가 제기한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

다고 판시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금청구권자를 피압류채권의 승계

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판시이다84). 

8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83)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19. 7. 1.자 공보 

~ 2020. 6. 15.자 공보, 2020, 551면 참조.
8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판결을 살펴본다. 갑의 채권자 B는 갑의 

을에 대한 위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3.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 갑은 을을 상대로 2012. 6. 22. 동업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은 B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갑이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각

하되었다. 이후 2014. 5. 22. 갑의 다른 채권자 B’는 갑의 을에 대한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B’와 을 사이의 위 추심금청구소송에서는 을이 B’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B’는 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대법원 2020. 10. 29.선고2016다35390판결은 B가 

2015. 7. 14. 을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이다. 위 판결은, 추심금청구권

자 B’와 을 사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추심금청구권자 B에
게 미치는지 여부를 두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

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

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

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B’가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

에 B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B에게는 B’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실체적 권리의 승계인과 유사한 지위로 파악하고 있

다.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추심명령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기판력

이 미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처럼 추심채권자를 실체적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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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과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피대위채권

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

적으로는 동일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후소를 중복된 소로 보고 각하한다.85) 

서로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서의 후소에 대해서도‘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며 후소가 각하하는 판결

이 반복된다.86) 이로써 논의가 정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복소송이 

되려면 소송물이 동일한 것에 더해 당사자도 동일하거나(민사소송법 제259

조)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 등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관계여야 한다. 이 

같은 전제를 고려하면, 대위채권자들이 서로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은 언제든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추심금청구소송이 중복적으로 

제기된 경우, 입질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과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중복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

렵다.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해당 사안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87) 

승계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기존 판례와 학설에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다루어왔던 것과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있다. 제3자소송담당은 소송수행자가 소송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자가 아님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8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대법원 1974. 1. 29.선고73다351 판

결 등. 
8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대법원 1981. 7. 7. 80다2751 판결 등 
87) 한편 위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참가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할 수 있고, 패소한 부분을 변제 또는 

집행공탁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심금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

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추심금청구

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아마도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 입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한 판단이 위 채권자들이 수행한 소송의 결론과 달라지거나, 제3채무자가 과도

한 응소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중복

제소를 금지하고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텐데, 필자 역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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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권, 이행청구권

앞서 모든 직접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면 이행청구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에 앞서 청구권은 무엇은 무엇

을 가리키는가. 이들 용어 역시 명확하고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는 개념은 아

니므로 본 논문에서 이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의 이행청구권은, 확인소송과 형성소송과 구별되는, 

특정인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그 존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실체적 권리를 가리킨다. 

한편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

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를 잡아내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민법학에서의 청

구권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행위)—작

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88),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일

정한 재화 또는 노무(부작위 포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89)라고 정의된다. 

반면 민법 재산편 조문은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형성권 혹은 절차적 권리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

238조), 채권자대위권자(민법 제405조 제1항)는 이미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고

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로써 채무자는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되지만(민사소송법 제

86조, 제87조), 판결서의 증명력(대법원 1990.5.22.선고 89다카33904판결 등) 등
을 통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다. 특히 채권자취소소송—

개별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 소송물로 인정

하는—에 관한 누적된 실무례와 법리가 존재하므로, 채권이 아닌 이행청구권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실체적 권리로 파악하더라도 특별히 생경한 상황과 마주하

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88) 곽윤직 편, 민법주해 [VIII], 채권(1), 호문혁 집필부분, 박영사, 2004, 35면; 本城

武雄･宮本健蔵, 債權法總論(市民社会の法制度,3) 第2版, 嵯峨野書院, 2001, 1
면 ;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84면; 이영준, 민법총칙(개정

증보판), 박영사, 2007, 53면; 김상용, 민법총칙(신정판 증보), 법문사, 2003, 104
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10판), 피앤씨미디어, 2018, 29면, 840면 등;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89) 田山輝明, 債權總論(民法要義 4) 第3版, 成文堂, 2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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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데에도 사용한다. 지상권자나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각종 매수청구

권(민법 제283조, 제643조, 제646조) 등90)은 형성권이다. 저당권자의 경매청

구권(제363조, 제365조), 법원에 대한 강제이행청구권(제389조)은 특정 사인

(私人)이 아닌 국가(사법기관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절차적 청구권이다. 따라

서 이들은 민법학에서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소송실무에서는 원고가 소(訴)에 의해 그 당부의 심판을 구하는 

주장을 청구(Anspruch)라고 칭하는데, 소로써 이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거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

하는 때에도 확인청구, 형성청구라고 일컬어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91) 독일 민법학에서는 빈트샤이트(Windscheid)의 주도 아래 로마법 상의 

actio로부터 실체법상 청구권(Anspruch) 개념이 분리된 이후 실체법과 소송

법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한다.92) 특히 초기에는 실체법상 청구권

(Anspruch)을 재판상 행사한다는 의미로 소(訴)를 이해했다. 하지만 이행소송

과 더불어 확인소송을 소송의 한 종류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행청구 소송

에서 그러하듯 확인‘청구’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송법에

서의 청구를 기존의 의미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의 (私人
에 대한) 청구(Anspruch)를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더이상 적절하

지 않게 되었다. 즉 소송법에서의 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개념 구성이 필요해

졌고93) 이후 실체법상 청구(Anspruch)와 소송법상 청구(Prozessanspruch)의 

90) 지료증감청구권(286조), 각종 소멸청구권(287조, 324조, 364조 등), 공유물분할청

구권(268조) 등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91) 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청구’라는 표현은 私法의 청구권 또는 이행의 청구에서 

유래하였다(兼子一, 實體法と訴訟法, 70면).
92) 윤철홍, “빈트샤이트의 생애와 법사상”, 법학연구 28(4),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8-32면 참조.
93) 兼子一, 實體法と訴訟法, 70-71면. 소송법상 청구의 개념에 관해서는, 사법상의 

청구와 개념적으로 분리된 이후, 처음에는 소송상 청구권을 국가에 대한 권리보

호청구권으로 이해하였으나, 소송의 목적이 국가 자신의 권리보호의무를 심판하

는 것이라고 하거나, 청구의 인낙도 국가에 대한 청구를 피고가 인낙하는 것으

로 보게 된다는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다수의 학설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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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정립된 소송법상 청구에

서는 존부를 다투는 대상인 권리 혹은 법률관계를 소송물 혹은 소송의 목적

(Prozessgegenstand)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소송물 혹은 소송의 

목적이 실체법상 권리인 청구권(Anspruch)과 비교적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4). 

이렇듯 청구권은 방대한 개념이다. 지배권･형성권･항변권과 대비되는 권리

를 의미하기도,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기도 하고95), 

채권의 효력이나 권능 중 하나로 열거되는 이행청구력96)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행청구권을 특정인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존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의 의미로 사용한다. 

4. 소결 

이처럼 추심금청권자나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추심권능이 채무자의 제3

송상의 청구(Prozessanspruch)를 원고의 소에 의해 주장(Klagbehauptung)되거나, 
법적 효과의 주장(Rechtsfolgebehauptung)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란, 원고가 피고와의 생활 관계 상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실

체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형식으로 법률적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분

쟁상의 이익을 주장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94) 兼子一, 위의 책, 73-74면. 이러한 견해는 청구권과 소송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대립 중 舊實體法說이 취하는 입장이다.; 반면 호문혁 교수는, 실체법상 청구권 

유무는 법원을 향한 청구의 근거, 전제 문제이지만 소송의 객체(소송의 대상, 
소송물)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호문혁, 민법주해 [VIII], 111면).; 소송물

인 소송상 청구의 개념에 관해서는, 구실체법설, 소송법설(일원설, 이원설, 상대

적 소송물론), 신실체법설 등의 대립이 존재하고(호문혁, 민법주해 [VIII], 
115-131면 참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청구권과 소송물 사이의 관계

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실체적 권리가 소송물의 근거, 전제

문제가 된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을 취

하고 있다. 
95) 국가에 대한 절차법상 청구권을 포함하게 된다. 
96)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등과 함께 채권의 효력이나 권능을 구성하는데, 이

를 청구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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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채권에서 ‘파생’한 것인지는 별도로 논하더라도, 이들 채권자

의 이행청구권이 추심권능 그 자체이며, 권리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가 필연

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추심명령을 받은 자이기에, 혹은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하는 자이기에 채무자의 권리에서 유래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

을 청구하며 소송과 집행을 개시하고 주도한다. 피압류채권, 피대위권리와 

비교하면, 권능을 행사하는 주체도, 제3채무자의 관점에서 보면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상대방도 다르다. 권리를 정의하는 다양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추

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이 갖는 권리성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이 권리라는 용어를 통해 떠올리는 심상은 무엇일까. 앞에서 잠깐 언

급한 것처럼, 우리 판례와 통설은 ‘배타적인’, ‘할당된 이익’등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권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채권, 물권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되기도 한다. 

더불어 추심금청구권 등을 권리로 이해하는 실익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소송물, 기판력, 소송담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의 법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말이다. 필자는 이행청구권의 독자적 권리성 인정 여부보다는, 권리･
이행청구권 개념의 의미를 새겨 보는 것, 실체법과 절차법을 주도하는 각 권

리—채권･물권과 이행청구권—사이에 어긋남이 있는 것, 이로 인해 언제든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등을 ‘인지’하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 아래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전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은 

공히 이행청구권이자 실체적 권리이며, 모든 직접청구권은 이러한 실체적 권

리인 이행청구권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판례와 통설의 이해에 기초하여 ‘추심권능’이라는 표

현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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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채권, 채권적 청구권

1.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인가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판례와 통설은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실

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을 채권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

문은, 채권은 아니더라도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이행청구권이 존재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취지

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속성은 무엇인지, 채

권과 청구권을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97) 채권관계의 당사자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이 채권이라거나,98) 채권은 채권법상의 청구권

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존재한다.99) 한편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행위)—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

된다.100)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설명만으로는 채권과 청구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양자는 동일한 개념일까. 채권적 청구권

((Schuldrechtliche Anspruch)이 곧 채권(Fordrung)일까.101) 금전채권자가 채권

97) 김증한, 법학통론, 제6공화국판, 박영사, 1998, 220면.
98) 지원림, 민법강의 제16판, 홍문사, 2019, 897면.
99)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2016, 874면.
100) “청구권(Anspruch)은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

런데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김증한 편, 주석 채권총칙(상) §§373-407, 김증한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33면).

101) 독일에서는 채권(Fordrung)과 청구권(Schuldrechtliche Anspruch)을 동일한 개념

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奥田昌道, 請求權槪念の生成と展開, 創文
社, 1979. 136-137면; 윤용석,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제30
권 제4호, 2014., 77-79면; 서봉석, “채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찰”, 비교법학연

구 2. 2003., 160-16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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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당사자인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를 지급하라’라는 형식의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추심명령

을 받고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은 ‘피고는 원

고에게 금 ~를 지급하라’는 주문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 같은 주문만으로

는 금전지급의무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인지가 드

러나지 않는다. 추심금청구권자의 채권자는 종종 추심금 소송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금전지급청구권을 추심금청구권자의 책임재산102)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한다.103)

이하에서는 채권과 청구권 개념이 서로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이라도, 그 성격은 금전채권일 수도, 

채권이 아닌 금전지급청구권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압류 등 집행이

나 양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104) 이하에서는 먼저 채권과 청구권의 

102) 금전으로 환가될 수 있는 집행 개시 당시 채무자에 속한 모든 재산(채권, 물권, 
동산, 부동산 등)이 집행의 대상이 되며 이를 책임재산이라 칭한다{이원, 주석 

민사집행법(1), 63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을 일반

적으로 책임재산이라고 칭한다. 더 좁게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

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瀬戸口祐基, 共同担
保概念の民法上の意義 : フランスにおける資産(patrimoine)概念をめぐる議論
を通じた考察(1), 法学協会雑誌, 2018. 1. 2-3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채무자에게 귀속된 처분 가능한 독립한 재산이어야 한다(이원, 주석 민사

집행법 (I), 63-67면 참조).
103)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추심권능에 불과하다는 판

시들은, 추심금청구권자의 채권자,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신청된 채권 

집행—위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이 무효인 이유

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청구권을 채무자의 채권, 책임재산으로 

파악하는 채권자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104) 대법원 역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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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소개한 다음, 양자 사이의 핵심적 차이가 무엇

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2. 이행청구권인 채권

국내 문헌의 다수는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105)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한

다106).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러한 청

구권은 채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수단이

라고 한다.107) 채권과 물권은 양적 존재 개념인 반면, 청구권은 물권이나 채

권의 존재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며 그러한 권리실행의 완성을 돕기 위해 마

련된 법적 장치로서의 행위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견해,108) 채권은 물권과 마

찬가지로 ‘권원’—사람이 타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인 권리인 반면, 채권적 청구권은 권원인 권리를 전

제로 존재하는 권리로서, 이러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라고 

설명하는 견해109)도 존재한다. 이처럼 존재 또는 근원으로서의 채권과 그 실

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

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
고 판시하여 추심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부정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등).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해

서도 같은 태도이다(대법원 2016. 8. 29.선고2015다236547판결 등).
105)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학계에서 사용되는 ‘청구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때로는 對人關係的 권리의 총칭으로서의 광의의 이행청

구권으로, 때로는 채권의 효력이나 권능 중 하나로써 열거되는 이행청구권능(이
행청구력)—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채권의 권능으로서의 이행청구권).
106)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견해 역시 유력하다(김형

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874면).
107) “채권은 청구권을 그 中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대하여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청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김현태, 
신채권법총론, 2면}.

108) 서봉석, “채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찰”, 167-168면 참조.
109) 윤용석,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80-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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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청구권을 구별하는 이해에 기초하여 다음의 내

용을 살펴보자. 추심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추심금청구권, 채권자대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자취소권자가 수익자 등

에 대하여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혹은 

피보전채권)의 실행과 완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 ‘집행채권(피보

전채권)을 전제로 존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능’이다. 그러므

로, ‘권원’인 채권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채권과 청구권은 그 개념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권원으로서의 성격, 청구권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추심금

청구권은 집행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청구권이다. 

그런데, 집행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여전함에도 불구하

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추심금청구권이 배당금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110) 청구권과 채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재산권(자산)인 채권

채권자는 제3자를 피고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

으로 삼아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110) 대법원 2019. 1. 31.선고 2015다26009 판결.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乙의 배

당금채권에 대한 甲과 丙의 각 채권가압류에 따라 경매법원은 乙에 대한 배당

금을 공탁하였다. 甲은 乙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압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사유

신고가 이루어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52조 2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로써 집행채권자인 甲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확정에 따

라 정해질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甲에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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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

행절차가 아니라—추심채권자 앞으로 배당된 금원은 추심채권자에게 귀속되

는 것이 아니다. 추심채권자를 포함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참여

하는 별도의 배당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추심채권자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111) 추심금청구권 상태에서는—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아직 추심 

및 배당을 통해 추심금청구권자에게 얼마나 배당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추심금청구권은 구체적인 할당액을 표상하지 않는다.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112)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다면 추심한 금

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113) 이러한 추심신고나 공탁사유 

신고가 있은 후—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114) 추심채권자를 포함하여 배당에 참여할 배당채권자가 한

정되며 이로써 추심채권자였던 이의 몫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추심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마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추심채

권자가 추심한 금원으로써 집행채권에 대해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11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은 배당요구 종기를 기점으로 

하여 추심금청구권자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었다고 판시한

다. 구체적으로 할당될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기준으로 ‘채권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1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

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 그러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압류채권자의 지

위가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112)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11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이후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사

집행법 제252조 2호).
11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2호.
11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 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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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채권의 속성으로서 생활 재화의 할당(Zweisung von 

Lebensgütern)의 면을 강조하는 Esser(에써)의 관점을 떠올리게 한다.116) 채

권은, 가치의 할당을 본질로 하며, 재산적 가치의 궁극적 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지불수단(Zahlungsmittel)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117) 

즉 권리의 작용이나 실현 측면을 중심으로 채권과 청구권을 구별하려는 

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권이라면 구체적으로 할당된 가치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채권과 청구권을 가르는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함께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재산권118)

으로 분류된다. 물권이 특정 유체물을 직접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인 

116) Josef Esser, Einführung in die Grundbegriffe des Rechts und Staates, 1949, 
S.163f; Esser는 채권이 가치 할당을 그 본질로 하며, 재산적 가치의 궁극적 귀

속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실현 수단인 청구권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

다. 권리로서의 채권은 투자의 객체(Vermögensanlage)와 지불수단(Zahlungsmittel)
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117) Esser, Einführung in die Grundbegriffe des Rechts und Staates, S.163.
118) “급여는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 통례이지만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급여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의 효력으로서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다.”{김현태, 신(新)채권법총론, 일조

각(一潮閣), 1973, 9면}; 채권은 그 권리의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내지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되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이익이 채권의 본체가 아니라고는 점을 명

문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비재산적 이익 내지 가치도 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독일 보통법상 크게 다투어졌고 여전히 논

의가 계속되고 있다. Oertmann으로 대표되는 부정설의 주된 논거는 비재산적 

이익을 채권의 목적으로 하면 채권의 개념이 모호하여지고 다른 청구권(친족법

이나 상속법 상의 청구권 등)과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있다. 김증한 교수

는, 이러한 부정설의 태도를 비판하는데, 현대 문명사회에서 채권의 임무는 단

지 재산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비재산적 가치 내지 정신적 가치를 확

보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무를 부여하면 채권법은 정신문화의 발

전에 보다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증한, 주석 채권총칙(上),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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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채권은 특정 급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으로, 물권이 직접 재화

의 가치를 지배하는 반면 채권은 간접적으로 재화의 가치를 지배한다고 설

명119)된다. 채권 역시 국가가 보호하는 이행이익의 실현을 돕는 중요한 사적 

재산으로서120) 물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

른 이견을 찾기가 어렵다. 

한편 청구권이 그것을 발생시킨 권리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121) 채권은 채권자의 자산으로서 양도･처분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122) 이러한 채권의 특성은 채권의 ‘권능’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123) 어떤 연구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의 귀속이나 채권의 내용, 또는 

그 모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능을 처분권능(Befugnis zum Verfügung)이라 

지칭하며 이것이 모든 재산권의 요소로서 모든 권리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권능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24) 채권의 자산으로서의 성격(Die 

119) 本城武雄･宮本健蔵, 債權法總論, 3면.
120) 本城武雄･宮本健蔵, 위의 책, 5면.
121) 호문혁, 민법주해 [VIII], 35면;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채권자의 추심권능

(Einziehungsbefugnis)에 관해서, 이러한 권능의 양도가 가능한지, 이러한 권능을 

이용한 상계(그에 상응하는 “Fordreung”을 통한 상계를 의미한다)가 가능한지, 
담보물권의 기초로서의 적격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관련 

논의도 찾기 어렵다{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2. Buch. §§241-243, Jürgen Schmidt 
(Bearbeiter), 1995, S.57,  Rn. 167f}.

122) 호문혁, 민법주해 [VIII], 35면 이하;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84면; 이영

준, 민법총칙(개정증보판), 53면; 김상용, 민법총칙(신청판 증보), 104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10판), 840면 등; 모든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으므로,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내용의 채권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금전채권이다{지원림, 민법강의, 1257
면}; 채권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875면}. 
123) 곽윤직 편, 민법주해[IX], 채권(2), 송덕수 집필부분, 2011. 박영사, 4면. 저자는 

이러한 채권의 권능으로서 상계권능, 처분권능을 제시한다.; Jürgen Schmidt는 

상계권능(Aufrechenbarkeit)이 사적인 집행(durchsetzen)을 통해 채권을 실현한다

는 점에서, 자력구제권능(Befugnis zur Selbsthilf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Staudinger-Jürgen Schmidt, S. 44f, Rn. 12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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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erung als Vermögengegenstand)을 강조하는 것이다.125) 채권은 채권관계

에서 급부를 수령(Leistungsbeziehung)하는 측면이 주로 조명되곤 하지만, 채

권이 자산 가치를 가진다는 점, 즉 현존하는 자산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즉“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의 급부와 관련될 뿐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Vermögen)으로서 원칙적으로 처

분 가능하며, 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취(Zugriff) 및 환가(Verwertung)의 

대상이 된다.” 이때의 처분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

는 채권의 처분(상계, 면제), 권리의 거래(Rechtsverkehr)로서의 채권 처분 

(양도, 담보권 설정)을 포함한다.126) 

그동안 채권과 청구권은 주로 작용, 실현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채권

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은 소홀하게 취급돼 왔다. 그래서 채권인지 청구권인

지 모호한 권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

당 권리를 자동채권 혹은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

는 본격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의 재산권으로서 지니는 

성격은 청구권으로서의 성격 못지않게 채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중요하게 취

급되어야 한다. 

4. 소결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구별이 문제되는 장면은, 주로 채권적 청구권을 

채권으로 오인하여 처분하거나 집행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채권은 특정인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요구할 권리라고 정의되는데,127) 그 

개념만을 놓고 보면 청구권과 별 차이가 없다.128) 하지만 채권에는 개념이나 

124)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8. Aufl., 1997, §23 Rn. 39.
125) Larenz/Wolf, §15 Rn 50ff.
126) Larenz/Wolf, §20 Rn 94ff.
127) 김증한, ｢법학통론｣ 제6공화국판, 박영사, 1988, 220면;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4판, 2021. 박영사, 3면; 本城武雄･宮本健蔵, 債權法總論, 1면.
128)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이익을 획득하고 이를 보유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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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 바로 재산권이라는 점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 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이행청구권이다. 채권적 청

구권은 채권의 핵심 내용이며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일반적 수단이다. 추

심금청구권은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만족을 위한 수단인 채권적 청구권이

며, 채권자대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은 대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자취소

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

한 수단인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리고 이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 이들 권리가 

채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 청구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산권인 채권으로

서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이익의 할당이 ‘예정된’ 권리이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지가 모호한 시점까지는, 재산권인 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지

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과하여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가 한정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심금청구권자에게 할당될 몫

이 구체화된다.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배당금‘채권’으로서의 성격

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취소 

및 원상회복을 통해 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그 중 배당절

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소채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이 확정

되거나 취소채권자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확해지면, 그때

부터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추심권능인 이들 

청구권들은 곧 채권으로서의 변환이 예정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이

행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 이와 같은 급부결과의 귀속이 곧 채권의 목적이라며 청구권을 중심으로 채

권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존재한다. 이 같은 입

장에서는  ‘채권자의 이익 –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채권을 정의하고 채권 체

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奥田昌道 編, 新版 注釋民
法(10) I, 潮見佳男 집필부분, 有斐閣, 2003, 8-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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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행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제1절 개괄

본장에서는 이행청구권을 구성하는 개별 효력과 권능을 살펴보려 한다.129)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모든 채권은 이행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채권의 효력이나 권능에 관한 논의에 익숙하기도 하므로,130) 

아래에서는 채권의 효력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이행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을 고민할 것이다.   

채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권리자인 채권자가 그 의무자인 채

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131) 채권의 효력은 

법이 채권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힘132)이라고 정의된다. 그중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대내적 효력은 ①-a) 채권 본래의 내

용인 급부를 실현하기 위한 힘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급부보유

력133), ①-b) 채권 본래의 내용대로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

129) 다만 본 논문은 주로 금전지급청구권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

항의 논의 역시 급부의 목적이 금전인 이행청구권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130) 본래 채권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청구권(Anspruch)에 관한 독일의 논의가 일본

을 거치면서 채권의 효력 논의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다. 
131) 대부분의 교과서가 채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념이 

채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같은 견해

로서, 四宮和夫, 民法總則[法律學講座双書] 第4版, 弘文堂, 1986, 25면은, “채
권을 일정한 이익의 귀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더없이 적절

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132) 송덕수, 민법주해[IX]. 3-4면 참조.; ‘권리의 효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에 대하여 법이 인

정하는 힘’,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채권에 대하여 법

이 인정하는 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133) 급부보유력은 변제자의 자발적인 이행 또는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채권이 실현

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실현된 바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그로부터 수익할 수 있

는 권능을 가리킨다. 채권의 1차적인 효력은 우선 채무자가 자의로 이행한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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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따른 해제,134)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성되며, ②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②-a)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없는 제3자가 채권을 침

해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힘, ②-b)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채권에 기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으로 구성된다.135)136) 

본 논문은 이러한 채권의 효력 가운데,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은, 채

권이 아닌 경우에도, 이행청구권에 공통된 대내적 효력(①a)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집행력의 실현에 봉사하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이행청구

권137)의 공통된 대외적 효력(②b)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한편 모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급부보유력은 채무자의 부당이득 주장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김용담 

편, 주석민법 채권총칙(2) 제4판, 지원림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455
면).; 한편 급부보유력이 인정되는 결과 급부의 수령과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될 뿐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데(송덕수, 민법주해[IX], 14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와 경합하는 물권자, 혹은 

기타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별개의 채권관계 상의 채권자 등과의 사이에서 비

로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채권의 상대권으로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지점으로, 당해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이행청구권자, 의무이행의 상대방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이익의 종국적 귀속자가 

채권자라는 본 주장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

권과 구별되지 않는 개념으로 채권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입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로서의 채권, 채무자로부터 급부 ‘이익’의 획득하여 보유할 권

능, 즉 급부보유력을 강조하는 논의에 관해서는, 潮見佳男, 新版 注釋民法(10) 
I, 8-11면; 於保不二雄, 債權總論 新版, 有斐閣, 1972, 3-6면; 林良平/石田喜久
夫/古木多喜男, 債權總論 第3版, 林良平 집필부분, 靑林書院, 1996. 4면; 潮見
佳男, 契約規範, 信山社, 1994, 12면 이하 참조.

134) 계약에 따른 채권에 한한다.
135)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3면 이하; 송덕수, 민법주해[IX], 8-9면.
136) 우리 민법전은 채권의 효력이라는 표제 하에, 강제집행(a)과 손해배상청구권(①

b),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②b)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래의 급부의무

에 대한 청구력(①-a)과 급부보유력(①a)은 민법상 당연한 것으로 전제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채권의 대외적 효력(②a)은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논의된다

(송덕수, 민법주해[IX], 9면).
137)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널리 이행청구권이면 족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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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직접청구권은 이행청구권에 속한다. 따라서 이행청구권의 공통된 효력과 

권능을 추출하는 작업은 곧 모든 직접청구권에 공통된 효력을 정립해 나가

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권리의 내용을 ‘효력’으로 설명하는 것은 권리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에 충분하지 않다. 특히 급부보유력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

로 의미를 세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 판례는 금전지급청구권

과 관련하여 추심‘권능’, 변제수령‘권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권능’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행청구권, 직접청구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 

제2절 이행청구권의 효력 

대내적 관계에서 ‘채권’의 효력으로 다뤄지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행청구

력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임의의 방법을 통해 추심할 수 있는 권능

을, 급부보유력은 채권자가 이행된 급부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그로부터 수익

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킨다.138) 급부보유력이 인정되는 결과, 채권자는 채

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바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을 반환하지 않아

도 된다. 이러한 권능이 채권의 1차적인 효력이라고 설명된다.139) 급부보유

력은 채무자의 부당이득 주장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140) 소구력은 채무자

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음을, 집행력은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을 공취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킨다. 

보전채권은 금전지급청구권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138) 지원림, 주석민법 채권총칙(2), 455면.  
139)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5면. 
140) 지원림, 주석민법 채권총칙(2),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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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실현국면에서 작용하는 효력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이행청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을 때, 소송—채권의 목적인 급부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을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근거가 되는 소구력, 확정된 승소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체법상 근거가 되

는 집행력 등은, 채권 자체의 목적—급부의 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

휘되는 채권의 효력이다.141) 

앞장에서 채권은 이행청구권으로서의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의 효력 가운데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은, 

채권의 이행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발현되는 상황에서 작용한다. 반면 급부

보유력142)은 채권이 자산으로 기능하는 국면에서 작용하는 효력이다. 그렇다

면 전자—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를 ‘이행청구권’의 효력으로 이해하여

도 무리가 없으며, 모든 직접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이므로, 결국 모든 직접청

구권의 공통된 효력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143) 소구력과 집행력이 청구권

의 효력이라는 점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44) 우리의 소송법･집행법 체계에서 소송과 집행의의 근원이 

되는 실체적 권리는—채권도 물권도 아닌—청구권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141) 이행의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이행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행의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대해 재판청구권, 강제집행신청권 등의 공법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반면 소구력과 집행력은 채권 혹은 청구권, 즉 실체적인 권리의 효력이다. 
실체적 권리자가 공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실체적 권리에 내재된

소구력과 집행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조경임, “이행청구권

의 효력에 관한 小考”, 159-161면 참조).
142)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부 3장 3절 3. 참조.
143) 각주 (47) 참조. 
144) 각주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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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청구권의 일반적･대내적 효력

논의를 더 확장하면, 이러한 이행청구권의 대내적 효력은 채권관계에 기초

한 이행청구권뿐 아니라 물권관계에 기초한 이행청구권을 포괄하여, 이행청

구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

권,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 또한 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

행력을 그 권능으로 한다. 민법 제353조145)는 채권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채권 

질권의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인정되는데, 청구의 목적이 

금전이라면 질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146) 즉 질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

면 민법 제353조가 정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터 직접 채무를 

변제받아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민법 제354조147)가 정한 바

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실행할 수도 있

다. 즉 채권질권자는 본래 입질된 채권을 압류하여 집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추심권을 인정한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

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148) 입질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데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재판 외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3채무자의 재산

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149) 또한 질권자가 원고가 되어 제3

채무자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145)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46) 정동윤, 민법주해[Ⅵ] 물권(3), 439-440면.
147) 민법 제354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

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148) 林良平, 注釋民法(8) 物權(3), 有斐閣, 1973, 362면.
149) 정동윤, 민법주해[Ⅵ],440면; 林良平, 注釋民法(8), 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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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3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청구력 외에 소구력, 집행력까지 인정되는 권리임을 

잘 보여준다. 

요약하면, 채권적 청구권처럼,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도 이행의무자에게 급

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이행청구력), 소를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능(소구력), 급부의 목적물이나 이행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능(집행력)을 그 효력으로 한다. 청구권의 권능(효력)은 그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채권관계인지 물권관계인지 묻지 않고, 모든 (직접)

청구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행청구권의 일반적 대외적 효력(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이행청구권의 본질적 속성은 권리의 실현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본항에서

는 이 부분을 청구권의 효력과 연결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전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채권의 효력 가운데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은 

이행청구권의 효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은 

이행청구권이 채권의 실현에 봉사하는 권리라는 주장과 연결된다. 

채권은 그 실현의 측면과 처분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채권의 실

현 측면은 곧 채권의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발현되는 국면이다. 이때 발

현되는 채권의 효력(권능)이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이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소개되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실현 측면과 연관된다. 채권 목적인 급부의 실현, 즉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

는 국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채권이—양도되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럼—자산으로 소모되는 상황과는 별 관련이 없다. 채권자대위권

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 목적대로의 이행을 구하거나, 

장차 피보전채권을 소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때를 대비한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소구력과 집행력을 갖는 권리라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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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의 도움이 필요하다.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구권은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되고, 채권자대위

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장차 소구력과 집행력이 발현되어 소송과 집행이 이루

어질 때를 대비하여 책임재산의 회복까지에만 관여한다. 책임재산 회복 이후

의 상황, 즉 책임재산의 집행을 통해 수령한 금원을 채권자가 온전히 획득하

고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급부보유력이 포함된 권

리를 갖는 자—채권자—만이 채권자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볼 이유를 찾기 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권리가 그 자체로 고유한 

소구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면—비록 채권이 아니더라도—채권자대위권, 채권

자취소권150)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은—채권 편･채권의 효력 절에서—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채

권자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설151)과 판례는 채권자대위

권과 관련해 피보전권리를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이미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

위권152),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권153)을 인

150) 채권자취소권은 오직 금전채권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이때의 청구권은 금전지급

청구권에 한정된다.
151)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2판, 2019. 박영사, 826면.; 채권이 아닌 재산적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해서도(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있되 다만 그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이은영, 민법 II(제4판), 박영사, 2005, 125면-126면. 
15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34 판결 등; 이러한 판결의 태도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

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지지하는 입장

[송평근,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

정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67호), 2007, 251면]과,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반대설은, 사안 자체가 적고, 물권적 청구권은 피대위권리의 채무자에

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정병호, “물권적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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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추심금청구권이 고유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가진다고 보는 한, 

추심금청구권을 보전하려면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 역시 인정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익자를 대위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또한 다르지 않다.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채권이 아닌 금전지급청구권 또한 채권자취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즉 추심금청구권자, 금전지급청구권을 대위해

서 행사하는 대위채권자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

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

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소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통해 회복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이

후 진행될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 이렇듯 채

권자취소제도는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준비제도로서 기

능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피보전권리에 내재된 집행력이 발현되어 장차 강

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행력이 내재된 권

리라면,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즉 채권

이 아닌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심금청구권자,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

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청구권 고유의 효력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법조 2008.10(Vol.625), 법조협회, 2008, 316면].
15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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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한편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으로써 피보

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이행청구력, 

소구력과 집행력의 실현에 봉사하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은 이행청구

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3절 권능을 중심으로 한 이행청구권 이해 

1. 개요

우리 판례는 추심금청구권과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이 권리가 아니

라 집행채권과 피보전채권에서 유래하는 추심권능, 변제수령권능으로 이해한

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권능을 중심으로 직접청구권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권능’ 개념을 활용하여 직접청구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나름의 실익이 있

다. 채권의 ‘효력’ 개념만으로는 다양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피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행청구권자가 추심한 금원을 

보유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는 급부보유력 개념으로는, 그 이행청구권에 

변제수령권능이 포함되는지, 그 이행청구권이 양도나 집행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처분권능),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지(상계권능), 우선변

제권을 갖는지(충당권능) 등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없다. 채권질권의 경우

를 살펴보자. 채권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

하고 수령한 금원을 그 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질

권자의 직접청구권은 급부보유력을 효력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렇다고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채권질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채권질

권자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채권질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보유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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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추심한 금전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 즉 우선변

제권을 보유하기 때문이지, 채권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급부보유력만으로는 

채권과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을 구분해 내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하에서는 이행청구권의 효력을 검토하면서 ‘권능’

개념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채권의 효력은 곧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능”154)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급부보유력으로 구성되

는 채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룬다. 반면 일부 독일 문헌 중에는 이를 채권의 

권능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권능(Befugnis)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 법

률상의 힘을 가리킨다.155) 추심권능(Einziehungsbefugnis), 소구권능(Befugnis 

zur Klage), 강제집행권능(Befugnis zur Vollstreckung), 급부보유권능(Befugnis 

zur Behalten der empfangenen Leistung), 자력구제권능(Befugnis zur 

Selbsthilfe), 처분권능(Befugnis zum Verfügung) 등이 언급된다.156) 이들 권

능 중 추심권능은 이행청구력을, 소구권능은 소구력을, 강제집행권능은 집행

력을, 급부보유권능은 급부보유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력구제권능은 

채권을 통한 사적 집행이 가능한 점, 즉 상계할 수 있음(Aufrechenbarkeit)을 

의미한다.157)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처분권능은, 채권이 

채권자의 재산으로서 양도･처분이 가능한 점을 드러내는 권능이다.158) 처분

권능은 채권자가 채권의 귀속이나 채권의 내용, 혹은 이들 모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의 권능으로, 모든 재산권의 요소이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권리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능이다.159) 이때의 처분에

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의 처분(상계,160) 면

154)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3면. 
155) 송덕수, 민법총칙 제4판, 박영사, 2018, 50면; 김준호, 민법강의 제25판, 법문사, 

2019, 40면 등. 
156) Staudinger-Jürgen Schmidt, S. 42ff. Rn. 118ff.
157) Staudinger-Jürgen Schmidt, S. 44f, Rn. 127ff.
158) 송덕수, 민법주해[XI], 4면. 저자는 이러한 채권의 권능으로서 상계 권능과 처

분(양도･담보제공 등) 권능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159) Larenz/Wolf, §20. 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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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권리의 거래(Rechtsverkehr)로서의 채권 처분 (양도, 담보권 설정)이 포

함된다.161) 

한편 우리 판례는 추심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하

에서는 이들 각각의 권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가 사용하는 용어

(1) ‘추심권능’의 의미 

우리 판례는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

고 88다카3465 판결은, 추심금청구권에 관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162)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

한다. 채권자대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에 관해서는, “..대

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하며, 

이를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이라고 

표현한다.163) 이러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

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일 뿐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한편 판례가 사용하는 ‘추심권능’은 앞에서 살펴본 이행청구력으로서의 추

심권능(Einziehungsbefugnis)보다 넓은 개념, 즉 소구권능(소구력, Befugnis 

zur Klage) 및 강제집행권능(집행력, Befugnis zur Vollstreckung)을 포함하는 

160) 처분권능에서 말하는 상계는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161) Larenz/Wolf, §15. Rn. 50ff.
162) 이하의 볼드체는 필자가 강조를 위패 표시한 것이다.
16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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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보인다. 추심금청구권자는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

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소구권능),164) 추심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집행권능),165) 

대위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 ‘변제수령권능’의 의미

변제수령권능은 용어 그대로 추심한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

한다.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수령권능’을 갖는다고 표현한다.166) 채권자

대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과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이러한 변제

수령권능이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직접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대위채권자와 취소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할지에 관한 학설의 대립

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4부 2-3장에서 살펴본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권(혹은 인도청구권)을 행

사하는 때에는—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를 때—추심권능 외에 직

접 제3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능을 갖지만, 그 외의 경우167)에는 그 변제

수령권능은 채무자만이 보유한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는—그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취소채권자가 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능을 모두 보유하고 행사하지만, 등기말소청구권 기타 원물반

환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취소채권자에게는 추심권

능만 인정되며, 변제수령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168) 

164)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16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등 참조.
166)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167)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말소청구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를 예로 들 수 있다.
168) 한편 이처럼 대위채권자와 취소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할지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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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으로는 추심권능—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행사하는 자가 

변제수령권능 또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변제수령권능은 행사할 수 있지

만 추심권능은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추심권능이 인정되지

만 변제수령권능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추심권능

과 변제수령권능이 분리되는 경우 혹은 이행청구권의 귀속자와 이행의무의 

상대방이 분리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급부보유력, 권능 개념을 통한 분설(分說)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효력으로 인정된다.169) 다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관

점은 단일하지 않다. 넓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

심한 급부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의 급부보유력은 채무자 부당이득 주장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170) “채권은 

궁극적으로 급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변제자의 자발적인 이행 또는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채권이 실현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실현된 바를 적법

하게 보유하고 그로부터 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171) “채권의 1차적인 효력

은 우선 채무자가 자의로 이행한 바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을 반

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도 한다.”172) 등의 설명이 이루어진다. 급

부를 한 자, 즉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

다는 의미로서 급부보유력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은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여 그 ‘이익’을 획득하

채권자가 수령한 급부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반환채무와 피보전채

권과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

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 (3) 충당권능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69) 송덕수, 민법주해[IX], 11-15면; 中田裕康, 債權總論, 岩波書店, 2008. 59-61면; 

大村敦志, 基本民法 III, 有斐閣, 2007, 5-6면. 
170) 지원림, 주석민법 채권총칙(2), 455면; 송덕수, 민법주해[IX], 13면.
171) 지원림, 주석민법 채권총칙(2), 455면 등.
172)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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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유할 수 있는 효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173) 이처럼 생활이익을 

획득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능을 급부보유력으로 이해하면,174) 급부보

유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산으로서의 채권’인 금전지급청구권

과 그 밖의 금전지급청구권—채권이 아닌 금전지급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

다. 

넓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이라면, 채권이 아닌 이행청구권 역시 이를 갖는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추심금청구권자는 추심금을 지급한 제3채무자에 대한 관

계에서 추심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심금청구권

자 본인만을 위해 향유할 수 없을 뿐이다.175) 즉 넓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인 금전지급청구권과 채권이 아닌 금전지급청구권을 구

분하는 표지로 기능하지 못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이 없는 금전지급청구권이라면 ‘채권’으로 평

가하기 어렵다.176) 채권자대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은, 이들이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청구권들은 채권으로 평가될 수 없고, 이행청구

권자의 책임재산–집행의 대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본 논문은 후자의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급부보유력 개념을 사용한

다.177) 다만 ‘급부보유력’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178) 보다 잘게 

173) 潮見佳男, 新版 注釋民法(10) I, 8-11면 참조. 
174) 지원림, 주석민법 채권총칙(2), 455면. “채권은 궁극적으로 급부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하므로 변제자의 자발적인 이행 또는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채권이 실현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실현된 바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그로부터 수익할 수 있어

야 한다.”
175) 앞의 2부 2장 3절 2. 참조.
176)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기본적 효력 내지 최소한도의 효력으로서 그러

한 효력만 갖추고 있으면 설사 실현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송덕수, 민법주해[IX], 14-15면)
177) 수령한 급부을 종국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급부

를 이행한 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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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권능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급부보유력과 관련하여서는 처분권

능, 상계권능, 충당권능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

세히 살펴본다.

(1) 처분권능 – 채권의 속성

‘처분권능’(Befugnis zum Verfügung)179)이란 권리가 처분(양도, 담보제공)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0)  앞서 살핀 자산으로서 채권의 

속성을 드러내는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분권능은 모든 재산권의 요소

이다.181) 채권은 채권자의 재산으로서 채권자가  귀속이나 채권의 내용, 또

는 그 모두를 변경할 수 있고, 양도 등 처분을 통해 자산으로서의 가치

(Vermögenswert)를 실현할 수 있다.182) 한편 민사집행의 대상(책임재산)은 

부보유력을 이해한다면, 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갖는 권리는 곧 채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때에는 해당 권리의 집행대상적격 또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78) 채권질권자,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획득하는 경우 역

시 급부보유력이 없다고는 평가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채권자뿐 아니라, 우선

변제권에 기초하여 추심한 금전을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질권자 및 채권담보권자) 역시 급부보유력을 갖는

다고 말할 수 있다. 
179) Staudinger-Jürgen Schmidt, Rn. 138ff.
180) 송덕수, 민법주해[IX], 4면, 채권은 채권자의 재산으로서 양도･처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채권의 특성은 채권의 ‘권능’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채권의 권능으로서 상계권능, 처분(양도･담보제공 등) 권능을 제시한다. 
181) K.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 Allgemeiner Teil, 14. Aufl., 1987. 

S. 569f.
182) K.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 S. 570ff; 채권의 처분권능은 채권

의 기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권리로서의 채권(Forderung)은 다른 법 주체에게 

양도될 수 있고,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sie “zu Gelden zu machen”). “경제적

인 고찰방식(wirtschftlicher Betrachtunsweise)”에 따르면 “채권”에는  하나의 “현
재의 자산가치(gegenwärtiger Vermögenswert)”가 귀속되고, 급부와 관련된 채권

(Forderung  als Leistungsbeziehung)을 자산으로서의 채권(Forderung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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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귀속되는 재산이거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물건이다.183) 재산적 가

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184) 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

에게 귀속된 처분 가능한 독립한 재산이어야 한다.185) 처분 가능한 독립한 

재산인지 여부는 ‘환가할 수 있는지’, ‘양도할 수 있는지’등으로도 표현된

다.186)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은 집

행채권, 피보전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고, 추심금

청구권자의 채권자,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강제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없다.187) 간단히 말하자면, 제3채무자가 이행하는 급부의 목적물

인 금전이 위 금전지급청구권자들에게 온전히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추심금청구권자는 추심한 금

원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Vermögenswert)으로 파악할 수 있다. 
183) 이원, 주석 민사집행법(1), 63면.
184) 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마1407 결정,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

카3465 판결 등. 
185) 이원, “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의 경합”, 법학평론 제8권, 서울

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157면.
18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법원행정처, 2014, 294-307면은 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집행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여야 하고, ②독

립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③환가 가능해야 재산일 것, ④제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⑤양도할 수 있을 것, ⑥법률상 압

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8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

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

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에게 행사하는 

금전지급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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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한—가 없을 경우, 추심신고를 통해 피압류채

권에 관한 현금화절차가 종료된 후 추심한 금전을 전액 추심채권자의 집행

채권 및 집행비용의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신고 시(기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압류･가압류가 있다면 피압류채

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

채권을 추심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지

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188) Esser(에써)

의 표현을 빌리면 생활 재화의 할당(Zweisung von Lebensgütern), 권리의 이

익향유기능(Genußfunktion)을 본질로 하는 채권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하

였고, 자산(Vermögensobjekt)이 될 수 없다189)고 말할 수 있다. 즉 추심권자

가 행사한 이행청구권은 아직190) 추심권자의 재산인 채권이 아니며 이는 추

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즉 추심금청구

권자, 대위채권자의 책임재산은 집행채권과 피보전채권일 뿐이다.191) 필자는 

이러한 처분권능 유무가 채권과, 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추심권능)을 구

분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편 판례가 추심권능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는,192) 

188) 민사집행법상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야 하고(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른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189) Esser, Einführung in die Grundbegriffe des Rechts und Staates, S. 159ff.
190)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를 뜻한다.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를 

할 수–가격을 매길–수 있어야 하고, 그 처분(집행)의 결과로서 매수인에게 매

매 대상이 온전히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이

전의 추심금청구권, 즉 추심한 금원을 어떠한 채권자들와 얼마씩 나눌지 미확정 

상태인 추심금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나 환가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나 적절하지 않다. 
191) 집행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집행채권이 처분이나 집행의 대상인 경우, 그에 수

반하여 귀속이 변경될 수 있을 뿐이다.
192) 각주(1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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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적지 않다. ③금전지급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압류 등 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

다(처분권능). 추심권능에 불과하고 채권이 아니므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 추심권능을 집행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 독립성을 갖지 못한 권리, 종된 권리라면 압류할 수 없는가. 독

립적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다.

주된 권리에 수반하여 그 귀속이 변경될 운명을 갖는 경우임에도 주된 권

리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추심금청구권이 배당금채권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배당금채권은 여

전히 집행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하지만 배당금채권이 처분이나 집행의 대상

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집행채권에 수반하여 처분

이나 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는 해석

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처럼 배당금채권이 처분이나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이유는, 가격을 매기거나 양수인에게 매매대상이 온전히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심금청구권이 독립하여 처분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종된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재산권’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193) 

193) 다만 이때에 집행채권과 배당금채권이 서로 분리되어 다른 이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배당금채권은 집행채권의 만족에 

봉사하는 종된 권리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유

사하다.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채권이 다른 이에게 양도되어 주된 채권과 종된 채

권이 여러 명에게 분리하여 귀속되더라도 그 개수만큼 채권의 가치가 확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 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채무자에게 부당

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계약상 채권 등을 경합적으로 행

사할 수 있을 때, 그 중 한 가지 채권만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각 채권의 귀속

이 분리된 경우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결 방

안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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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대법원194)은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허용

한다. 처분권능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점에 대

해서는 4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계권능 – 급부보유력을 갖는 직접청구권의 속성

상계권능이란, 이행청구권자가 이행청구권을 행사해 급부를 현실적으로 추

심하는 대신 이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자신이 이행의무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별개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킨다. 상계를 통해 

사적 집행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력구제권능(Befugnis zur Selbsthilfe)으로 

설명되며,195)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의 처분, 즉 처분권

능의 일종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196) 이때의 상계권능은 수동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상계권능을 직접청구권과 연관하여 살펴보자. 직접청구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 자체를 상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직결된다.197) 우리 판례는 책임보험영

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을 피해자

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파악한다.198) 따라서 보험자가 피해자에 

사전에 여러 채권의 분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상 분리 귀속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면, 불가분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 또는 다수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율해야 하

는데, 결국에는 지급의무자가 이중의 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민과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94) 대법원 2017. 8. 21.선고 2017마499결정.
195) Staudinger-Jürgen Schmidt, S. 44f,  Rn. 127ff; K.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 S. 254ff.
196) Larenz/Wolf, S. 298f.
197) 금전채권은 상계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채권이 아니더라도 급부보유력을 갖는 

권리—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라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아래 나.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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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수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한다.199) 이 판례는 직접청구권이 수동채권인 경우로

서 엄밀히는 직접청구권의 처분권능과 관련되지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채권이므로 그 역의 경우-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당연히 허용된다. 

상계권능은 채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채권의 속성일까, 아니면 채권이 아닌 

금전지급청구권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권능일까. 먼저 어떠한 권리가 상계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살펴본다.  

(가) 상계의 목적인 권리

① 수동채권의 적격 – 집행의 대상

채권은 그 실현의 측면과 처분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처분 측면

은 곧 채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발현되는 국면이고, 이때 발현되는 

채권의 효력(권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급부보유력(처분권능)이다. 

상계에서 수동채권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자동채권의 만족을 위한 간이한 

집행의 대상이 됨을 뜻한다. 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춰야 하므로, 채권이 아닌 청구권이라면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자동채권의 적격 – 실현되는 권리

상계는 수동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자동채권을 간이하게 실현하는 방

법이다. 자동채권자는 자동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나 수동채권에 대한 집행 

절차 없이 채권집행의 효과를 누린다.  

채권을 실현과 처분의 측면으로 구분할 때, 실현 측면에는 채권의 ‘청구

권’으로서의 성격이 발현된다. 자동채권은 ‘실현’되는 권리인, 채권이 아니더

라도 청구권이만 하면 곧 자동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닐까.  

198) 뒤의 4부 5장 참조.
199)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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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껏 이행청구, 소구, 집행

—추심—까지를 청구권의 ‘실현’으로 이해해 왔다. 반면 상계는 추심 단계를 

거쳐 자동채권의 ‘만족’에 이르는 단계까지 관여한다. 자동채권자는 상계를 

통해 수동채무를 면한다. 자동채권의 채무자에게 자동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

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채권액과 자동채권액을 안분한 비율대로 수

동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안분한 비율을 넘어 채무를 면하였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즉 

자동채권자는 상계를 통한 간이한 집행의 결과를 온전히 본인을 위해 향유

한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는 급부보유력이 있는 권리자에게 허락되는 권능이

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계의 목적인 자동채권은, 급부보유력이 있는 권

리여야 한다. 

(나) 담보물권자의 상계

그런데 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급부를 수령해 그 ‘이익’을 획득하고 향

유할 수 있는 효력—개념에 따르면, 담보물권자에게도 급부보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0)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과 상계에 관

해 추가로 살펴보고, 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자의 상계에 대해서도 검토

해 보기로 한다. 

① 담보물권자201)의 직접청구권(③)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다시 A, B, C를 떠올려, A가 채권질권자로서 C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C가 A에 대하여 별개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 

채권질권자인 A는 C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을 온

전히 A의 B에 대한 ①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

200) 아래 (3) 충당할 권능 부분 참조.
201) 우리 법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질권자, 채권담보권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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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A가 C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C의 대여금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자동채권자는 상계를 통해 수동채무를 

면함으로써 자동채권을 간이하게 실현하는데, 담보물권자인 직접청구권자도 

상계를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던 별개의 채무를 면하고 피담보채권

의 만족을 얻도록 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C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상계를 통해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

는 대신 C가 A에게 ③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A

에게 ③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B에 대한 ②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채권질권자인 A는 상계를 통해 C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잃은 

대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C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이고, 이는 B에 대한 피담보채권

이 만족에 이른 것과 같다. A는  C에 대한 채무를 직접청구권의 수액과 대

등액에서 면하므로, 수동채권이 집행된 결과를 온전히 홀로 향유하게 되는

데, 우선변제권자인 이상 특별히 문제삼을 일이 없다. B는 A의 상계–직접

청구권의 실현—를 통해 A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하였다. 

A, B, C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② 담보의 목적인 채권(②)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채권질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입질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제3채무자의 채권질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존재한다. 이들 논의는 대체로 이러한 상계

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202) 상계에서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상계자 본인

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203) 독일에서도 

질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입질채권)과 제3채무자가 질권

202) 정동윤, 민법주해 [VI], 441면; 이영준, 물권법 전정신판, 박영사, 2009, 847면 등
203) 정동윤, 민법주해 [Ⅵ],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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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갖는 별개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204) 하지만 이는 채권질권자가 입질채권을 직접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유질계

약을 금지하는 우리 민법 규정(민법 제339조, 제355조)에 저촉되는 면이 있

다. 더군다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대립하여야 하는 상계의 기본 전

제와도 상충한다. 본항과 전항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채권이 아니더라도 급부보유력이 있는 권리

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된다. 필자는 이 같은 이해도 하나의 

가능한 입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 추심권능과 상계

추심금청구권자, 혹은 금전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대위채권자 A

에 대하여, 제3채무자 C가 별개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

해 보자. A가 C에 대한 추심금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가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205) 

A의 C에 대한 추심금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C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면, A는 C로부터 ③추심금을 지급받

204)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6, Damrau 
(Bearbeiter), 6.Aufl., S. 2387,  Rn. 6; RGZ 97, 34(39).

205) 본 논문에서는 추심권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상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논의를 확장하여, 피압류채권이나 피대위채권을 이용한 상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급부보유력(처분권능 혹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 추심

권능만을 갖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채권(피압류채권이나 피대위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한 상계 역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추심권능만을 갖는 자는 급부의 

결과를 독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

가 없음이 확인된 어느 시점부터는 상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채권자의 추심권능(Einziehungsbefugnis)을 이용한 상

계(그에 상응하는 “Fordreung”을 통한 상계를 의미한다)가 가능한지에 대해 별

다른 규정이나 논의가 없다고 한다(Staudinger-Jürgen Schmidt, S. 57,  Rn.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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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된다. ③추심금 청구권과 같은 액

수만큼, A의 소극재산이 감소하게 되는데, A 외에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존

재한다면 그들과 나누었어야 할 몫을 A가 온전히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방

식으로 누리게 된다. 

즉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수동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급부보유력을 그 권리의 효력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

한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

권은 각 제3채무자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별개의 채권과 상계될 수 없다.

(3) 충당할 권능 –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권

충당할 권능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보충하여 메울 수 있는 권능을 가리

킨다. 채권질권자, 채권담보권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당할 권능

은,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의 효력으로서 담보물권의 내용인 우선변제권

능이 직접청구권의 국면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채권인 직접청구권과 담보

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을 구분 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 민법은 유치권자의 간이변제 충당(제322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제323조)과 관련하여,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을 이자 및 원금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질권자의 간이변제충당(제338조)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질권자가 질물로써 직접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제315조 2항). 언급한 규정들은 공통적으로 담보물권

자 혹은 전세권설정자—전세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갖는—등이 간이한 집행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국면에서, ‘충

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06) 

206) 조경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이론적 근거”, 법조(2015. 12.), 법조협

회, 169-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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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규정상 충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질권자, 채

권담보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간이한 사적 집행을 진행하

는 과정 중에는, 당연히 충당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담보물권자가 직접청구

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금원은—관념적으로나마—충당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담보물권자에게 귀속된다. 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이 바로 채권자에게 귀속되

는 경우와 구별된다. 

한편 담보물권자 역시 수령한 급부의 종국적 귀속자로서 좁은 의미의 급

부보유력을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비록 충당의 과정을 거치지만, 추심한 

급부를 종국에는 보유하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가 이와 같

은 개념에 집중한다면, 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을 채권뿐 아니라 담보물권자

가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효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급부보유력을 채권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는 

급부보유력 유무를 통해 채권과 그 외의 이행청구권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국 전술한 처분권능 개념을 동원해 채권의 본

질적인 속성에 접근해야만 한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소채

권자가 충당권능을 갖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변제수령권능을 갖는 대

위채권자, 취소채권자가 추심하여 수령한 금원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

자의 책임재산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

무상으로는 이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

한 실무는 대위채권자나 취소채권자에게 충당권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

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의 금전지급청구권이 마치 우선변제권자의 직접

청구권처럼 운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제도와 채권자취소제도의 목적

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진다. 구

체적인 내용은 4부 2-3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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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리
2부에서는 먼저 모든 직접청구권을 이행청구권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는 

전제 아래, 이러한 이행청구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라는 점을 살

펴보았다.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

구권이 추심금청구권에 관하여, 피대위채권, 피압류채권에서 파생된 추심권

능 및 변제수령권능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이들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운용하는 현실로 드러난다. 

반면 본 논문은, 이들을 고유한 실체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리와 실체적 권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

청구권, 추심금청구권을 바라보면, 이들 역시 권리,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

을 가지므로, 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위 각 금전지급청구권 그 자체를 

소송물 및 집행채권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2장).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이행청구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효력(권능)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채권의 효력으로 설명되는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급

부보유력 가운데,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은 채권의 이행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효력으로,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나

타내는 효력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앞의 세 가지 효력은 모든 이행청구권

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효력이며 따라서 이행청구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파악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직접청구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급부보유력이 일반적으로 채권의 효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채

권뿐 아니라 담보물권의 효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담보물권

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급부로써 피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경우, 급부보유력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급부

보유력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처분권능, 상계권능, 

충당권능으로 나누어, 처분권능은 채권인 이행청구권의 속성이지만,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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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채권뿐 아니라 담보물권자가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에도 함유될 수 있는 

속성이며, 충당권능은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이 갖는 속성임을 설명하였

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판례가 사용하는 용어인 추심권능과 변제수령

권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음영부분 : 직접청구권의 공통된 권능)

권능 효력 판례의 표현
직접청구권

추심 

권능
채권

담보

물권

이행청구권능 이행청구력

추심권능

O O O
소구권능 소구력 O O O
집행권능 집행력 O O O

변제수령권능 변제수령권능 O O O
상계권능

급부보유력

(좁은 의미)

O O
처분권능 O
충당권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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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직접청구권의 분류

제1장 개요 
2부에서는 이행청구권을 구성하는 권능들을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직접청구권을 분류해 보려 한다. 

2부에서 다룬 효력과 권능은 직접청구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양자간 법

률관계에 관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삼자간 법률관

계를 전제로 하므로 보다 복잡한 법률관계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법률관계의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2장).

3장에서는 2부에서 살핀 각종 권능 및 물권･채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직접

청구권을 세 가지 유형—채권, 추심권능,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나

누고 각 유형에 따라 앞서 제시한 법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3

장). 

한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인 때에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 법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장에서 제시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 달라

질 수 있다. 이에 4장에서는 기존의 판례207)나 학설들208)이 그랬듯,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의 법 효과를—관련 규정을 해석하거나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용도로—활용하려는 시도를 해 볼 것이다. 기존 제도의 법 효과만

을 고려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제도들을 효과모델이라고 부른다

(4장). 

207)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로 

구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뒤의 4부 5장 참조).
208)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전부명령, 채무인수, 제3자를 위

한 계약,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등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존재한다(뒤의 4부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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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부의 마지막에서는, 직접청구권의 세 가지 유형과 효과모델에 관

한 논의를 종합하여,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강도를 기준으로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 강한 직접청구권, 약한 직접청구권과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 모

델을 제시한다(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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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들
직접청구권은 삼자간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복잡한 법률관계와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법률관

계 유형들을 제시하려 한다.

제1절 본래의 권리, 내용상 제약, 항변 가능성

직접청구권이 본래 어떤 권리인지에 관하여서는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

자적인 권리(법정채권), 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①)를 제3채무자에

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209)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②)를 채권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전의 지

급을 청구하는 경우,210)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211)은 ①

채권을 실현을 위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②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인 때에는 위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

며 그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내용, 소멸시효, 제3채무자의 항

변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본래의 권리를 ①채권으로 볼 때에는 

직접청구권을 제3채무자에 의한 채무인수의 결과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고, 

직접청구권의 내용, 소멸시효 등이 ①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212) 또한 이

209) 일반적으로는 직접청구권이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권

리’를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①권리를 직접 제3채
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직접청구권 개념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1부 2
장 1절).

210)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3부 3장 3절 참조.

211)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3부 3장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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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②채권관계상 항변으로 직접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다수의 학설은 직접청구권이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②채권과 ①

채권 모두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한다.213) 이러한 설명은 추심권능

인 직접청구권,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그

런데 직접청구권이 채권인 때에는 그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법 구성을 취하

는지에 따라, ③직접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①채권, ②채권 모두에 의해 제

약을 받는지, 그중 하나의 권리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지 등의 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3부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2절 채무의 병존, 인적 담보 기능 

직접청구권 중에는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①채권관계가 ③직접청

구권이 성립한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도,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질권자

의 직접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의 경우를 보면, ③직접청

구권이 성립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직접청구권자에 대하여 ①채무를 

부담한다. 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

급을 요청하여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 때에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①채권관계가 소멸한다.214) 

직접청구권이 채권인 때에 채무자에 대한 ①채권과 제3채무자에 대한 ③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떄에는, 직접청구권자로서는 인적 담보를 취득한 것

과 유사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212) 통설은 피해자 등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 병
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입장으로,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4
부 5장 참조).

213) 양창수, “2003년 민사판례관견”, 402면. 
214) 4부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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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접청구권자에게 실질적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지 
여부

채무자의 채권자들과 직접청구권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는지, 경합한다면 

직접청구권자에게 우선적인 지위가 보장되는지 등은,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실익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②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직접청

구권자가 ①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B

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할 수 없다. 직접청구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이라고 볼 때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직접청구권이 ②채권을 행사한다고 볼 때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이 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추심권능)이나 담보물권

자의 직접청구권인 때에는, 직접청구권은 ②채권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므

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합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반면 직접청구

권이 채권인 때에는 다양한 법 구성이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

다.  

직접청구권이 ②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경우, 예를 들어 채권양도나 전

부명령의 법 구성을 취할 때에 직접청구권자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②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반면 직접청구권이 ①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보거나 제3채무

자에 대하여 별개의 법정 채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구성할 때에는, 채

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으므로 직접청구권자가 더욱 강하게 보

호되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는 효과를 누릴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자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린다고 평가할 수 있

으려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 것에 더하여, ②채권이 환

가되거나 변제되어 소멸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직접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곧 ②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 78 -

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직접청구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이 (가)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로써 직접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반면, 

직접청구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으로써 채무자나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대

항할 수 있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자

에게 변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경우라야 비로소 직접청구권자가 채무

자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누린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변제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판례는 이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4부 5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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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 가지 유형과 법 효과 
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직접청구권의 효력(권능)을 중심으로 직접청구권의 분류를 시

도하였다. 물권, 채권, 추심권능 등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에 수반하는 법 효

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① 채권인 직접청구권, ②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 ③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나누었는데, 위 

세 가지 유형 중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처분가능

성,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직접청구권자 사이의 우열, 제3채무자의 채무

자에 대한 각 항변으로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직접청구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①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직접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달라진다.215) 

이미 전항에서 직접청구권을 구성하는 권능들을 조합한 결과로서, 채권인 

직접청구권,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등 

세 유형을 소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유형의 법 효과를, 각각

의 대표모델을 통해 살펴본다. 

215) 본장에서 말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효력과 권능)은 개별 직접청구권이 

갖는 고정불변의 속성(屬性)이 아니다. 공간과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체계는 개별 집행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추심금청구권이 추심권능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개별 

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우선주의를 택하는 독일이나 귀속압류(saisie- 
attribution)제도를 택한 프랑스에서는 추심금청구권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직접청

구권, 즉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청

구권의 법적 성격은 관련 집행절차의 단계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②

채권에 관한 집행단계에서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한정된 때에, 추심권능인 

추심금청구권이나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이 배당금 ‘채권’으로 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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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인 직접청구권 (대표모델 : 대여금채권)

1. 의의

채권인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를 가리킨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 등의 채무자(제

3채무자)’사이에 법정 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4부 4

장),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4부 5장), 임대

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4부 6장), 복수임인(복대리인, 복수치인)의 

위임인(본인, 임치인)에 대한 보수청구권(4부 7장)—은 대체로 채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전제한 채 논의된다.216)

2.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 변제수령권능

채권자인 직접청구권자는 모든 직접청구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고(이행청구권능),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고(소구권능),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집행권능). 

216) 다만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 이를 추심권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

다는 설명이 존재하며(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전주지방법원, 
1999, 286면),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찾을 수 있는데(뒤의 4부 5장 참조), 직접청구

권 그 자체의 법적 성격은—판례의 표현을 빌린다면—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

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이라

도, 일률적으로 채권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

한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인 때에는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서

의 법적 성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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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보유권능(처분권능, 상계권능)

채권자인 직접청구권자는 제3채무자가 임의이행하였거나 직접청구권자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추심한 급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다(급부보유권능). 채권인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권자의 재산으로서, 양도

나 담보제공, 집행의 대상이 된다(처분권능). 제3채무자는 직접청구권자에 대

한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직접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고, 직접청

구권자는 직접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해 

부당하는 채무를 면할 수 있다(상계권능). 

4.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채권자인 직접청구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③)을 보전하기 위

하여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17) 

5. 법 효과의 활용과 한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이라는 점이 해명되면, 직접청구권은 원칙

적으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직접청구권이 처분(양도, 담보제

공, 집행)의 대상이자 상계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가입

한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발주

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 수급사업자, 임대인의 각 직접

청구권이 채권일 때에는 직접청구권과 전술한 별개 채권 사이의 상계가 허

용된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입장에 따

른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추심권능에 불과하므로 상계의 목적이 될 수 

없다.218)

217)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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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청구권이 채권일 때 그것의 법적 효과 가운데 직접청구권의 처

분권능, 상계권능을 제외한 삼자간 법률관계의 문제들—직접청구권 본래의 

권리가 무엇인지 여부, 채무자의 직접청구권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각각의 항변으로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가 병존하여 직접청구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직접청구권자 사이의 우열 등—에 대해서는, 채권 

발생의 법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즉 어떠한 효과모델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법 효과가 달라진다. 직접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채권양도, 전부명령, 제3자를 

위한 계약,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으로 구성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직접청구권의 본래 권리가 된다. 반면 채무인수는 직접청구권자의 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청구권의 본질인 권리로 파악하는 법 구성이다. 후

자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변경되는지(면책적 채무인수), 아니면 

제3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로 추가되는지(병존적 채무인수)의 문제가 남는

다. 한편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은 모두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는 결과를 갖는다. 하지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한 경우 양자의 법 효과가 달라진다. 

효과모델 선택에 따른 법 효과에 대해서는 뒤의 3부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

다.

제3절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 (대표모델 : 추심금청구권)

1. 의의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 혹은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은, 채권관계

에서 발생한 이행청구권이되, 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직접청구권을 가리킨

다.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대표적

이다.219) 그중 추심금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질이나 법 효과에 대하여 

218) 앞의 2부 3장 3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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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심금청구권은 추심권능인 채권적 청구권

의 효과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이러한 이행청구권이 권리가 아닌 추심권

능 및 변제수령권능일 뿐이라고 판시한다. 그 결과,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그 소송물 및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은 피대위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보전채권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다는 점

에서 이것은 ‘채권적’ 직접청구권이며, 피보전채권을 위한 종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 변제수령권능

직접청구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

터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그 내용인 추심권능(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은, 피압류채권(추심금청구권)이나 피대

위권리(채권자대위)에서 유래한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추심금청구권의 법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직접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①,②).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자인 A는, ③직접청구권을 행

사하여 C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행청구권능). C가 임의로 급

219) 필자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이러한 추심권능인 이행청구권, 채
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다.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

여 추심한 금원 중 취소채권자의 몫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채무자에 대한 집

행이 진행되기 이전에는—알 수 없기 때문이다(4부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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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C를 피고로 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소구권능), 소송을 통해 나온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C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집행권능). ‘직접’청구권자이므로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변제수령권능). 판례220)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판례는 추심금청구권자가 채무자 대신 피

압류채권의 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추심권청

구권과 권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바,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3자 소송담당

으로 파악하고, 그 소송물은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시 집행채권 역시 피압류채권으로 이해한다. 반면 추심권능과 변제수령권능

만으로 이루어진 추심금청구권 역시 실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221) 

추심금청구권과 역시 소송물 및 집행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3. 급부보유권능(처분권능, 상계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추심금청구권자는 추심한 급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사용･수익

할 수 없고(급부보유권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금전지급청구권을 추심하기 

이전, 즉 ③금전지급청구권 상태에서 이를 양도,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

분할 수 없다. 그리고 ③금전지급청구권은 집행의 목적이 될 수 없다(처분권

능이 인정되지 않는다).222)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은 압류나 추심･전부명령

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추심권능을 행사한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2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221) 2부 2장 제2절 참조.
22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

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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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3채무자가 직접청구권자에 대해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③금전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

다.223) 상계권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224) 이러한 법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추심금청구권이 채권자의 자산, 재산권인 채권이 아

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225) 다만 이와 같은 설명은 다른 채권자들

이 존재할 경우에만 유효하며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지 않아 온전히 추심

채권자에게 귀속될 예정이라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것이다. 추심채권

자가 추심신고를 마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지 않은 경우 추심채권

자가 추심한 금원이 추심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낳는다.226)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 전액을 집행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추심금청구권이 급부보유권능을 갖는 채권으로 변

모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4.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직접청구권은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갖는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소개되는데, 채권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는 별 관련이 없으며, 강제집행의 준비, 즉 채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장

차 소송과 집행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책임재산의 회복까지에만 관여한

다. 책임재산 회복 이후의 상황, 즉 책임재산의 집행을 통해 수령한 금원을 

채권자가 온전히 획득하고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급부보유력(처분권능, 상계권능)이 포함된 권리를 갖는 자–채권자–만이 채

권자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추심금청구권으로 대표되는 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은, 그 고유한 효력으

223) 대판 1994. 6. 24. 94다2886 판결.
224) 2부 3장 3절 3.(2) 참조.
225) 2부 2장 3절 참조.
226) 2부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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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227) 혹은 피압류채권에서 유래한 추심권능의 효력으로서,228) 채권자대위

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229)

5. 법 효과의 활용과 한계

추심금청구권으로 대표되는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③)은, 채무자

에 대한 ①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부종성, 수반성을 갖는다. ③직접청구권이 

변제될 때까지 ①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은 병존한다. 

B의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을 B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하여 집행절차를 진행

하는 경우, 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자인 A는 B와의 관계에서 일반채권자

에 불과하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

를 할 때까지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압류･가압류가 있었거나 배당

요구를 한–가 없는 때에는, 추심신고를 통해 피압류채권에 관한 현금화절차

가 종료된 후 추심한 금전을 전액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충

당에 사용할 수 있지만, 추심 신고 시(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압류･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참여

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서 

추심한 금원의 공탁, 집행법원에 대한 추심신고 이후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 

227) 본 논문은 추심금청구권을 고유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갖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면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2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은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설은 채권자대위

권이나 추심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역시 고유

한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며 채권질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3자 소송담당으로 이해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이에 대

하여 설시하고 있는 판결은 찾지 못하였으나, 추심금청구권이나 채권자대위권자

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논리에 비추어보면,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역시 피담보채권에서 유래한 추심권능 및 변제수령권

이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29) 앞의 2부 2장 2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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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안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직접청구권자가 대위채권자인 경우에는 추심금청구권의 예에 따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판결, 대법원 2016. 9. 28.선고2016다205915판결을 

계기로, 대위채권자에게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230)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

해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 다음 피대위권리에 관해 압

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전부명령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다. 위 판

결들은 위 상황을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취급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반이 뜨거운 상황이다. 

채권자대위권은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지만, 집행절차

와 맞물려 행사될 때에는, 대위채권자가 집행권원 및 집행절차를 신청하지 

않고도 집행채권자와 유사한, 혹은 그보다 유리한231) 효과를 향유하게 되기

도 한다.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제도와 민사집행제도 중에 채권자대위제도

를 이용할 유인이 많게 된다.232)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수행하는 기능

이 무엇인지, 이를 간이한 집행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본 논

문의 근원적인 물음과도 맞물려 있는 쟁점이다. 사견(私見)으로는, 채권자대

위권의 행사를 (가)압류에 준해 취급함으로써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고 전부

230)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계정,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법조 

통권 제728호, 법조협회, 2018. ; 이원, “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대한 집

행의 경합” ; 문영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처분제한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소송 제21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오창

수,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경합과 해소”,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2019; 이현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실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5; 범선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경합- 채권자대

위권의 효용과 한계”, 민사판례연구[XL], 박영사, 2018. 등. 
231)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

와, 피보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추심한 금원을 독식하기도 한다. 마치 우선변제

권자가 충당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232) 오창수,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경합과 해소”,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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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채권자대위와 강제집

행은 제도의 취지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다. 이를 간과하고 양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다 보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233) 대위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족하다.234)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②채권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추심금청구권의 법률관계, 채

권자대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 이미 확립된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제4절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대표모델 : 채권질권자의 직접
청구권)

1. 의의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채권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취득한 자가, 담보에 제공된 채권(입질채권 등)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 법에서는 민법 제353조235)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

조236)가 이를 정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이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서의 

233) 오창수(“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경합과 해소”, 51면)는, 채권자대위권으

로 하여금 책임재산보전의 기능을 넘어 채권회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제도의 규범목적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이탈하고 법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234) 이계정,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607면, 612면 이하 참조.
235)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3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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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 때에는, 민법 제353조가 정하고 있는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에 관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리를 활용할 수 있다.237) 이하에서는 채권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중심으로,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의 권능(효력) 및 

기타 법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피담보

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약정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는 간이한 집

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채권집행 절차 없이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입질채무를 

추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238) 

우리의 학설이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소송을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이해

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39) 채권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

한다는 의미를 채무자의 피담보채권에서 파생된 추심권능을 행사하는 것으

로 파악하므로, 논리를 일관하면 직접청구소송의 소송물, 제3채무자의 재산

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채권, 중복제소 및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

단하는 기준 역시 피담보채권이 될 것이다.240) 

채권질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할 필요 없이, B의 ②채권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성립시기 및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241)를 기초로 담보물권자로서의 우선변제

237) 다만 직접청구권자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에 관한 담보물권자로 

인정하려면 담보물권의 성립시기 혹은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에 관한 고민이 필

요하다.
238) 아래 3부 4장 2절에서 다루는 담보권자의 전부명령 입론의 경우,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이다. 
239) 앞의 2부 2장 2절 2. 참조
240) 반면 본 논문은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이라는 

전제에 있다.; 민법 제353조에 관해서는 이를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취

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절차법적 규정이라는 설명이 있으나[이형범, “채권질

권의 실행방법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432면], 본 논문에서 사용하

는 개념에 기초할 때에는 실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앞의 2부 2장 

2절 2.(2)].
241) 채권질권은 확정일자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채권담보권은 등기 및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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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누릴 수 있다.242) 

채권질권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외에, 민법 제354조 등243)이 정한 바

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2.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

담보물권자인 직접청구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이

행청구권능). 또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질권

자,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소구권능),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집행권능).

3. 급부보유권능(충당권능)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자인 A는 C로부터 추심하여 수령한 급부를 자신의 

B에 대한 ①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244)

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

판례는 이미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을 인정한다.245)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에서 유래한 추심권능 또는 직접청

구권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해, 제3채무자 C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을 보전

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담보물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열이 결정된다.  
24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243) 민법 제354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

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244) 2부 3장 3절 3.(3) 참조.; 한편 직접청구권자가 행사하는 추심권능은 피담보채권

에서 파생된 것, 유래한 것이지만, 추심한 금전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충당 권능은 담보물권의 우선변제권을 본질로 하여 채권질권, 채권담보권의 속

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에서 유래한 권능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24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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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C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제3채무자 C의 법률행

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246)

5. 법 효과의 활용과 한계

담보물권자인 직접청구권자는 ②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

에서 담보물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권의 성립시기 및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

를 기초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고 우선변제권을 누린다. 이미 

우선변제권을 갖는 이들을 위한 간이한 집행방법이다. 즉 직접청구권을 인정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절

차와도 조화롭게 어울린다.

②채권이 양도된 경우, 담보물권의 목적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담보물권

의 추급효로 인하여, 직접청구권자는 여전히 ②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을 보유

하며 재3채무자에 대하여 ③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47)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인 ①채권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때에, ①채

권의 종된 권리인 채권질권과 그 채권질권의 내용을 이루는 ③직접청구권 

역시 피담보채권인 ①채권에 수반하여 ①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거나 ①채

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다. 

채권질권의 목적인 ②채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더라도, 선순위 채

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

권자는 이미 담보물권의 목적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은 것이므로 담보물

권자의 ②채권에 대한 담보물권 및 ③직접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다.248)

246) 앞의 2부 3장 2절 3. 참조.
247)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

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248)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第3版, 2008,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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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②채무를 변제, 상계하거나249) 면제하는 등의 사

유로 ②채무가 소멸되더라도, 민법 제352조250)의 규정취지에 따라, 제3채무

자는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

해 ③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청구권을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의율하는 경우, 직접청

구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다만 선행 

담보물권자가 있는 때에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채권인 직접청구권 중 채무

자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경우

보다는 직접청구권자를 보호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251)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또한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부터는 채권으로 변환되어 처분권능을 가질 수 있다.  

제5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능을 중심으로 직접청구권의 내용을 살펴보

면, 모든 직접청구권은 공통적으로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을 가진

다(판례는 이들 권능을 포괄하여 추심권능이라고 표현한다). 채권인 직접청

구권은 이러한 공통권능에 더하여 처분권능과 상계권능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은 충당할 권능과 상계권능을, 채

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은 오직 공통권능만을 내용으로 한다. 

24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은, 채권질권이 설정된 이후 제3
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상계합의가 이루어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민
법 제352조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질권자는 여전히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다. 
250)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251) 아래 3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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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접청구권의 세 가지 유형과 효력(권능)

채권인 

직접청구권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대표모델 대여금채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공통된 권능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 변제수령권능

개별 권능 처분권능･상계권능 상계권능･충당권능

2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직접청구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임의이행 또는 강제이행을 통해 추심한 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인 

경우에 한한다. 상계의 목적인 수동채권이 될 수 있는 직접청구권 역시 채권

에 한한다(처분권능).252)

담보물권자는 제3채무자의 임의이행 또는 강제이행을 통해 추심한 급부를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충당권능).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을 갖는 자는 추심한 금원으로써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이상에서는 권리의 권능을 중심으로 직접청구권을 각기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법적 성격, 대표모델, 법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주로 직접청구권자와 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추심권능인 경우와 담

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인 때에는 그에 수반하는 법리로써 여러 유형의 분쟁

에 대응할 수 있다. 채무자나 그 채권자를 포함한 다자간 법률관계에 대해서

도 적지 않은 문제가 해결된다.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252)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은 상계의 목적인 수동채권이 될 수 없지만, 자동채권

은 될 수 있다{2부 3장 3절 3.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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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 

기존 법리의 활용

                추심권능인 청구권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채권

채무자의 

다른 채

권 와 의 

경합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인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대위권과 채권(가)압
류와의 경합

물권과 채권의 우열

효과모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짐

다른 채권자가 

채권질권자인 

경우

물권과 채권의 우열 담보물권 사이의 우열 

②채권관

계상 항

변

변제, 상계 등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대위권 행사에 따른 처분

금지효(민법 제405조②)

담보물권자에게 불리한 처

분 및 변경 금지(민법 제

352조)

①채권관

계상 항

변

변제, 상계 등 종된 권리의 부종성 종된 권리의 부종성

②채권의 

처분

양도

채권질권 등 담

보물권 설정

집행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대위권 행사에 따른 처분

금지효(민법 제405조②)

담보물권의 추급효(양도)
담보물권 사이의 우열(담
보물권 설정)

①채권의 

처분

양도

채권질권 등 담

보물권 설정

집행 

종된 권리의 부종성

집행채권의 장애사유(대법

원 2016. 8. 29. 선고 2015
다236547 판결)

종된 권리의 부종성

직접청구권을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구성하면, 채무자의 ②채권이 

집행되는 때에 직접청구권자를 담보물권자에 준하여 규율할 수 있다. 직접청

구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①채권을 양도한 경우, 담보물권의 종된 권리인 직

접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②채권이 양도된 때에는 담

보물권의 추급력에 따라 직접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제3채무

자가 채무자에게 ②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민법 352조의 취지상 담보물권자인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한편 직접청구권이 채권의 성격을 갖는 때에는 채무자, 채무자의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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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는 다자간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직접청구권이 

①채권의 종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경우도, ③직접청구권과 ②채권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①채권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 존재한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자 A와 B의 다른 채권자 사이의 우열이나 

①, ②에서의 채권관계 상 항변이 직접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어떠한 입

론을 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B의 다른 채권자와 직접청구권자 A 사이에

서 아무런 우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채권인 직접청구권의 가능한 모습을 보

다 세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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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존 제도의 활용 (효과모델)

제1절 개요

앞장에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효력과 권능)에 기반하여 직접청구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이 채

권의 성격을 갖는 때에는, 그 법적 성격이 채권이라는 점만으로는 다양한 유

형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과는 일차적으로 법률 규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단촐하다. 입법취

지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도 모호하며, 기댈 수 있는 체계나 논리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법 규정만으로 해

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과 논리가 일관되고 법체계에 대한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기존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제도들의 법 효과를 차용하는 방법이 효율

적일 수 있다.253)

253)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효과모델을 활용하는 예로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가

장 잘 살릴 수 있는 법 효과를 확정하고, 그 법 효과를 실현해 내는 유형을 채

택하거나 그렇지 못한 유형은 배제한 다음, 나머지 부수적인 법 효과는 채택한 

유형에 수반되는 효과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

적인 예를 들면, 어떤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 중간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모두 

직접청구권자의 채무자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②채권 이전 모델

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거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집행이 이

루어지더라도 직접청구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면, ①채무 인수 모델을 고려하는 식이다. 그러한 선택 이후에는, 채무인수

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머지 법 효과는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을 확인하고,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효과는 집행단계에서

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확정한 다음,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 그러한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택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존 제도의 법 효과를 차용하는 방법은, 이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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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의 판례나 학설들은 몇몇 개별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제도의 법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책임보험 영역

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우리 판례와 다수설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권리로 이해하거나,254)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채권양

도, 전부명령,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등으로 설

명하려는 다양한 학설들이 대표적이다.255) 

3부 4장에서는 앞의 2장에서 살펴본 직접청구권의 다양한 법률관계들이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효과모델—안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검

토할 것이다(2-6절). 다만 3부 3장에서 이미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을 대표

하는 모델인 추심금청구권 및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을 대표하는 채권질

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살펴보았으므로,256) 본 장에서는 채권인 직접청구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법상의 제도로는 채권양도와 전부명령(3절), 면책

적･병존적 채무인수(4절), 제3자를 위한 계약(5절)을,257) 외국의 제도로는 우

리—본래적 의미—직접청구권의 연원인 프랑스법상 직접소권(2절)을 살펴보

면서,  2장에서 살펴본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가 각 제도에서 어떻게 구현되

는지를 짚어볼 것이다(6절). 

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그 방향을 예측하는 등의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54) 뒤의 4부 5장 참조.
255)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전부명령, 채무인수, 제3자를 위

한 계약,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등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존재한다(뒤의 4부 

4장 참조).
256)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은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을 대표하는 대표모델이면

서 그 법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모델이기도 하다. 추심금청구권도 마찬가

지이다.
257) 여러 다양한 입론이 가능하겠지만, 그중 그 효과를 차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

각되는 일부 모델만을 다루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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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법상 직접소권(action directe) 개괄 

1. 의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258)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법상 직접소권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에 관한 축적

된 연구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며, 특히 그 법적 효과에 대

해 단일하고 정리된 성과가 존재한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특히 입법론으로–고민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계승을 도모

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제도가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과 유형 등을 개괄하고 법적으로 확립된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법상의 제도와 프랑스법상 직

접소권과 비교해 보려 한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제도로써 직접소권을 설명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법상 직접청구권을 설명할 때에도 똑같은 제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다. 

논의에 앞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프랑스법상의 직접소권의 유형과 

법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이론이 있지만, 직접소권의 법적 성

격과 본질적 속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지속 중이라는 점이

다.259)260) 자칫하면 우리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에 관한 논의를 차용하려다

258) 양창수, “2003년 민사판례관견”, 402면은 임대인의 직접청구권, 복대리인과 본

인 사이의 직접청구권, 복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의 직접청구권 등을 예로 들고 

있다. 
259)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인정된 시기와 목적도 제각

각이다(M. Cozian, L'action directe, n°119);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

구권은, 임대인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었고, 책임보험 가입자

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책임

보험 영역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Ibid, n°7), 채무

에 대한 보증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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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의 주장을 확립된 법리로 오해할 수도, 프랑스에서‘만’ 유효한 논리

를 그대로 수용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곤란을 방지하려면, 프랑

스의 법체계와 우리의 법체계 사이의 이동(異同)을 살펴야 한다. 또한 프랑

스법에서 직접소권(action directe)에 내재된 속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특

질(特質)이, 우리법상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것

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프랑스의 논의 중 받아들

일 부분과 그럴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념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직접소권(action directe)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

의 이름으로’, ‘채권자의 배타적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

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이다.261) 제3채

무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급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②)262)이다.

정된 직접청구권들도 존재한다(Ibid, n°13-14).
260) 프랑스에서 직접소권은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질적 성격의 권리들의 집합으

로 여겨져 왔다. 체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에도 직접청구권 전체를 아

우르는 단일한 설명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 Cozian의 L'action 
directe 서문(Preface)에 따르면, Ponsard가 M. Cozian에게 집필을 의뢰할 당시에

만 해도 채권에 대한 우선권(privilège sur créance)이 직접소권을 흡수할 수 있

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M. Cozian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개별 직접소권이 각기 

다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단일한 하나의 범주로 포섭하는 것

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대신 다양한 직접소권을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방식으

로 이론화와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261) Nonet, Action directe et inopposabilité des exceptions, Annales de la Faculté de 

Droit de Liège, 1963, n°1, p. 68(Cozian, 5면, n°9에서 재인용);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2e éd., Dalloz, 2020,  n°1607; 
; 따라서 관할법원은 B와 C 사이의 ②채권관계에 기초하여 정해지며(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36), C는 ②채권관계 상의 항변으로 A
에게 대항할 수 있다(Ibid, n°37).

262)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94면은,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용한 채권은, 채무자(중간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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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채무자의 계약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

여 직접 행사하는 소권263)’, ‘채권자 A가 자신의 채무자 B의 채무자 C에 대

하여, B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사하는,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 인

정되는 소권’264), ‘제정법 또는 판례에 의해 특히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그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서, 제3채무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265)라고도 정의된다.

‘action’이라는 표현 때문에 직접소권은 마치 소권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소권 이상의 권리이다.266) 직접소권은 일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재판 전에 

이미 존재하며,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때 법원의 도움(재판)이 필

요할 뿐이다.267) 즉 프랑스법상 채권자대위소권(action oblique) 과 채권자취

소소권(action paulienne)이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특정한 

채권자들에게, 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된 권리라는 점 역시 채권

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채권

자들에게 인정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268) 그리고 직접소권은 직접소

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①)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 직접소권자 고유의 독

립적 권리이다.269)

발생한 채권이고, 이 채권에 관해서,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본래, 제3
자로서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고 하여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A가 ②채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263) Lexique des Jurdiques, Dalloz, 2020-2021, 31-32면. 
264) 山口俊夫 編, Dictionnaire de Droit Francais(2011), 동경대학 출판회, 13면.
265)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87면.
266)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07.
267) Ibid,  n°1607.
268) Ibid,  n°1607.
269) Ibid, n°1608.;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 Effet des 

conventions à l'égard des tiers. – Action directe, JurisClasseur Civil Code 
(Archives antérieures au 1er octobre 2016), App. Art. 1166, Fasc. 9 Mars 2012,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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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까지 직접소권에 관한—채권자대위소권 및 채권자취소권과는 달

리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전(Code civil)이 2016. 

2. 10.자 오로도낭스에 의해 개정되면서270) 직접소권에 관한 일반규정

(§1341-3)271)이 신설되었다.272) 위 규정은, 채권자가 법률이 규정한 경우들

(les cas)에 한해 채무자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채권자 채권에 관한 변제

(paiment)를 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이 정한 ‘경우들(les cas)’에 인정한

다고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직접소권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법률이 

정한’ 경우만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판결로써’ 임의로 직접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한다.273)  

270) 프랑스정부는 2016. 2. 10. 오로도낭스 제2016-131호(Ordonnance  n° 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를 제정하였다(한불민사법학회, 개정프랑스채권법 

해제, 박영사, 2021, 5-6면).
271) Atricle 1341-3 Dans les cas déterminés par la loi, le créancier peut agir 

directement en paiment de sa créance contre un débiteur de son débiteur. “채권

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그 채무자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채

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할 수 있다.” 
272) 2016년 개정 이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몇몇 규정들에서 특정 채권자들

에게 직접소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273) 또한 ‘변제’ 직접소권(action directe en paiment,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발주

자에 대한 직접소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책
임’ 직접소권(action directe en resposabilité, 연쇄적으로 매매가 체결된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정 여부를 떠나, 
책임직접소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을 찾기 어렵다(幡野
弘樹, “債権者代位権･詐害行為取消権･直接請求権 (日仏債権法の現在)”, 論究
ジュリスト = Quarterly jurist (22), 2017, 200-201면). ; 위 문헌은 파리 13대학 

교수인 Bernard Haftel의 발표를 담은 문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Haftel은 직접소권에 관한 신설 규정과 관련해 민법전에 직접소권을 규정함으로

써 직접소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제도에 관한 여러 요소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책임직접소권의 가능성을 

규정에 담지 않은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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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질

한편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드러나지 않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 먼저 직접소권은 ①채권과는 별개의 독립적 권리라는 점이 강

조된다. ①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러한 특질로 

인해 직접소권은 프랑스의 물적담보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프랑스에서는 직접소권을 물적 담보의 일종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

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274)

그리고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집행절차와 명백히 구별되는 제도이다. 채

무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직접소권은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

다.275) 이러한 특질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귀속압류(sasie attribution) 사

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소개되곤 한다. 

반면 우리 법상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

계에 있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오랜 기간 관련 이론과 법리를 형성하여 

온 것과는 달리, 우리의 직접청구권은 아직 그 고유한 속성(屬性)이 확립되

지 않은 상태이다.

4. 혼란

프랑스의 직접소권은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프랑스민법 제1199조(구법 제

1165조)에서 정하는 계약의 상대성 원칙 및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예외에 해

당한다.276) 담보제도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진다.277) 

274)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5 참조.; 아래 6.참조 
275)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7
276)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1.
277) 모든 직접소권자는 채무자에 더하여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모든 직접소권은 사실상 일종의 법률이 인정하는 인적 담보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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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문헌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직접소권들 사이에 유사점을 찾기 

어려우며 그들 사이에 별다른 공통점이 없다거나,278) 개념이 모호하며,279) 

선례가 없고,280)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신비로운 제도281)라고도 한다. 직접

소권을 단일한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

위로 돌아갔다는 서술282)도 발견된다. 

프랑스에서는 직접소권을 기존의 익숙한 제도로 흡수･통합시키려는 노력

이 지속되었다.283) 그 과정에서 채권양도,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 종물 

이론,284) 부당이득, 위임, 대위, 선취특권 등이 검토되었다.285) 통합을 추구하

는 대신 직접소권을 고유의 독자적인 제도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직접청구

권의 계약의 상대성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286) 

n°1607). ; 한편 직접소권과 물적 담보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있

다. 직접소권제도를 물적 담보제도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VP Robino, Les privileges and other causes of preference on debts: thesis 
Bordeaux, 1949, p. 78s. ; R. Debray, Privileges on claims and direct actions: 
thesis Paris, 1928, p. 80 s;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4에서 재인용].

278) Cozian, L'action directe, n°8.
279)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1.
280) 로마법에서는 직접소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10-13). 프랑스 구법 l’Ancien droit français에서도 프랑스 민법 제 

1753조, 제1798조, 제1994조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11). 

281) Cozian, L'action directe, p.3, n°4.
282) Cozian, L'action directe, p.4, n°8.; 직접소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Solus(솔

뤼스)가 개시하였다고 평가되는데, 솔뤼스는, 프랑스 민법 제 1753조, 제1798조, 
제1994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별도의 개념 –직접소권 – 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기존의 부당이득 개념으로 포섭시키고자 하였다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2).
283) 예를 들어, 부당이득, 담보물권제도, 인적 대위 등으로의 흡수가 시도되었다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3 참조).   
284) 매매 등에서, 직접소권이 매매목적물의 종된 권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 재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소권이 그 종된 권리로서 물건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는 것이다. 
285)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3,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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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모순되는 결과를 합리화･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거

를 계발하였다.287)  

한편 자망(Jamin)에 따르면,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민법에서 직접소권

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직접소권을 정

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이론을 정립하려 애쓰기보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288) 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직접소권 제도의 존재가 승인되

기에 이른 것이다.289) 

실제로 요즘의 문헌들은 대체로 직접소권 자체를 독립적인 제도로 인정하

는 듯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직접소권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던, 전

286) 직접소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법적 채권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관

계의 상대효를 잠탈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Merlateau,  De l’assurance contre le recours des voisins en cas d'incendie, th. 
Paris, 1902, p.108; Boutrolle, L'assurance de responsabilité, th. Paris, 1911, p. 
55)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n°156에서 재인용].; 책임소권 영역에서

는 직접소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계약의 그룹(Groupes de contrats)이 형성된

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룹에 속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

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40 참조). 

287) 직접소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보상이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형평(Équit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론(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47)
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288)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n°157-167; Jamin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

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Mourier, Du droit attribué aux créanciers 
hypothécaires ou privilégiés sur les indemnités d'assurances, th. Grenoble, 1899”
를 참조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289) 민법이나 민법에 포함된 개념보다 특별법 규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

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한다(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n°160). 자망은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 이유가, 19세기 말 사회학적 현실주의

(réalisme sociologique)—이론, 판례, 법률은 정의와 사회진보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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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민법 개념들은, 직접소권과 ‘구별되는 개념’, 혹은 극복된 법 구성으

로서 소개되곤 한다.290) 

전통적 민법 개념을 이용하여 직접소권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직접소권을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하려는 연구가 

진행됐다. 직접소권의 법 효과(les conséquences)에 주목하거나291) 직접소권

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292) 플란켈(M. Plancqueel)이 

완전직접소권(Actions directes parfaites)과 불완전직접소권(Actions directes 

imparfaites)을 구분하였고,293) 코지안(Cozian)은 직접소권이 법적 근거를 가

지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채 관습으로써 인정되는 직접소권

을—진정한 직접소권(les authentiques actions directes)과 구별하여—가(假)직

접소권(pseudo-actions directes)이라고 칭하며 직접소권 개념에서 배제하였다. 

코지안은 불완전직접소권을 일반직접소권(les actions directes générales)과 특

별직접소권(les actions directes spéciales)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294) 이들 연

구는 현재까지 직접소권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295) 

하지만 이후의 판례 및 입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직접소권이 추가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296) 이로 인해 코지안이 제안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없는 

290)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 위임(mandat), 대위(subrogation), 채
권양도(cession de créance), 종물이론(l’idée d’accessoire), 경개novation, 부당이득

이론(la théorie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담보물권(privilège), 압류

(saisie-attribution)등이 직접소권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다뤄진다(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n°1608;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 24-28).

291)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n°167.
292) 코지안(Cozian)은 모든 직접소권이—직접소권자의 우선권 보장이라는—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동일한 계획을 실현하며, 동일한 기술에 복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Cozian, L'action directe, n°5-7). 
293) Plancqueel, Contribution à l’étude des actions directes, th. Lille, 1935.
294) 일반직접소권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자들에 대해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우를 가리킨다. 반면 특별직접소권은 채무자의 특별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2-3).
295)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p.2-3.
296)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원에 의해 인정되는 직접소권이 생겨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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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소권들이 늘어났고, 직접소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

하다는 전제마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297) 

5. 법 효과

지금까지 말한 혼란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확립된 법 효과가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부터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독특한 

법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완전 직접소권과 불완전 직접소권의 법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완전직접소권(Actions directes parfaites), 불완전직접소권(Actions directes 
imparfaites)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완전직접소권(Actions directes parfaites), 불완전직

접소권(Actions directes imparfaites)으로 분류된다. 

완전직접소권은 그 발생 시점부터 직접소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배타

적이고 전속적인 직접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권리이다. 반면 불완전직접소권

은 직접소권자가 직접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에 대한 압류 유사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다.298) 완전직접소권은, 직

도 하고, 재판매의 경우에 책임 직접소권이 인정된 이후, 계약 집단에서의 직접

소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는 등, 직접소권의 영역은 계속하여 확장되었다.
297) 직접소권은 일반법(Droit Commun) 상 기본원리인 계약의 상대성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저촉되는 특성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져,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알려져 있기도 하

지만, 실제로는 판례를 통해 인정된 직접소권이 그 이후에 개별 법령에 편입되

는 과정을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다(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n°1607). 

298) 프랑스법상의 직접소권은 지급 직접소권(Actions directes en paiement), 책임직

접소권(Actions directes en responsabilité)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직접소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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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소권자 A만이 B의 ②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affectée 

exclusivement), ②채권이 직접소권자의 이익을 위해 동결된다(bloquée a son 

profit)고 표현된다.299)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

여 갖는 직접소권300)이 대표적 예로 피해자에게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지급

하기 전에 보험자는 다른 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301) 피보험자는 

물론, 피보험자의 다른 채권자들 역시 보험금채권을 피보험자의 책임재산으

로 파악하여 집행할 수 없다. 

불완전 직접소권은, 직접소권자 A가 C에게 직접소권에 따른 ③의무의 이

행을 청구하여야만 비로소 C의 A에 대한 ③의무가 발생하는 직접소권을 가

리킨다. 불완전직접소권을 갖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소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②채권에 대한 압류 유사 효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A의 직접 지급 청구 전에는, B가 C에 대한 ②채권을 자유롭게 행

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302) A가 C에 대한 직접소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②채

권이 변제･상계되거나 양도된다면, A가 직접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303) 건물임대인(bailleur d’immeuble) 의 건물전차인(sous-locataire)에 

대한 직접소권304), 위임인(mandant)과 복수임인(mandataire substitué) 사이의 

부분은 지급 직접소권(Actions directes en paiement)이다. 프랑스 민법전에서 규

정하는 모든 직접소권, 보험피해자의 직접소권, 수급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직

접소권 등이 이러한 지급 직접소권에 해당한다(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 1610). 책임직접소권은 부동산매도인의 

담보책임 (C. civ., art. 1646-1), 공작물 제조업자의 공작물 소유자나 취득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C. civ., art. 1792)처럼, 계약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체결됐거

나 여러 계약이 집단을 이루는 경우(les groupes ou enchaînements de contrats)
에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담보책임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리킨다(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0). 

299)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Ibid,  n°1610.
300) C. assur. art. L. 124-3. 
301)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0.
302) Ibid, n°1610 
303) Ibid.
304) C. civ., art.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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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소권305), 하수급인(sous-traitant)의 도급인(maître de l’ouvrage) 에 대한 

직접소권306) 등이 이러한 불완전직접소권에 해당한다.307)

이하에서는 완전직접소권과 불완전직접소권 각각 경우에 따른 법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공통된 효과

직접소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②채권308)을 행사한다고 설명된

다.309) 따라서 직접소권의 내용과 범위는 ②채권에 종속한다.  

B는 여전히 A에 대한 채무(①)를 부담한다. B와 C는 공동으로 채무를 부

담하는 관계(①과 ③)(in solidum)에 있다.310) B는 직접소권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A에 대한 ①채무를 부담하여 A가 완전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면책

되지 않는다.311) C는 ①채권 및 ②채권의 범위 내에서 A에게 직접 ②채무를 

305) C. civ., art. 1994, al. 2; 단 이에 대해서는 대리의 법리로 해결하면 족하며 이

를 직접소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Cozian, L'action 
directe, n°122). 프랑스 민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소권은 1753조와 1798조 뿐이며, 
1994조의 2는 전통적인 대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소권

(action directe)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306) L.31 déc.1975, art.12 s.
307)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0.
308)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94면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②채

권을 A가 행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용한 채권은, 채무자(중간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

이고, 이 채권에 관해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본래 제3자로서의 입장에 

있다.”
309)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n°1607;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41.
310)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6. 
311) 우리의 현행법 질서에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융화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

어 B의 ②채권이 A에게 이전되었다고 구성하려고 할때, B의 A에 대한 ①채무

는 잔존하는 – 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채 – 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B의 A에 대한 ①채무를 C가 병존적으로 인수한다고 구성하려 해도, 직접

소권이—①채권이 아닌—②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전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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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여야 한다.312) C는—동결효가 발생한 이후(불완전직접소권)에는—B에 

대한 변제, 상계, 면제 및 채권양도 등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론 이

는 C가 B에 대하여 ②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제3채무자 C는 중

간채무자 B에 대하여 채무가 없다는 항변으로는 언제든 직접소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다.313) A는 —동결효가 발생한 이후(불완전직접소권)에는—②채

권과 그 종된 권리까지 모두 행사할 수 있고, ②채권에 부착된 담보물권 기

타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314) C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중간채무자 B

의 ①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등의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A는, C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C의 다른 채권자들, 다른 직접소

권자들과 경합하며,315) 배당순위에 따라 ③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316) 

직접소권은 집행수단이 아니므로, B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A가 C

에 대하여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317)

(3) 완전직접소권의 법 효과

직접소권이 완전 직접소권인 경우, 직접소권이 성립한 때부터 B의 C에 대

한 ②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동결된다(immobilisation de la créance).318) 직접

소권은 귀속압류(saisie-attribution)와 법 효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설명도 이루

어진다.319)320) A는 ②채권에 관하여 B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고321) 

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12)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41.
313) Ibid, n°37.
314)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5. 
315) Ibid, n°1617.
316)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95면.
317)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7.
318)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0.
319)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7.
320) 프랑스 민사집행법은 1991년 개정되면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기존

의 지급금지압류(saisie-arre ̂t)에서 귀속압류(saisie-attribution)제도로의 대 변환을 

단행하였다{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우리의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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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채권이 양도 등으로 

처분되어 더 이상 B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A는 C에 대하여 직접소권

을 행사할 수 있다.322) A는 직접소권이 성립한 때부터 ②채권을 할당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323)

(4) 불완전 직접소권의 법 효과

불완전 직접소권자인 A가 C에게 직접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B의 C에 대

한 ②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동결된다(immobilisation de la créance).324) 앞에

서 말했듯 A는 ②채권이 동결된 이후에는, ②채권에 관하여 B의 다른 채권

자들과 경합하지 않는다.325) 하지만 이와 같은 효력은 ②채권에 대하여 귀속

압류(saisie-attribution) 조치를 취한 다른 제3채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326) C는 ②채권이 동결되기 이전에 B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로는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채권이 동결되기 이전에 B가 ②채

권을 B’에게 양도한 경우, B’와 A 중 누가 우선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파기원은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는 원도급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직접소권을 행사하고 그 지급

을 받을 수 있으며, 도급인이 이미 원도급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을 마쳤다

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327) 

주는 시사점 -”,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97-211
면 참조}.

321)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7. 
322)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134.
323)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7.
324) Ibid, n°1610.
325) Ibid, n°1617. 
326)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130.
327) Cass.Com.,avril 26, 1994, n°92-15.032: JurisData n° 1994-001018; Bull. Civ. 

1994, IV, n°132; Cass. com., 22 nov. 1988, D. 1989. 212, note A. Bénabent ; 
JCP E 1989, II. 15574, note P. Dub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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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 다른 ‘직접소권자’가 존재한다면, 채권액의 비

율로 안분하거나, 각 권리의 발생 시점에 따라 선후를 인정하해야 한다는 설

명이 있다.328) 직접소권자가 여럿인 때에 관해 파기원은 직접소권이 행사된 

시점의 선후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329) 이러한 판례

의 입장은 직접소권이 행사된 시점에 ②채권에 관해 동결효가 발생한다는 

설명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330) 직접소권자가 여럿이고 그중에 

완전직접소권을 보유하는 자와 불완전직접소권을 보유하는 자가 있는 때에

는 완전직접소권자가 우선한다.331) 

6. 우리의 법제도와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소권의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단

일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접 개념 혹은 극복된 논의라고 소개

되기도 하지만, 직접소권을 기존의 제도에 흡수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비

판 등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332) 전통적으로는, 직접소권의 파생적

인 성격333)을 설명해 내기에 적합한 법 구성으로서 채권양도나 인적 대위 

등이 고려되었고, 독립적인 권리로서의 성격334)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개

(Novation), 전부335)(Délégation),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 

등과의 통합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계약의 집단(Groupes de 

contrats), 형평(Équité) 등으로 직접소권을 설명해 내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328)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42.
329) Cass. 3e civ., 11 feb. 1987: Bull. civ. 1987, III, n°26.
330)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131.
331) Ibid, n°132. 
332)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98면.
333) ②채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라는 취지이다.
334) ①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35) 전부(轉付)라는 번역은 박수곤, “프랑스에서의 하도급법에 대한 개관–건축하수

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수단을 중심으로-”, 민사법학(25), 한국민사법학회, 
2004, 383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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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도 하다.336) 더불어 직접소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고

유한 매커니즘이라고 이해되고 있기도 한다.337) 아래에서는 프랑스법상 직접

소권과의 접목이 시도되었던 개념들 및 기타 그 정확한 이해를 위해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개념과 직접소권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프랑

스에서 그 통합에 대한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법의 경우에 

대입해서 고민해 본다.338) 이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 우리의 제도를 

전제로 하여,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1) 채권양도, 전부명령

채권양도(cession de créance)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인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권리(①)는 채권양도를 통한 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반면 직접소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①)과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소권을 함께 보유한다. 이 점이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이다.339) 이는 우리 법

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340)

직접소권과 프랑스의 채권집행(saisie-attribution) 사이의 차이점으로는, 직

접소권은 집행방법이 아니기에 집행권원(titre exécutoire)을 필요로 하지 않은 

336)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24-30.
337)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08.
338)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비교가 이루어져 온 개념들은 프랑스민법 및 민사집행

상의 제도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와 프랑스의 

법 제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339)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08.
340) 프랑스의 현행 민사집행법 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귀속압류로서, 

압류가 이루어지면 집행채권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

권이 즉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부명령와 유사해 보이

지만, 전부명령은 이전과 동시에 변제효가 발생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고 집행

도 종료된다. 반면 프랑스에서의 귀속압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압

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명령과 같으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부명

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이무상, 앞의 논문, 197-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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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직접소권의 적용 범위가 귀속압류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341) 채권압류는 모든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에 대해서든 취할 수 있는 

집행방법인 반면, 직접소권은 특정한 채권자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채무

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인 ②채권에 관한 집행—귀속압류—

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직접소권은 집행방법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342)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는 달리, 우리 법상의 직접청구권에 관해서는 여태

껏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고유한 특질이나 

속성이라고 할 만한 것 역시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직접청구권 

채권집행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②채권의 집행

—개별집행과 일반집행을 불문하고—과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이다. 채권 (가)집행시에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지,343)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344) ②채권이 집행으로 인해 소멸하면 직접청구권의 존부나 수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345) 기타 여러 논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담보물권

한편 프랑스에서는 직접소권을 물적 담보(sûreté réelle)로 이해하려는 시도

341)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7.
342) Ibid. 
343) 우리 판례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

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4부 4장 참조).
344) 하도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처분

금지효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다(4부 4
장 참조).

345) 우리 판례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상 차임이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되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일관한다

면, 전대차계약상 차임채권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의 직접청구권

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4부 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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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되었다.346) 직접소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제3채

무자로부터 ②채권에 대한 급부를 이행받을 수 있는 점, 직접소권이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는 점 등이, ②채권에 관한 물적담보347)와 유사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주장이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직접소권자 고유의 독립적인 권리이며 직접소권자

의 ①채권에 종된 권리가 아니다.348) 물적 담보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인 

점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물적담보는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

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다. 반면 직접소권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합을 차단한다. 직접소권이 채무자의 모든 채

권자(일반채권자, 담보채권자, 직접소권의 효력 발생 후에 차압, 파산채권자)

를 배제한다고 표현되기도 한다.349) 

한편 직접소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saisie) 및 집행권원(titre 

exécutoire)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접 제3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의 물적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에 대해 집행

할 수 있을 뿐이다.350) 직접소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

하여 배타적이고 우선적인 이익을 누리는 점이 담보물권자와 유사해 보이더

라도, 직접소권자가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제3채무자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은 프랑스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가 우리 법 제도에서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선 우리는‘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이 직접청구권

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독립한 권리로서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전제가 

346) 각주 (277) 참조. 
347) 우리의 용어에 따르면, 채권질권(nantissement de créance), 채권양도담보(cession 

de créance à titre de garantie)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348) William Dross, CONTRATS ET OBLIGATIONS, n°25. 
349)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95면.
350) William Dross, Ibid,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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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독립된 권리라는 점을 속성(屬
性)으로 하므로 종된 권리인 물적담보와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반면 우리

의 직접청구권은 아직 그만의 고유한 특질이나 속성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

서 담보물권이 ①채권의 종된 권리인 점은, 직접청구권과 담보물권을 가로막

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 법은 프랑스법351)과 달리 민법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

한 법률에서 채권질권자 및 채권담보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을 인정한다. 따라서 물적담보권자가 채무자의 ②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거

쳐야 비로소 제3채무자에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프랑스와는 논의의 

전제가 다르다. 

우리 법상 담보물권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②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누린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유사한 점이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후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나 상계 등으로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다(민법 제352조 등). 프랑스의 직접소권이 성립하거나(완전 직접소권) 행사

된 이후(불완전 직접소권) 동결효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담보물권은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의 연원인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 법체계에서 개별 직접청구권의 특성을 찾아 나아감

에 있어서,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351) 프랑스의 채권질권(nantissement de créance)은 2006년. 3. 23.자 오르도낭스 제

2006-346호에 의하여 민법상의 담보 관련 내용이 대폭 개정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라고 하면, 권리질권의 성립 요건을 대폭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승낙을 채권질권의 성립요건으

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채권질권의 성립을 위해 다이이 양도(cession Dailly)
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

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프랑스 민법의 개정내용, 프랑스법상 다이이

양도와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는, 김은아, “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

도”, 아주법학(12권 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2. 111면 ; 白石大, “フ
ランスの債権譲渡担保･債権質権”,  比較法学 48 巻３号, 2105. 7. 44-6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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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를 위한 계약

프랑스에서는 직접소권—지급직접소권이 아닌 책임직접소권의 경우352)—을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의 산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곤 하였다. 직접소권이 계약의 상대효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극복하려

던 것이다.353)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제3자

를 위한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

의에 따른 권리인 반면, 직접소권은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법률이 정한 경우

에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때문이다.354) 또한 요약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제3

자에게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직접소권에서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 역시, 직접소권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355) 

그런데 그 발생 원인을 차치한 채,356) 그 법 효과에만 주목하면, 프랑스법

352) A. Weill,  La relativité des contrats en droit privé français , Dalloz, 1939, n° 
506.; B. Soinne, La responsabilité des architectes et des entrepreneurs après la 
réception des travaux : LGDJ, 1969, n° 91. ; J.-H. Du Garreau de la Méchénie, 
La vocation de l'ayant cause à titre particulier aux droits et obligations de son 
auteur : RTD civ. 1944, p. 224. ; J. Lepargneur, De l'effet à l'égard de l'ayant 
cause particulier des contrats générateurs d'obligations relatifs aux biens 
transmis : RTD civ. 1924, p.5(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 
33에서 재인용).

353)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 n° 33.
354) Cozian, L'action directe, n°197; Terré et Ph. Simler et Y.Lequette et F.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08;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
権(1)”, 97면 ;다만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여, 직접소권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는 판결이 있다(Cass. 1re civ., 14 nov. 1995).
355) William Dross, Actions ouvertes au créancier ,n° 35;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 양자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유효할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법상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나 법적 성격 

등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56) 본 논문에서는 법률 혹은 판례가 정하고 있는 직접청구권을 살피고 있고 그 효

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들까지 

함께 직접청구권의 ‘효과’ 모델로서 살피고 있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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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직접소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357)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제3자는 요약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고358),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요약자가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①채무를 부

담하고, 이로써 요약자와 낙약자가 중첩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다. 이러한 효과들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②급부청구권을 제3자에게 귀속하도

록 하는 합의로서, 제3자의 권리가 기본관계(②)에 종속한다. 반면 제3자와 

요약자 사이의 ①채권관계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 이 역시 프랑스법상 직접

소권의 특질과 유사한 점이다. 

그렇다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연원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

권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입론 중 하나로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

나의 모델로 고려해 볼만하다.  

(4) 병존적 채무인수

프랑스법상의 직접소권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②)

을 채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359) 직접소권의 원형이 

되는 권리가 ②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①)를 인수한 

경우인 병존적 채무인수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밝히는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975년에 제정된 “하도급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à la sous-traitance)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위 법 제3조에 따르면, 하도급을 원하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도급인, 건축주)

사자의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은 (본 논문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357) 이하에서는 우리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지칭한다.
358) 송덕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보완적 연구”, 법학논집(창간호), 1996, 55면.;다

만 이때 경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는 고민이 필요하다(3부 4장 5절 참조).  
359)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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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를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도급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 만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60)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원사업자

가 적극적으로 발주자로의 승인을 이끌어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이다.361) 이러한 규율들은, 

발주자가 ‘승인’을 통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처

럼 해석될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효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채무자(①에 대한 채무자)

와 채무인수자(①채무를 인수한 자)가 중첩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

담하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③)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

존 채무자의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들은 프랑스법상 직접

소권과 비슷하다. 실제로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유형을 불문하고—인적담

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이 없다.362) 

이처럼 병존적 채무인수와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사이에는 유사점이 적지 

않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연원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을 살

필 때에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효과를 참고하는 것이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제도의 확립된 법 효과를 들여다보

면, 최대한 직접소권자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합쳐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

한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법 효과는,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들로 설

명되지 않는,363)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360) 박수곤, “프랑스에서의 하도급법에 대한 개관 – 건축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수단을 중심으로 - ”, 376면.
361) 박수곤, 위의 논문, 377면.
362)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n°1616.
363) 예를 들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법리에 따르면, 직접소권자 A는 채무자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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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오랜 시간 다져진 확립된 고유한 속성을 갖는다. 

반면 우리의 직접청구권은 이제 막 논의가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직

접청구권이 갖는 본질적 속성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프랑스의 채권집행제도는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

를 보장하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평등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양 법제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의 연원임에도 불구하고—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에 관한 이해가 필

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개별 직접청구권의 입법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

서,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이 갖는 확립된 법 효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제3절 채권 이전의 법 구성 

1. 개요

직접청구권이 채권인 경우, ②채권이 A에게 이전된 것이 직접청구권이라는 

입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예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제도 가운데 ②

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②채권에 관해 이전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전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채권이 이전된 

경우이고, 후자는 ②채권에 대한 집행의 결과로서 채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②채권을 C에게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 그런데 B는 여전히 A의 채무자로 남아 

있다[A가 ②채권을 양수받았다거나(B의 A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게 일반적

이므로), C가 B로부터 ①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설명(①채권이 아닌 

②채권을 행사한다고 하므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A의 직접소권은 A의 B에 

대한 ①채권의 종된 권리가 아닌, ①채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다(따라서 A
가 ①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②채권에서 비롯한 추심권능을 행사한다거나, ①채

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자라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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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이 집행의 결과로 이전되었다고 구성하는 것과 채권양도를 통해 이

전되었다고 구성하는 것 사이에는 그 법 효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

한다. 채무자 B의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

하여 압류의 경합364)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 ②채권에 관한 

권리이전,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365) 채권양도

로 이해할 때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로 ②채권이 이전된다고 보게 

된다. 반면 일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것처럼 구성할 때에는366) 권리이

전효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로 이어진다.  

수급사업자(A)의 발주자(C)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는 원사업자

(B)의 발주자(C)에 대한 ②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A)에게 이

전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367) 한편 원사업자(B)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수급사업자(A)

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368)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원

도급채권(②)에 관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와 유사한 취급이라고 볼 수 있

다. 아래에서는 채권양도, 전부명령의 법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채권양도의 법 효과

A의 ③직접청구권을 A가 B로부터 ②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법 구성

364)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365) 단, 이는 A가 ②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 경우, 즉 일반채권자인 

것을 전제로 한 서술이다. 만일 A가 ②채권에 관하여 채권질권, 채권담보권, 저
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할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

자 C에게 송달되기에 앞서 B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②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

의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고, ②채권은 A에게 이전된다. 
366) 이때에는 다시 직접청구권자가 우선변제권자로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와 일반

채권자로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36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

다85267 판결(단 이상의 판결들은 원사업자, 발주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들이다).
368) 뒤의 4부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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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A가 취득한 ③직접청구권은 ②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므로, C는 ②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까지369) C가 B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써 A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민법 제451조①, ②).  

A와 B 사이에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①채권관계는 ②채권의 양도와 함께 

대물변제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370) C가 A에 대하여 ①채권관

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A와 B사이

의 ①채권관계에 관해 합의한 바에 따라 ②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①채권

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A의 ③채권은 ①채권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가 이러한 ①채권관계 상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A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71)   

B의 채권(②)이 다른 이에게 양도된 때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

는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과 A의 직접지급요청 시점을 비교하여 A가 C에 대

한 ③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②채권에 대하여 집행이 개시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D가 존

재하는 경우, ②채권이 A에게 이전된 시점372)과 D가 ②채권의 집행에 착수

한 시점373)(혹은 ②채권에 대해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374))을 비교하여 그 

369) 직접청구권의 경우‘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에 상응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370) 김현석,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359면 ; 양도담보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견해로,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
조 58권 3호, 법조협회, 2009, 110면.

371) 다만 A가 ①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③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

정받은 경우라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관계에 기초

한 항변으로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여하에 따라 그 항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372) 채권양도인 때에는 확정일자있는 대항요건—통지나 승낙—을 걎춘 시점, 전부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C에게 송달된 시점인데, 직접청구

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언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의제할지에 대해서

는 고민이 필요하다. A가 C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직접지급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73)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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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에 따라, A가 (가)압류의 대상(혹은 담보물권의 목적)인 ②채권을 취득

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3. 전부명령의 법 효과

②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전부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확정에 따

라 발생하는 권리이전효(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의해 B의 ②채권이 A

에게 이전된 것이 곧 A의 C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이라고 보는 구성이다. 전

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봄에 따라 ①채권관계는 변제효로 인하여, ②채권관

계는 이전으로 하여 소멸하게 된다. 

전부명령 확정의 효과로 인해 ②채권이 A에게 이전되었다는 법 구성이므

로, C는 ②채권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①채권

관계는 전부명령 확정에 따른 변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C는 ①채권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

229조 제5항), A의 직접지급요청이 C에게 도달한 시점375)에 앞서 B의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②채권

은 A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①채권관계 역시 소멸하지 않는다. 

A가 ①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의 ②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B의 ②채권이 A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

는 법 구성에서, B의 다른 채권자 D와 A 사이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될지 

살펴본다. D는 일반채권자일 수도 담보물권자일 수도 있다. 직접청구권자 A 

역시 담보권자일 수도, 일반채권자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

여 살펴본다.

374) 채권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채권담보권을 등기한 시점 등이 이에 해당

한다. 
375) 수급사업자에 의한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전부명령의 효력

이 발생한 시점(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치환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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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

A와 D가 모두 일반채권자인 경우 이들은 우리 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②채권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원

칙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D가 존재하는 한, A가 전부명령을 통

해 ②채권을 독식하는 일은 차단되어야 한다. 물론 이 때에의 D는 A의 ②채

권 취득 전에 ②채권의 집행 혹은 보전조치에 착수한 자에 한한다.  

따라서 전부명령 구성에 있어서는, A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

정 가운데, 언제를 전부명령의 효려 발생시점(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

달되는 시점, ②채권이 A에게 이전되고 ①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일응 A가 C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A가 C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당시까지 D에 의한 ②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집행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A는 C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고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A가 C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 D의 신청에 의한 (가)압

류 결정이 C에게 송달되었다면, 압류가 경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A는 직접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376)  

이러한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 구성은, B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때

에 A의 직접청구권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직접청구권 발

생을 저지하는 요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하여 우리 판례가 택하고 있는 입론이다. 이러한 법 구성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실체 영역에서 A를 (이미 집행보전조치에 착수한) D

보다 열후한 지위에 놓이게 하며, 따라서 A로 하여금 ②채권에 관한 집행절

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377) 

376) A는 B에 대한 ①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②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여하

여 ①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377)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에 대해서는 비판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4부 4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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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채권자 D가 ②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 A가 일반채

권자인 때에는, D가 질권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C에 대한 통

지나 C의 승낙—을 갖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A가 ②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달라지게 된다. 

D가 이미 질권을 취득하여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A

가 일반채권자이든, 우선변제권자이든, A는 D에 비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다

고 볼 수밖에 없다. 즉 D의 B에 대한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고 남는 부분이 

있는 때에 그만큼의 한도에서만 A는 ②채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A가 ②채권을 이전받은 이후, 즉 A가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이후에 

비로소 D에 의한 질권 설정 및 대항요건이 이루어진 때에는, D는 이미 B의 

재산에 속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②채권

에 관한 채권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 담보권자의 전부명령

A가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고 D는 일반채권자인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378)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379)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A가 B의 ②채권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갖

는 채권자라고 이해할 때에는, B의 일반채권자 D가 우선변제권자인 A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경

합이 있는 상태에서 (전부명령에 관한 법 구성을 원용하는) 직접지급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따른 이전효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A가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378) 예를 들면,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소멸하여, 저당권자가 수용보상

금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써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37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

257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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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에는 A의 우선변제권이 언제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A의 우선변제권이 B에 대한 ①채권 성립과 함께 성립하였

다는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 아래 논의를 진행하면, B의 다

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조치 이전에 A의 우선변제권이 성립

하였고 그 이후 A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B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A는 직접청구권을—전부명령의 

이전효에 따라—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A의 우선변제권

이 B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조치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때에는, A의 우선변제권 취득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

한다고 볼 수 있고, A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으며, 유효한 전부명령에 따른 권리이전효 – 직접청

구권의 발생 – 은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4. A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

②채권은 A에게 이전된 이후 더 이상 B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이로써 A

는 더이상 B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다. A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

로 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②채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담이 있는 채로 ②채권을 취득하거나(채

권양도의 경우), ②채권을 아예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일반채권자의 전부

명령의 경우). A는 ②채권을 취득하는 대신 B에 대한 채권을 – 대물변제나 

전부명령의 변제효 – 상실한다고 보므로, C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C에게 다

른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때에는 B가 채무자였던 때보다 오히려 더욱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도 있다. 

전부명령의 법 구성은, 직접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에 유용한 입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

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해 전부명령의 이전효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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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의 목적인 ②채권이 소멸할 것을 걱

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청구권자보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더

욱 우선하는 법 구성으로, 직접청구권을 보호하는 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

다.  

제4절 채무인수의 법 구성 

1. 개요

직접청구권이 채권이라면 직접청구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해 C가 채무자 B의 A에 대한 ①채무를 C가 인수한 경우에 

준하는 법 효과를 차용할 수 있다. 면책적 인수와 병존적 인수의 두 가지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려는 연구 중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각각 면책

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구성하자는 견해가 존재한다.380) 상법 

제724조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

로 인수한 결과로 이해한다.381)

380) 박수곤･김민지･김태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

책, 제9권 제1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7, 268면; 오수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

권의 우선권성”, 저스티스 제138호, 한국법학원, 2013, 105면 등
381)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2911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17544판

결; 대법원 1998.9.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은 1993년 5월 11일 선고

한 판결에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한 이래 보험약관에 의한 것이든 상법에 근거

한 것이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

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

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

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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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의 비교

앞의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법상의 직접소권은 직접소권자가 

②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①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구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프랑스의 

“하도급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à la sous-traitance) 제3조에 따르면 원

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도급인, 건축주)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만 하도급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

사업자는 발주자의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때에야 발주자에 대해 직접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382) 이러한 효과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경우 직접소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급부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②채권을 두고 경합하

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소

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①)과 제

3채무자에 대한 직접소권(③)은 병존한다. 

이러한 법 효과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구별되는 점

이라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②채권이 직접소권자에게 전속적, 배타적으

로 귀속되는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 ②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는다. 

3. 법 효과

(1) 공통적인 효과

직접청구권은 원칙적으로 ②채권과 관련이 없다.383) 따라서 ②채권이 소멸

382) 박수곤, “프랑스에서의 하도급법에 대한 개관 – 건축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수단을 중심으로 - ”,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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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감소되더라도 직접청구권의 존속과 범위에는 영향이 없고, C는 ②채

권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없다.384) ②채권이 집행으로 

소멸하더라도 ③직접청구권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A는 B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C의 채무인수에 앞서 

B의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나 집행, 혹은 채

권질권이나 채권담보권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A가 ③직접청구권

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A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한다.385) C는 ①채권

관계상의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있다.386) 

383) C가 B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B와 C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당사자인 B와 C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겠지만, 그 

의사를 추측하여 본다면, C의 채무인수로써 B가 A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상 이러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혹은 실제로 C에 의해 ③채무의 이행이 이루어

지는 때에 기존의 ②채권관계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채권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기로 하였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면책적 채

무인수에도 불구하고 B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속할 것이다.
384)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판결 등, “채무인수인은 채무인수계약 자체

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인의 전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B와 C의 ②채권관

계상의 만족 여부를, C의 채무인수 이후 A와 C 사이의 ③직접청구권 관계 발

생(혹은 B와 C 사이의 채무면제의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삼은 바 있다면 (혹
은 ③직접청구권 관계 상의 채무이행의 불확정 기한으로 연동시킨 경우라면), 
③직접청구권의 발생이나 기한 도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385) C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에 A는 B 및 기타 C의 채권자들과 

경합하게 될 텐데, B가 C에 대한 ②채권관계에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혹은 담보물권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B와 평등한 관계에서 직접청구권 가

액과 ②채권액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될 수도(B가 일반채권자인 

경우), B의 ②채권이 우선변제되고 남은 잔액 한도에서 배당을 받게 될 수도 

있다(B가 우선변제권자인 경우). 
386) 민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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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구성하는 때에는, A와 B 사이의 ①채권

관계가 소멸하고 A는 더 이상 B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C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C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때에, A는 채무자

가 B였던 때보다 더욱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도 있다. 

(3) 병존적 채무인수

직접청구권이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해 발생하였다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①

채권관계와 직접청구권 관계가 병존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다른 고유

한 효과를 갖는다.

우선 A는 B, C 모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므로 인적 담보를 취득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본래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는 이들이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대채무관계, 혹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고 보게 된다.387) 

직접청구권은 ①채권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그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

서 ①채권의 존부에 의존하며(부종성), ①채권의 귀속 변경에 수반한다(수반

성). C는 ①채권관계의 항변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388)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은 ②채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C는 ②채권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없다.389) 이러한 점

38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 49404,49411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388) 민법 제458조; 이상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법조, 

법조협회, 2013, 112면.
389)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판결 등, “채무인수인은 채무인수계약 자체

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인의 전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B와 C의 ②채권관

계상의 만족 여부를, C의 채무인수 이후 A와 C 사이의 ③직접청구권 관계 발



- 130 -

은 C로 하여금 B에 대한 변제 등으로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므로,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점이다. 그런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병존

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한다. 채권자 A를 수익자(제3자), 

기존 채무자 B를 요약자,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C를 낙약자라고 본다는 

취지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서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에 종속한다. 원칙적으로 낙약자는 기본관계상 항변으로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90)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낙약자의 항변이 차단된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

로 이해하는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병존적 채무인수 고유의—직접청구권자

에게 유리한—특질이 퇴색될 수 있다. 

4. 효용과 한계

채무인수의 법 구성을 취할 때 직접청구권은 ②채권관계와 절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C는 변제나 상계를 통해 ②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A에

게 대항할 수 없다. B의 다른 채권자들이 B의 C에 대한 ②채권에 관해 (가)

압류 등 집행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심지어 이러한 조치가 A가 직접청구권

을 취득 시점보다 앞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A는 C에 대하여 직접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직접청구권자는 채무자 B나 B의 

다른 채권자에 실질적으로 우선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직접청구권자에게 인적 담보

의 효과를 부여하므로, 여러 면에서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법 구성이다. 

다만 우리 판례와 통설과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할 때에는 유리한 정도가 약해진다. 더욱이 직접청구권자는 채무자 B 

생(혹은 B와 C 사이의 채무면제의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삼은 바 있다면 (혹
은 ③직접청구권 관계 상의 채무이행의 불확정 기한으로 연동시킨 경우라면), 
③직접청구권의 발생이나 기한 도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390) 민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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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B에 대하

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C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갖

는 다른 채권자–B를 포함하여–가 존재한다면, A는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실질적’ 우선변제권이 갖는 한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 개요

이는 A의 직접청구권을 B와 C 사이에 체결된–A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

하기로 하는 내용의–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결과로 구성하는 입론이

다.391)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해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392) 이 견해는, 원사업자(B)와 발주자(C) 사이에 ｢
장래에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원사업자(B)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함｣을 조건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 

공사대금에 상당한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하는 특약이 체

결된 것으로 본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등은 사실 전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 그러므로 통상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로 의율하는 

391) 교과서의 표현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

관계(대가관계)로, 채무자 B와 제3채무자 C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관계로 치

환하는 것이다.
392) 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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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하에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고,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어떠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 있기에393) 제3자를 위한 계약 고유의 법 효과를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에 기초해 발생하는 점, 민법 제541조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542조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확립된 법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학설 및 판례가 다툼없이 인정하는 법리들이 

존재하는바, 이를 전제로 직접청구권 발생의 법 구성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입론할 때의 효과에 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 직접소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비교하는 

논의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 우리 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법 효과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효용 및 한계를 짚어 본다.

2.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의 비교

3부 4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직접소권—지급직접소권

의 경우보다는 책임직접소권의 경우에—이 종종 제3자를 위한 계약

(stipulation pour autrui)과 비교되곤 하였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

다.394) 그 이유는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은 요약자와 낙

약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하나 직접소권은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요약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

지만. 직접소권에서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

는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 법 효과만을 두고 보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395) 

393) 송덕수, 신민법강의, 1103면.
394) 각주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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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중첩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채

무를 부담하는 점, 수익자의 권리가 기본관계(②)에 종속할 뿐, 제3자와 요약

자 사이의 ①채권관계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 점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

다.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하면,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을 살피면서 우리 민

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 효과를 참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효과를 차용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법 효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급부청구권은 

채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96) 따라서 직접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처

분권능과 상계권능을 갖는다. 

직접청구권(수익자의 권리)은 ②채권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므

로,397) 그 내용과 범위는 ②채권관계에 종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채권관계

가 무효인 때에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②채권관계(기본관계가 쌍무계약관계인 때에는 요약자의 ②채무자와 낙약자

의 직접지급의무가 서로 성립･이행･존속상의 견련성을 가진다.398) 제3채무자

(낙약자)는 ②채무가 변제나 상계로 소멸한 때 이로써 직접청구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399)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낙약자가 더 불

리한 지위에 놓일 이유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400) 

다만 우리 민법 541조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395) 이하에서는 우리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지칭한다.
396) 김준호, 채권법 제11판, 법문사, 2020, 462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1102면; 곽윤

직 편, 민법주해 [XIII], 채권(6), 송덕수 집필부분, 박영사, 2009, 155-157면.
397) 송덕수, 민법주해[XIII], 129면.
398) 김용덕 편, 주석민법 채권각칙(1) 제5판, 김문관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254-255면.
399) 민법 542조.
400) 김준호, 채권법, 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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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후에는 그 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를 들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들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에 대

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수익의 의사표시

로 의제한 다음, (가)압류나 채권자대위권의 처분금지효에 준하는 효과를 인

정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직접청구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 효과를 보

장하는 입론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541조가 제3자

와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효과를 부여하면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가 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

다.  

C는 ①채권관계(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401) 직접청구권이 ①채권관계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라는 점은 프랑스

법상 직접소권의 고유한 속성과 유사한 면이다. 

한편 일부 문헌은 제3자가 요약자 B의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다고 설

명한다.402)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 것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 

541조를 적극적으로–제3자가 한 수익의 의사표시에 처분금지효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해석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이러한 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4. 유리한 요소와 한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징이라면 직접청구권이 ①채권관계와 단절된다는 

401) 송덕수, 신민법강의, 1103면.; 542조의 반대해석 결과이다.; 대판 2003. 12. 11. 
2003다49771도 같다.; 다만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채권관계(①)는 제3자 수익

의 법적 근거를 이루므로, ①채권관계가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요약자에게 수익

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송덕수, 위의 책, 1103면). 
402) 송덕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보완적 연구”,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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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직접청구권 관계에서 관철하면, 직접청구권

자가 채무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더

라도,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능하

게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직접청구권자에 대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직접청구권자는 ①채권이 양도되거나, 담

보로 제공되거나, 집행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한 수익의 의사표시에 처분금지효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

다면, 직접청구권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채무자나 채무자의 다

른 채권자들에 우선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단 프랑스에서 직접소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을 비

교하는 논의가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관계의 상대효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고, 요약자와 낙

약자가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그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

일한 근거였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배제한 채 그 법 효과만을 

활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법문에 

규정된 내용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 고유의 법 효과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들은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이라고도 평가될 수도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수익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그 본질에 가깝기 때문이다.403) 

다만 본 논문은 다양한 기존 제도들의 ‘법 효과’만을 살피고 있으므로,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그 의사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03) 송덕수, 신민법강의, 1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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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정리

1. 본래의 권리, 내용상 제약, 항변 가능성

직접청구권이 B의 ②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즉 직접청구권자가 

B의 C에 대한 ②채권을 직접 C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청구권으로 

이해하는 법 구성으로는, A가 B로부터 ②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거나, ②채

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A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프랑스법 상 직접소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

다. 

반면 A가 B에 대한 ①채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법 구성으로는,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채무인수의 법 구성을 취하면, ③직접청구권은 ①채권관계에 따른 제약을 받

지만, ②채권관계에 기초한 제약은 받지 않는다. 반면 B와 C가 A에게 ③직

접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법 구성을 

하는 때에는, ①채권관계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②채권관계에 기초한 제

약을 받게 된다.   

직접청구권이 유래한 권리가 무엇인지 여부는, 제3채무자 C가 A에게, ①, 

② 각 채권관계상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성에 따르면, 낙약자 C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이유로 이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C는 

B에 대한 관계에 기초한 변제, 상계 등의 항변으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있

다. 반면 채무인수의 법구성이라면 C가 ②채권관계상 항변으로써 A에게 대

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 구성 그 자체로서 직접청구권이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B의 C에 대

한 ②채권과 A의 B에 대한 ①채권 모두에 의하여 제약을 받도록 정하고 있

는 모델로는, ③직접청구권을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들 수 있다.404) 

404)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권리, 본인과 복대리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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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의 병존, 인적 담보 기능 

C가 B의 ①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구성할 때에는 A와 B 사이의 

①채권관계는 소멸하고 B는 A에 대한 ①채무를 면하게 된다.   A가 B의 ②

채권을 양수하였거나 전부명령을 통해 이전받았다고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B의 A에 대한 ①채무는 전부명령의 변제효 또는 대물변제로 인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A의 C에 대한 ③채권 발생을 채무인수나 채권양도, 전부

명령으로 구성하면, A는 C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B에 대

한 ①채권은 잃으므로, C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어 A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경우에

는, A의 B에 대한 ①채권과 C에 대한 ③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직접청

구권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A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다. 다만 A는 B

와 C 모두에게 있어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A가 B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에 ①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참여한다면 안분 배당받을 수밖에 없다. 

3. 집행절차와의 관련성

채권인 직접청구권 모델 중에 집행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구성으로

이의 채권관계,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의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③채권인 직

접청구권은 ①채권, ②채권 양측의 제약을 받는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또

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법 구성을 통한 설명이 유용해 

보인다. 반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②채권이 직접소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이전

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직접소권자가 B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C로부터 

급부를 이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②채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B가 여전

히 채무자로 존재한다고 한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만의 고유한 법 효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상 직접청구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지, ②채권 

이전의 효과와 B의 ①채무 잔존의 효과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는, 우리법상 직접청구권에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에 관한 

설명과 법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고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 138 -

는 전부명령 구성을 들 수 있다. 일반채권자가 ②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확

정을 통해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입론에 따르면, 채무자 B의 다른 채권

자가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을 때

에는 A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론은 직접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담보권자가 전부명령을 통해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면 압류

의 경합이 있더라도 A는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 

A에게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려면, 우리 법상 제도 중에는 담

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구성 및 담보권자의 전부명령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405) 

그 외에 추심금청구권 입론, 채권양도 입론 역시 기존의 법리를 활용하여 

집행절차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기타 효과모델은 집행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직접청구권자와 다른 채권자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조율하

는 과정에서 집행법상 법리와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 항을 바꾸어 살펴본

다. 

4. 직접청구권에게 실질적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지 여부

②채권을 둘러싸고 직접청구권자와, B의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지 여부

는, 우선적으로는 전항에서 살펴 본 집행절차와의 관련성과 직결된다. 직접

청구권자가 담보권자인 때에는 B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며 그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집행절차와 무관해 보이는 입론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A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법 효과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무인수의 법 구성에 따를 때에, 직접청구권 관계는 ①채

405) 양자의 차이라면, 전자의 구성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담보물권자의 간이한 집

행방법으로서 ②채권의 추심 및 충당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반면 후자의 구

성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집행의 결과로서 ②채권이 이전된 채권으로서, 그 자

체로서 독립적으로 양도, 집행, 상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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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관계와 동일하고 B와 C 사이의 ②채권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므로, C

가 B에게 ②채무를 변제하거나 상계를 통해 ②채무가 소멸한 경우, ②채권이 

환가되어 소멸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 입론에 따르면, 법문에서 C로 하여금 A의 ①채

권 만족 전까지는 B에게 ②채무의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청구권자 A는 B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누리를 효과

를 누리게 된다. 프랑스법상 불완전직접소권 역시 A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부터 A로 하여금 ②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실질적인 우

선변제권—을 누리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프랑스의 채권압류

(sasie-attribution)에 수반하는 우선권과 맞물려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취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 우리 법 

체계에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요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직접청구권자 A에게 유리한 법 구성을 고민해 

보자면, 먼저 A가 B의 다른 채권자들과 ②채권을 B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에 참여하는 상황, 즉 집행절차에서 경합하는 상황인 때에는, A가 B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일반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보다는, A

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구성이 유리할 것이다.406)  

그리고 A가 ②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경합하는 경우가 아니라

면, ②채권에 대한 집행, 혹은 변제나 상계가 이루어져 ②채권이 소멸하는 

406) A가 B의 ②채권을 집행의 결과로서 이전받는다는 구성에서는, B의 다른 채권

자가 존재하는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로 보아 권리의 이전 자체가 발

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 A가 B의 ②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②채권을 이

전받았은 것으로 법 구성할 때에는, B의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
류 등 조치를 취한 시점과 B가 양도담보권자로서 ②채권을 취득한 시점의 선후

에 따라 A가 ②채권을 독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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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의 존속 및 그 범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법 

구성일 때에 A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경우 가운데, ②채권과 ③직접청구

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

권이나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은 ②채권의 내용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라

고 설명되고(②채권= ③직접청구권),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권리, 본인과 

복대리인,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의 각 체권관계, 수급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직접청구권자 A의 C에 대한 ③직접청구권

의 내용과 범위는 ②채권의 내용에 의존하여 제한된다. 그렇다면, ②채권에 

대하여 B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있는 경우, C는 ③

직접지급채무에 따라 A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A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

한 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거나, ②채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통해 ②채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A는 여전히 C에 대하여 ③직접지급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법 효과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직접청구권만의 고유한 생

명력을 인정407)하여 ②채권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법 구성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과,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을 들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③직접청구권을 소멸시

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역시 그 발생에 있어서는 ②

채권의 내용과 범위에 의존하지만, 일단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②채

권관계상의 변제, 상계 등의 항변으로써 직접청구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없

도록 정하고 있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법 구성을 

407) 수급사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경우를 보더라도, “발주자는 수급사

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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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A의 B에 대한 채권(①)이 잔존하며, A는 채무자로 B 혹은 C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은 직접청구권자에 A에게 유리하다. 반면 면

책적 채무인수, 채권양도나 채권의 집행의 결과에 따른 채권의 이전으로 구

성하는 때에는, B에게 더 이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특히 C

의 자력이 부족한 때에는 A에게 불리하다. 

프랑스법상 불완전 직접소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 효과에 따를 때에, 

C는 특정 시점부터는 B에 대한 변제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면책적･병
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C의 B에 대한 변제나 상계 등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A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에 담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직접청구권의 효과모델과 법 효과

408)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결합을 전제하지 않는, 본래적 모습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직접청

구권의 

법적 

성격

추심권

능인 

직접청

구권

담보물

권자의 

직접청

구권

채권 비고

효과

모델 

(직접청

구권발

생입론)

추심명

령

채권질

권 설정

채권

양도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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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채권

자)

전부명

령(담
보권자

)

면책적

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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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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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를 

위한 

계약

프랑

스법

상 

불완

전직

접소

권

프랑

스법

상 

완전

직접

소권

의사적 

요소는 

배제함

독립한 

처분대

상적격

X X O O O O O O O O

양도, 
담보제

공, 
집행 등

B의 

①채무 

잔존

O O X X X X O O O O

인적 

담보로

서의 

성격(채
권 限)

①채권

과의 

동일성

X X X X X O O X X X
유래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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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직접청

구권의 

법적 

성격

추심권

능인 

직접청

구권

담보물

권자의 

직접청

구권

채권 비고

②채권

과의 

동일성

O O O O O X X O O O
유래한 

권리

②채권

관계에 

기초한 

항변의 

차단

O 
(가)압류

의 

처분금

지효, 
민405②

O 
(민 

352) 

O 
(양도

이후)

O 
(전부 

이후)

O
(담보

권 

성립이

후)

◎ 
(관계 

단절)

◎
(관계

단절)

O 
수익의 

의사표

시 

이후

O ◎ C가 

A에게 

②채권 

관계 

상의 

항변으

로 

대항할 

수 없음

③
행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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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후

B의 

채권자

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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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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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반채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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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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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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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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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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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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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배제

X X X

프랑스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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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 귀속

B를 

집행채

무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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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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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생

시

C의 

채권자

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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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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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지위에 

따름

O
B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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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반

채권

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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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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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O 
일반채

권자

O 
일반채

권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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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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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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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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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

구권의 

법적 

성격

추심권

능인 

직접청

구권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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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채권 비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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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②채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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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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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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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집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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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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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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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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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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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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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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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차단

B, C
채무 

병존, 
①채권

과의 

절연으

로 

인한 

항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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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채무병존,
우선변제권, 
②채권귀속

으로 인한 

항변·집행 

차단

B, C 
채무 

병존, 
우선변

제권, 
항변·집
행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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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접청구권의 다양한 강도 (강약모델)

제1절 개요

이상에서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효력과 권능—과 효과모델을 활용한 

분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유형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특징짓는 다양한 요

소들—직접청구권의 복잡한 법률관계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

돌—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직접청구권이 기존 제도들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 아

니기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과모델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직접청

구권의 현재를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모든 직접청구권은—취지와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본질적으로 직접청구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직접청구권자를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지 여부는 직접청구권을 평가하는 척도 또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핀 직접청구권의 세 유형, 각종 효과모델을 토대로,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강도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409) 

직접청구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 효과를 보장하는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부

터 가장 덜 유리한 법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까지, 단계를 

나누어 살펴본다.

409) 직접청구권의 ‘강약모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약의 구분은 임의

적이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어 본장에서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을 약한 직접청

구권으로 분류하였지만, 전부명령 이후에 등장한 B의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고

려하면 매우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본장에서 직접청구권의 강약을 판단하려

는 시도는 직접청구권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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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약의 기준

직접청구권자 A에게 유리한 요소 중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누구보다 

우선하여 ①채권(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특히 B나, B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A가 채무자 B와 제3채무자 C 중 그 누구에게든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A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그리고 C가 B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C가 

B에게 ②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여전히 A가 C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는—A에게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유리한 요소이다. 

본 논문은 A가 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자 정도로 보호받도록 할 것인

지를 주된 관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 아래, A에게 (실질적)우선변제

권이 보장된다면 ‘강한’ 직접청구권으로 부른다. 우선변제권이 특히 강하게 

보장되는 직접청구권이라면‘가장 강한’직접청구권으로 칭할 수 있다.410) 

반대로 우선변제권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직접청구권인 때에는‘약한’직접

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다. 직접청구권자의 편의, 간이하고 신속한 결제, 집행

준비를 위한 책임재산 확보 등의 목적을 갖는 직접청구권들이 이에 해당한

다. 

이러한 강한 직접청구권과 약한 직접청구권 사이에는 강약을 이루는 요소

들, 혹은 강약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요소들(예컨대 직접청구권의 본래 권

리가 무엇인지, 직접청구권이 ①채권의 종된 권리인지 등)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기존 제도를 활용한 효과모델들이 일종의 스펙

트럼을 이루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410) 강하거나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으로서의 법 효과가 관철되려면,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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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강한 직접청구권, 약한 직접청구권

강한 직접청구권자는 ②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담

보물권자와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약한 직접

청구권자는 ②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일반채권자가 누리는 정도의 혜택

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자. 

담보권자가 갖는 직접청구권은 강한 직접청구권이다. 그 법적 성격은 담보

물권자의 직접청구권일 수도, 채권일 수도 있다. 전자는 채권질권자의 직접

청구권으로 대표되며, 후자의 예로는 담보권자가 ②채권에 관해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양자 모두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으로 기능한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다음의 차이가 있다. 먼저 1) 전자는 

직접청구권과 ①채권이 병존하며, B와 C가 모두 이행의무자로서 잔존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①채권과 ②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B도 더 이상 채무자

가 아니다. 2) 전자는 직접청구권이 ①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①채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나 압류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후자는 채권이므로 

양도나 압류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밖에 3) 전자는 실체적 권리성이 부

정되어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후자는 다툼없이 실체적 권리라는 점도 서로 다른 점이다. 

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 외에 프랑스법상 ‘불완전’ 직접소권 역시 실질적으

로 우선변제권을 누리므로 강한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411)  

기존 제도 가운데 명확하게 일치하는 효과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직

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구현하

는 모델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412) 

411) 3부 4장 2절 5.참조.
412)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효과가 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판

례가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인수

인에 대한 권리(③)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②)에 종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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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으면서—법적 성격

이 채권인 경우일 것이다—직접청구권이 ②채무의 변제, 상계, 집행 등—시기

를 묻지 않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로써 직접청구권자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직접 지급이 ②채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의 효력(지급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확립되어야 한

다.413)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프랑스법상 ‘완전’ 직접소권 모델과 유사한 효

과를 발휘한다.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자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

자에 우선하여 ②채권을 통해 ①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담보물권의 경우 그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담보물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

더라도 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른 담보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법상 완전 직접소권의 경우, 제3채무자는 완전직접소권자가 ①채권의 

만족을 얻기 전까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수 

없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집행법상 법리를 뛰어넘어 직접청구권자를 보호

하므로, ‘가장 강한’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책임보험

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그 법조문(상법 제 724조 제2항)만을 보면—판

례에 의하면 상법 규정이 보험약관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가장 강한 직

접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14) 

반면 직접청구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지 않는 직접청구권은 약한 

직접청구권이다. 

일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통해 ②채권을 취득였다고 보는 법 구성은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선

행 (가)압류가 이루어진 때에 직접청구권의 발생이 차단되므로, 직접청구권

자는 먼저 움직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열후한 지위에 놓인다.415) 판례

413) 3부 2장 3절 참조.
414) 4부 5장 참조.
415) 반면 직접청구권자보다 늦게 행동한 채권자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비

교군이 누구냐에 따라 강약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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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에 따를 때에,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요약자—낙약

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 또한 약한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법 효과 가운데 우선변제적 요소만

을 제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법적 성격이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권)은 모

두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분류된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 기능하는 직접청구권

이므로, 우선변제권과는 거리가 있다. 추심금청구권,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

청구권,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추심금청구권은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를, 채권자대위권

자는 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정한 

처분금지효를 누린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시점—수익

의 의사표시—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나 상계 등으로써 직접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채무자보다는 유리

한 고지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욱 약한 직접청구

권의 형태를 떠올릴 수 있다. 절을 바꾸어 살펴본다.

제4절 직접청구권을 더 약하게 하는 요소

본장에서 말하는—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보다—더욱 약한 직접청구권이란, 

직접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뿐 아니라 채무자에게조차 아무런 부

담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416)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416)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자가 채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추심한 급부

를 나눠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이 가장 약한 직접청구

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장의 분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임의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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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②채무를 변제하거나 상계한 후—그 

시기를 불문하고—이로써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직접

청구권은 오직 직접청구권자에게 간이한 결제의 편의를 제공할 뿐, ②채권에 

관한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직접청구권이 가장 약하고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

우, 직접청구권자로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②채권에 관한 집행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②채무를 변제하거

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에 관하여 집행함으로써 ②채권이 소멸하

면, 직접청구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금원이 전혀 없

게 된다. 반면 직접청구권자가 ②채권에 관하여 집행에 참여하는 때에는 적

어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이러한 ‘가장 

약한’직접청구권에 해당한다.417) 우리 판례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

구권에 관한 상법 제 724조 2항을—약관에 편입된 때에 한해—보험자의 지

급거절권으로 이해한다. 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에 응해야 한다.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418)

417) 4부 6장 참조.
418) 4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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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리
3부에서는 직접청구권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법적 성격을 기준으

로 세 가지 유형—채권인 직접청구권,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으로 유영화하였고,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들과 프랑스의 

직접소권 제도로써 직접청구권을 설명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직접청구권에서 

문제될만한 여러 법률관계들—본래의 권리가 ①채권인지 아니면 ②채권인지, 

직접청구권과 위 ①, ②채권이 병존하는지, 직접청구권자에게 실질적 우선변

제권이 보장되는지 등—이 세 유형과 각 효과모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구

현하는지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강도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직접청구권을 유리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특히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실질적—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지를 중심으로, 

직접청구권자에게 강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 직접

청구권자가 담보권자의 지위를 누리는 강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자가 일

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거나 추심권능만을 가지는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약한 직접청구권 가운데,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보다 열후한 지위

에 놓이는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도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법 실무에서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과 취소채

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강한 직접청구권으로 기능하는 점, 책임보험영역에

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상법 724조 2항의 보험약관 편입 여부에 따라

—강약을 넘나들 수 있는 점,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이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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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접청구권의 강약모델과 법 효과

유형
가장 

약한 型 약한 型 강한 型 가장 

강한 型

효과

모델

 
전부

채권

(일반

채권

자)

제3자
를 

위한 

계약
419)

대위채

권자 

직접청

구권

추심

금청

구권

병존적 

채무인

수(본래

型)420)

프랑스 

불완전 

직접

소권

전부

채권

(담보

권자)

채권

질권자 

직접

청구권

프랑스

완전

직접소

권

법적 

성격
채권 채권 채권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
채권 채권 채권

담보

물권자 

직접

청구권

채권

실무 

운용

(판례)

임대인

수급

사업

자421)

대위

채권자 

취소

채권자
422)

책임보

험

피해자

(약관O)

책임보

험피해

자

(약관X)

419)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요약자-낙약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420)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결합하지 않은 형태의 직접청구권을 가리킨다.
421) 선행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발생 자체가 차단되므로 약하다고 보았다.
422)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사이의 상계가 허용되는 결과, 

직접청구권에 충당권능이 포함된 듯한 효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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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개별 직접청구권 검토 

제1장 서설
지금까지 직접청구권의 일반적인 효력과 권능, 직접청구권의 세 유형, 기

존 제도를 활용한 각종 효과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접청구권자에게 유

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유형, 모델이 어떠한 

법 효과를 수반하는지,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요소는 무엇이고 불리한 요

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았다고 할 수 있다.  

4부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개별 직접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다. 개별 직접청구권마다 입법 취지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과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살펴

본다.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와 실무에서의 운용이 조화를 이루

는지를 검토할텐데, 2부에서 분석한 이행청구권의 각종 권능을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할 것이다(2-3장). 

다음으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4장),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직

접청구권(5장), 임대인의 직접청구권(6장), 복대리인 등의 직접청구권(7장)을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이들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에 관해서는, 직접청

구권자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강하게 보호하여야 하는지, 직접청구

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지를 주된 관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423) 앞에서 살펴본 각종 유형과 모델 가운데 개별 직

접청구권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 있는지 탐색

하고, 더불어 개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효력과 권능)도 함께 짚어 본다.  

423) 다만 개별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에는 필자 나름대로 제도의 취지를 추론하고 이를 전

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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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
제1절 개요, 기존 논의 개괄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본

래적 의미의 직접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등의 채

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법적 성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넓은 의미의 직접청

구권으로 부르며 함께 살피고 있다.424)

대위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위채권자의 금전지

급청구권이 실체적 권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추심권능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판례와 다수설과는 달리 이를 실

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가 소송담당, 

소송물, 집행채권 등과 관련하여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425) 어떠한 입장에 따르든,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은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426) 판례는 이러한 

권능들을 포괄하여 추심권능으로 표현하고 있다.427)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때

에 대위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가 문제된

다.428) 그리고 실무는 대위채권자가 직접 수령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

여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사이의 상계를 허

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위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424) 1부 2장 3절 참조.
425) 2부 2장 1-2절 참조.
426) 2부 3장 2절 2. 참조.
427) 2부 3장 3절 2. 참조.
428)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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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위채권자가 상계를 통해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논란은 채권자대위제도

의 취지와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직결되므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최근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경우, 피대위채

권에 관한 전부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에 대해

서는 3부 3장 3절에서 살펴보았다. 

제2절 제도의 취지와 기능

이상의 논의들은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429) 특히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채권자대위의 경우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대위

권 행사에 의하여 실현되거나 회복된 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일부가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430) 판례 역시 채권자대위제도가 총채권자

의 공동담보확보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431) 

429) 법정재산관리설이라고 칭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방지,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

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

관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430) 김능환, 민법주해[IX] 채권(2), 776-777면; 김용담 편, 주석민법 채권총칙(2) 제4

판, 손진홍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165-166면. 
431)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

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

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위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일단 확보하도록 하는 권능을 부여한다...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대위채권자를 비롯한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일부가 됨이 원칙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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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채권자대위를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432)도 존재한다. 특히 대위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견해(포괄적 

담보권설)433)는,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관리권 행

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434)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에 관한 견해 차이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한 입

장 차이로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직접청구권의 권능, 법적 

성격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피

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즉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이 담보물

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의 문제이다. 

필자는 판례의 관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채권자대위제도

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관점을 기초로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 전반에 관하여 살펴본다.  

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

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함이 원칙인바, 이는 비록 대위채

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2)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1998, 박영사, 393면.; 이동률,“채권자대위소송과 법정

소송담당”, 179-183면.
433) 김형배, 채권총론, 349면.; 노종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민사법학 58호, 

2012, 110면.
434)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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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1. 변제수령권능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

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된다.435)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436) 판례는 피대위권

리가 금전채권이나 물건인도청구권인 경우 채권자의 변제수령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437) 학설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제수령권능은 대위권

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나 채무자의 수령불능 또는 거절 시에도 

대위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원칙적인 

것은 아니므로,438) 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

는 채권자가 추심이나 수령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439) 채무자가 그 급부를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대위권을 행사하

435) 이러한 변제수령권능은, 권리는 대위권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며, 채
무자의 수령불능 또는 거절 시에도 대위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손진홍, 주석민법 채권총칙(2), 115면).
436) 일본은 최근 개정민법에서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제423조의3에서 (직접인도) 채권자는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피대위권리

가 금전의 지급 또는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

여 그 지급 또는 인도를 자기에게 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채

권자에게 그 지급 또는 인도를 한 때에는 피대위권리는 이로써 소멸한다.
437)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

다205915 판결 등.;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

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438) 손진홍. 주석민법 채권총칙(2), 115면.
439)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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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대위권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책임

재산을 보전하려는 것이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급부를 수령하게 하더라도 대

위권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굳이 채권자의 변제수령을 부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440), 채권의 상대효에 반하여 간접소권을 직접소권

처럼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441)등이 존재하나, 

대체적으로는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442) 

책임재산—특히 금전인 경우—을 대위채권자 아닌 채무자에게 회복하도록 

하면, 채무자가 회복된 금전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높다. 모든 채권자

를 위해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위채권자의 변

제수령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때에는,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종 이행청구권은 

추심권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을 가지

며, 그중 피대위채권이 금전인 때에는 이상의 권능에 더하여 변제수령권능까

지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 충당권능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면,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

담하는 (추심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피보전채권의 상계를 허용

할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440) 김능환, 민법주해[IX], 772면;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 224면; 김
형배, 채권총론, 403면 등

441) 명순구,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고려법학, Vol. 39,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02, 207-208면.
442) 각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재찬, “채권자대위소송

과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의 선후관계에 관한 연구” 
145-1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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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주된 기

능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함에 있다.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

심한 금원을 통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는, 담보물권자가 직접청구

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금전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충당권능을 갖는 권리로 운용되는 것이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는 견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실질적인 충당권능을 용인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443) 

현행법에 대위채권자로 하여금 대위 수령한 목적물을 법원에 보관시킨 다음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가입의 기

회를 부여하는 절차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대위채권자의 상계

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444) 반면 현행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상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른 채권자들의 정산금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도모하자는 견해,445) 그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

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446) 상계권 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계를 제한하여

야 한다는 견해44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위수령물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입

법론448)이 주장되기도 한다. 

대위채권자가 상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누리는 상황이 적절

443) 반면 포괄담보권설의 입장에서는 상계에 의하여 대위채권자가 우선변제받는 것

을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파악하게 된다(김형배, 채권총론, 406면).
444) 양창수 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180면; 이현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실

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96면; 윤지영 “원고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각자(공
동하여)’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의 각 청구권의 관계”,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5, 121면 등

445)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 –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 ” , 
264면.

446) 오수원,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 박영사, 2016, 331~334면; 정다영, “채권

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7, 17면 등
447) 오창수,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경합과 해소”, 59면.
448) 奧田昌道·佐佐木茂美, 債権総論 上巻, 判例タイムズ社, 2020,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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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으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으로 보이며, 필자도 견해를 같이 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문제되는데, 필

자는 취소채권자의 상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참고하여449) 입법

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행법체계 아래에서도 대위채

권자의 상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을 빌

리면 상계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다.450) 

3. 처분권능, 상계권능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에 따를 때,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급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사용･수익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의 금전지

급청구권은 대위채권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양도,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으

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부에서 살펴본 권능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

하면, 처분권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451) 판례 역시, “대위채권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

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며, 이는 채

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452)  

449) 4부 2장 참조. 대위채권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일

정 기간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동안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대위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대한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5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

221777판결 등 참조. 이들 판결은 물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상계를 제한

하면서, 상계권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451) 3부 3장 3절 참조.
45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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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그 자체를 자동채권 혹은 수동채권으로 하

는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45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아직 채권으로

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곧 이익의 할당이 ‘예정’되어 있는 권

리이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거나, 다

른 채권자의 존재 및 채권액이 특정되면,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채

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454) 그때부터는 직접청구권의 처분･집행 및 상계

가 가능하다. 

제4절 추심금청구권과의 이동(異同)

추심금청구권과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모두 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으로서, 직접청구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과 

권능을 내용으로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대내적 효력으로 이행청구권능, 소

구권능, 집행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을 가지며, 모든 직접청구권이 그러하듯, 대

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을 인정할 수 있다.455)   

이에 더하여 양자 모두 ②채권에 관한 처분금지효를 누린다. 추심금청구에 

대해 제3채무자가 압류 이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나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듯, 채무자가 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안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

한 변제나 상계 등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05조 2항). 

이렇듯 양자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으며, 그 때문인지 양자를 실질적으

로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집행 그 자체와 집행을 위한 준비

453) 1부 제3장 제2절 4. 참조.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급부를 채무

자에게 반환하는 대신 피보전채권과 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즉 대위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충당권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논의이다.  
454) 2부 2장 3절 4. 참조.
455) 2부 3장 2절 3. 및 3부 3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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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혼용할 때에는 채권집행 절차에 혼

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56) 

제5절 소결  

이러한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은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가

지지만 급부보유력은 갖지 않는 이행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능 개념

을 사용하면, 추심권능(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

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피보전채권이 아닌

—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인 급부에 관

한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채무자에

게 반환하는 대신, 상계를 통해 이를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듯 대위채권자의 직접청구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

서 살핀 분류에 따르면 약한 직접청구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457) 다만 채

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때부터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정한 처

분금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에서 우선변제권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채무자보다는 우선적인 지위를 누린

다고 할 수 있다.

456) 3부 3장 3절 참조.
457) 3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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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취소채권자의 직접청구권
제1절 개요, 기존 논의 개괄

본 논문에서는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 또한 넓은 의

미의 직접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다.458) 

이러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실체적 권리인 이행청구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

구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이 아니며, 여러 취소채권자들이 각자 행사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은 각각 소송물 및 집행채권으로 기능한다.  

한편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가액배상청구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등으로부터 직접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수령한 금원의 부당이

득반환채무와 피보전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리

고 개별 논점에 대한 입장차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절을 바꾸어 살펴본다.

제2절 제도의 취지와 기능

우리나라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 다양

한 관점이 존재한다. 민법 제407조가 채권자평등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459) 

458) 1부 2장 3-4절.
459) 민법 제407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그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

다는 취소나 원상회복의 ‘효력’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존재

한다. 취소로 인한 효력의 법적 성질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실질적인 효력

이 없다는 견해(소극설), 기판력으로 해석하는 견해(기판력 확장설), 실체법 상 

취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실체적 형성력설), 민법 제407조에 근거한 

고유한 법률요건적 효력으로서, 승소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 반사효라는 견해(법
률요건적 효력규정설) 등의 대립이 존재한다.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각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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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다. 우선주의적 입장460)은 채권자취소제도를 

취소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채권자취소의 효과를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적절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

법 제407조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461) 이미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제도가 우선주의적 입장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하기도 한다.462) 

하지만 대체로는 채권자취소제도를—적어도 현행 법 규정의 해석에 따를 

때463)—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464) 제도의 취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

1459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하는 경우, 채

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에 관해 제기되는 비판에 관해서는,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7집, 법원도서관, 2008, 462-475면에서 상

세히 소개되어 있다. 
460) 제철웅,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평론 제7

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10면. 저자는 우리나라의 채권자취

소권이 개별 채권자의 권리임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여 회복된 재산이 모든 채

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 것은 매우 독특한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461) 제철웅, 위 논문, 74면; 지원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 원

물반환과 가액상환의 관계를 중심으로”, 776면 등.
462) 제철웅, 위 논문 38면. 저자는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가액배

상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원물반환 및 반환된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

당참가가 오히려 예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463) 우리의 채권자취소제도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마련된 반면, 프

랑스, 독일, 미국은 채권자취소제도가 취소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하여-”, 민사법학 79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43면 

이하 참조). 
464) 김능환, 민법주해[IX] 채권(2), 798-799면; 손진홍,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0면 

등.; 이은영, 채권총론, 458면;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270면; 오
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법논집 32권, 법원도서관, 2001, 
14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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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

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소

유 부동산의 집행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은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몫이 

아니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407조를 통해 명문으로 채권자평등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해행위취소 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편입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465)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취소채권자가 예외적

으로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466) 필자 

역시 현행법 규정하에서는 채권자취소제도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강제집행

의 준비재도로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

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절을 바꾸어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의 효력으로 변제수

령권능, 처분권능(상계권능), 충당권능을 인정할지에 대한 학설 대립을 살펴

본다. 

제3절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1. 변제수령권능 

채권자대위권에서 그랬듯, 취소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할 것인지

에 관해 학설이 대립한다. 그동안 ‘가액배상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표제 하에 다루어져 왔으나 그 실질은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청구

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급부를 수령할 권능—‘변제수령권능’—이 채권자와 채

465)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140면.
466) 오영준, 위의 논문,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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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467) 채무자귀속설468)과 채권자귀

속설469) 이 대립하며, 판례470)와 실무례는 채권자귀속설의 입장을 취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귀속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가액배상청구권의 원형인 원상회복청구권이 취소채권자에게 귀속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무자귀속설이나 채권자귀속설 모두 동의하고 있

다.471) 또한 취소채권자가 추심한 가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역시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학설의 이름만 두고 보면 취소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반환가액에 대한 급부 보유력을 보유하는지를 논하는 것처럼 오해

될 수 있는데, 학설의 내용을 보면 이 역시 다투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채

권자귀속설이나 채무자귀속설이 귀속의 대상으로 지시하는 것은 ‘가액’이

나472) ‘가액배상청구권’이 아니며473) ‘가액의 수령권한’, 즉 변제수령권능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74) 

467) 조경임,“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비교사법 

제26권 1호, 비교사법학회, 2019. 참조.
468) 수익자로 하여금 압류 및 추심 명령 없이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취소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청

구와 병합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및 그 회복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

하여만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은영, 채권총론, 488-489면; 
김형배, 채권총론, 282-283면).

469) 채무자가 금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금전을 수령하여 은닉, 소비할 우려가 있으

므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직접 취소채권자에게 금전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47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

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

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71) 우리의 법체계 아래에서 채권자취소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으로 채무자에게

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을 갖지 못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해 취소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원상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는 없다.  
472) 취소채권자가 추심하여 수령한 가액은—채권자들과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

로—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473) 각주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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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소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

을 인정할지 여부는 피보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할지 

여부의 논점과 직결되어 있다. 취소채권자가 급부를 직접 수령한 때에야 비

로소 부당이득반환채무와의 상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에게 변제수령능을 인정하면 

채무자가 수령한 금원을 은닉, 소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취소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

한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가 

변제수령권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권능, 상계권능 

대법원 2017. 8. 21.선고 2017마499결정은,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갖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수익자 자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압

류하고 그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대법원에

서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채권 집행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분권능—집행의 대상이 되는—은 채권의 

속성이다.475) 그리고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므로 처분

권능을 갖지 않는다. 판례의 표현을 빌리면 추심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일 뿐이

다. 채권은 가치의 할당을 본질로 하며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할당된 가치를 표상

474)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직접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판례

와 학설이 이들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취
소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부정하는 채무자귀속설은, 취소채권자에게 변제수령

권능을 인정함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직접청구권’으로서의 성

격을 갖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475) 2부 3장 3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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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취소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

며, 추심한 금원은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야 한다.476) 

대법원 2017. 8. 21.선고 2017마499 결정에서와 같이 가액배상청구권에 대

한 집행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를 살피기에 앞서 관련 집행절차

를 개괄해 보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집행절차로는 ⓐ취소채권자(A) 및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B)에 대하여 

갖는 피보전채권(①)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B)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

는 집행, ⓑ취소채권자(A)가 수익자(또는 전득자)(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

(③)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익자(C)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 ⓒ취소

채권자(A)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A)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소채권자(A)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을 상정할 수 있다.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를 가리킨다. ⓒ집행은 취소채권자(A)의 

채권자들을 위한 집행이다. 이러한 ⓒ집행을 허용하면, 가액배상청구권(③)이 

환가된 몫이 취소채권자(A)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취소채권자가 가액배

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한—C의 임의이행 또는 ⓑ집행을 통해—금원은 ⓐ

집행에서 채무자(B)의 책임재산이 될 예정이었다. 취소채권자(A)를 비롯한 

채무자(B)의 채권자들은 ⓐ집행에 참여하여 가액배상청구권(③)을 통해 수익

자(C)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허용하면 

(B)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던 몫이 취소채권자(A)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존 판결의 태도와도 

명백히 모순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은 “...취소채

권자(A)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

476) 다만 가액배상청구권은 장차 이익의 할당이 예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취소 및 

원상회복을 통해 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존부

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2부 2장 3
절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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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채권자가 수익자(C)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

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A)에게 그대로 귀속되

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

무자(B)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 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477)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임의이행의 경우나 강제집행절차

(ⓑ)를 통한 배당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취소채권자가 수령

한 가액이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이 없음—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취소채권의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

어서는 안된다. 권능으로 표현하면 가액배상청구권의 처분권능은 부정되어야 

한다.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478)  

가액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 혹은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허용되어

서는 곤란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좁은 

의미의) 급부보유력을 갖지 않는데, 상계권능은 급부보유력이 있는 금전지급

청구권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이다.479) 가액배상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가액배상청구권을 취소채권자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액배상청구권이—다른 채권자의 존부가 구체

적으로 확정됨으로써—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이에 대한 처분 

및 상계가 허용될 것이다.

477) 위 판결이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 채권 내용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

라고 판시한 부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상계를 통해 충당권능을 누리

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3. 충당권능 부분에서 살핀다. 
478) 2부 3장 3절 3. (1) 참조. 
479) 2부 3장 3절 3.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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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당권능 

한편 실무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②)을 통

해 확보한 가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선적 지위를 누리

고 있다.480)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

무자에 대하여 갖는 피보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는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이루어진다

고 설명된다.481)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①)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마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

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취소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우선권을 누리는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論482)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대체적인 논의

480)  “원물반환에서는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명의 복귀 후 그 경매절차에 다른 채권

자들이 참가할 수 있지만, 가액반환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취소채권자로서는 가액반환을 선호하는 

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원은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피고 수익자에게 그 가액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판시하고(1999. 8. 24, 99다23468,23475;  2003. 11. 28, 2003다50061 등), 
이에 더하여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수익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반환금을 채무자

에게 반환할 채무와 그 사해행취소의 피보전권리인 자신의 채무자에 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2008. 6. 12, 2007다37837), 취소채권자

는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제407조를 무시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었

다”{전원열, “채권자취소권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7, 227면}. 

481) 다만 채권자취소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채무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

치지 않으므로 – 상대효를 포기하지 않는 한 –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

여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상계를 통한 이론

구성은 그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482)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인도받은 금전을 그대로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변제충당설이 존재

하지만, 취소채권자에게 이러한 우선권을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채권자취

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
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현재 이를 취하는 입장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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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왜곡된 결과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다. ①공탁의

무설483) 은 “취소채권자가 자기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모

든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며484), ②채무자

지급설485)은 “가액반환의 상대방을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로 하여야 한

다”라고 주장하여 취소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그의 

우선권을 저지하고자 한다. ③강제집행설(상계불가설)은 취소채권자의 변제수

령권능은 인정하되 다만 피보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무와의 상계를 허용되

지 않고 오직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86) 

2014년 법무부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 2. 4.부터 2014. 1.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3. 11. 4. 확정한 민법개정안 제407조의

4 (금전 그 밖의 동산에 대한 특례)는 제1항에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

권의 인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2항에서, “채권자가 제1항에 의하여 금전

을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와 금전을 수령한 때 중 늦

은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자기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

무와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상계는 허용하되 그 시기를 제한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 3개월의 상계를 제한하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다른 채

권자들이 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배당요구 등의 방법487)으로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483) 이은영, 채권총론, 488면.;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

급”,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2009, 195면.; 奥田昌道 편집, 注釈民法 10, 下森定 
집필부분, 有斐閣, 2013, 861면. 

484)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2009, 199면; 이은영, 채권총론, 488면.

485)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199-200면.
486) 학설의 소개와 그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下森定, 注釈民法 10, 425면 참조.
487) 민사집행법 개정안 248조의2(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에 대한 압류 

등)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는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윤진수･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제66호, 2014. 3. 한국민사법학회, 533-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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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취소채권자가 누리는 우선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다.488) 

취소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충당

권능이 포함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추심

한 금원을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권능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면—채권질권자나 채권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처럼—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추심권능(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 

급부보유권능) 및 변제수령권능에 더하여, 충당권능까지 그 내용으로 하는 

이행청구권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처분권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의 충

당권능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무부의 개정안대로의 개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

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이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판결 등이 물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상계를 허용하

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계

가 집행방법으로 기능하는 국면에서, 물권과 채권의 우열에 관한 원칙이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 집행법상 원리와 상계권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충

돌할 때에는, 상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면,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

청구권와 마찬가지로—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채권이 아닌 채권적 직접청구

권)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그 효력으로 하는 이행청구권이라고 

참조}.
488) 윤진수·권영준, 위 논문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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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권능 개념을 사용하면, 추심권능(이행청구권능, 소구권능, 집

행권능)과 변제수령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 우리 민법 하에서 채권자취소제도는 취소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

들을 위한 공동의 책임재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취소채

권자가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

하는 대신 상계를 통해 이를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처분권능, 상계권능, 충당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항에서 추심금청구권, 채권자대위권의 금전지금청구권에 관해 살펴본 바와 

같다. 모든 이행청구권이 그렇듯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489) 

489) 2부 3장 2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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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제1절 기존 논의 개괄

수급사업자(하수급인)490)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사업자(수급인, 하

도급인) 뿐 아니라,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도급인)에게도 직

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

—직접청구권—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실무 양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직접청구권 

가운데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급사

업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해 몇 차례의 법 개정, 판례의 변천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심도깊은 연구들491)이 이루어져 왔다. 아래

4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를 발

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칭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칭한다. 본고에서는 하도급법의 표현에 따른다. 

491) 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김현석,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

권가압류”; 이준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법조 56권 2호, 법조협회, 2007.;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최충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고찰 -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학위논

문, 2009.;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이상헌, “하도

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오수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저스티스 제138호, 한국법학원, 2013.; 박수곤･김민지･김태희,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김병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

이득반환관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

법학 8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이동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와 관

련된 채권배당절차 실무상 쟁점,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9.; 양형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

대금채권의 가압류”, 홍익법학 20권 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김태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계 - 대법원ﾠ
2017. 12. 5.ﾠ선고ﾠ2015다4238ﾠ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1권 4호, 홍익대



- 174 -

에서는 주요 논점을 간추려서492) 살펴보기로 한다.493)

(1)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채권(①)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존속설과 소멸설 사이의 

대립이 존재한다. 존속설은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른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채권이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멸설은 직접청구권의 발

생과 동시에 하도급 채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소멸설은 하도급법 제14조 제2

항494)의 문언을 기초로,495) 존속설은 입법적 개선 또는 문언을 넘어서는 해

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496) 

(2) 같은 논의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②)이 언제 소멸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497) 전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하

학교 법학연구소, 2020. 등.
492) 논의를 간략하게 개괄하려는 취지이므로 기존 연구 및 학설에 대한 소개는 최

소한에 그쳤음을 밝힌다.
493) 본 논문에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직접청구권—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에서는 ‘지급불능’이라고 줄여서 

칭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살핀다. 
494) 아래 2절 1. 참조
495)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였다는 견해

(이준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66면;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

무, 박영사, 2006, 349면 등)는 채권의 이전과 함께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김현석, “하수급인의 공

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359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박수곤･김민지･김태희,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268면; 오수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105면 등) 역시 문언에 기초한 해석을 강조한다. 
496) 직접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도록 정한 하도

급법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원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직접청구권을 선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발주자의 자력 상황이 원사업자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러한 

요청을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합리적 이유없이 수급사

업자와 발주자의 자력을 두고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진다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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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원사업자인지, 발주자인지, 이들 모두인지의 관점에서 하도급 채권

(①)의 소멸 여부를 바라본다. 반면 본항의 논의는, 주로 원사업자의 다른 채

권자가 원사업자의 채권(②)에 대해 (가)압류한 경우를 고찰한 (3) 논의와 연

동해, (가)압류 채권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

지에 주목한다.498) 현재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두고,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

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해석에 이견(異
見)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하도급법이 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

기 이전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②)와 원사업자의 수

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①)는 그 支給한 限度에서 消滅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규정 개정 및 그 해석과 맞물려 원사

업자의 채권(②)이 소멸하는 시점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다. 구법 규정은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사업자의 채권과 직

접청구권이 병존한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판례499)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하

더라도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②채권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

았다. 다른 채권자가 ②채권을 (가)압류하면 그 지급금지효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500) 판례의 태도가 수급사

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하도급법 규정은 기존 채권관계의 소멸시점을 직접청구권

497) 구체적인 내용은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 
343면 참조.

498) 피압류채권존속설, 피압류채권소멸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4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97다20083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

20363판결. 
500)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②채권에 관해 

이루어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입론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구성을 취한다면 발주

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과 ②채권에 관한 (가)압류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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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

에 원사업자의 채권이 소멸한다. 이로써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

류할 대상은 사라진다. 

(3) 개정된 하도급법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뜨겁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②)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

에 의한 집행(보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

생하는지 여부이다.501) (가)압류채권자와 직접청구권자 사이의 우열에 관한 

학설 대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다.502)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은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이 연동하도록 정

한다. 따라서 이는 원사업자의 채권(피압류채권)이 언제 소멸하는지에 관한, 

(2) 논의와도 연결된다. 소극설(압류채권자 우선설)은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

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압류된 부분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이 발

생하지 않고 피압류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503) 적극설(수급사업자 

우선설)은 이 경우에도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며 피압류채권은 소급적으로 소

멸한다고 본다.504) 절충설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하

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 (가)압류가 진행됐다면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다.505) 현재 판례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

501) 아래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최충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

한 고찰-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99-112면 참조.
502) 심재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경영법률 제28집 제1호, 한

국경영법률학회, 2017, 326-327면.
503) 이영동,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전 체

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판결”, 판례연구 제15집, 부산판례연구회, 2004, 58면.; 원
사업자의 채권에 관한 (가)압류의 부존재사실이 직접청구권 발생의 소극적 요건

이라고 한다.
504) 김현석,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388면; 원사업자의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한 것이 직접청구권이라는 전제 아래, 이러한 이전

은 법률의 규정이 정한 채권이전이므로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및 변제금지

효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 177 -

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소극설(압류채권자우선설)

과 같은 태도이다.506) 

(4) 이후에는 이상의 논점들을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

다. 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채권을 하도급공사대금의 범위내에서 수

급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채권양도설),507)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이전하였다는 견해(채권양도담보

설),508)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발주자가 인수하였다는 견해

(채무인수설)509),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규정에 의해 원도급인에 대하여 하도

급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취득할 뿐 원수급인의 공사대

금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권능취득설),510) 하도급법 규정

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법정의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는 견해(법정채권설),51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발주자･원사업자 및 

505) 이상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60면 참조. 하도급계

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사업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하도급법에 의해 

원사업자의 채권이 소멸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이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

였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50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절 2. 

참조.
507)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건설분쟁의 법적쟁점과 소송실무, 349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공사대금대권에 관하여 가압

류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

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부당이득의무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를 설명하기에는 채권양도설이 적절하적절하다는 점이 유력한 논거로 제시된다

(김병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대법원 2014. 11. 13. 선
고 2009다67351 판결을 중심으로”, 85면 이하).

508)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111면.
509) 박수곤･김민지･김태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268면; 오수

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105면.
510) 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285면. 
511) 이종광·김용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고찰”, 제2

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 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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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청구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

접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취득할 뿐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입장(구별설, 이원설)512) 등이 존재한다. 하도급법 제14조가 수급사업자의 직

접지급 요청 시에 기존 채무가 각각 소멸하도록 정한 것을 두고, 직접소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동결효–항변차단 및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 프랑스 

법상 불완전 직접소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견해(프랑스의 불완전 직접소

권설)513)도 있으며, 공사계약일반 조건상의 직접지급규정을 하도급대금 제3

자를 위한 특약으로 보는 견해(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설)도 발견된다.514) 

원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수급인이 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 공사대금에 상당한 부

분을 하수급인이 취득하게 한다는 내용의 하수급인을 위한 특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 대하여 위 계약의 이익을 표시한 때에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는 입론이다. 

이처럼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지

속돼 왔다. 

제2절 법률의 규정과 해석의 현황

1. 규정

512) 이상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25-26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도급법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간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513)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99-100면.
514) 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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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515)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

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2014.5.14>

1....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

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

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

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

515) 판례는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규정의 문언에 의하

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 제1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

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1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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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

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과 기존 채권 관계의 소멸에 관하여 생소한 법 효

과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면 그

와 동시에 기존의 하도급계약관계와 원도급계약관계는—하도급 대금이 실제

로 지급됐는지 묻지 않고—소멸한다. 한편 하도급법과 함께 건설 하도급 관

계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516)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지

급받아야 기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의식 한 가지를 발

견할 수 있다. 바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본래 취지—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직접청구권이 사법(私法)･민사집

행법상 기본원리와 적절히 조화되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과 기존 채권 관계의 소멸에 관하여 생소한 법 효과

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면 그

와 동시에 기존의 하도급계약관계와 원도급계약관계는—실제로 하도급 대금

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고—소멸한다고 정한다. 한편 하도급법과 함

께 건설 하도급 관계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하

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기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실질적으

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얼핏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전혀 다른 내용

5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

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위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

과 건설산업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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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율하고517) 있는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 약한 직접청구권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②)에 관해 

집행보전조치를 취한 이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우

리 판례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제3채권자가 집행보전조

치를 마친 부분에 한해서는 원수급자의 채권(②)이 소멸하지 않으며 직접지

급청구권(③)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518) 하도급법에는 ②채권에 관

해 집행보전조치가 있는 경우 ②채권의 소멸하는지 및 직접청구권이 발생하

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가 직접청구권의 발생을 

517)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은,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②에서, 원수급인이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임금의 직접 지급 요구에 따

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

20110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판결 등. “하도급법 규정

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

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

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

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

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

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한편 우리 판례는, 원사업자, 발주자와 수

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②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우리 

판례가 하도급법 제14조 1항 1호(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하도급대

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이러한 ②채권 이전의 법 구성을 관철하고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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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을 생성한 셈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

히고 있다. ⓐ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의 ②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의 

조치에 이른 단계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나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 원자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여러 채권자들

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

다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판결은 전항의 입론을 더욱 발전시켰

다. 사안에서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피고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

접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앞서 원사업자의 피고에 대한 ②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서 원고의 가압류는 취소되었고, 원고 외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는 존재

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전에 원고에 의

한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원사업자의 ②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아닌 원고 스스로 한 가압류임에도 이로 인해 직접청구권의 발생

이 차단되며, 이후 가압류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

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

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

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

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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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②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때 ②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급

사업자는 ②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여해서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수급사업자를 

전부명령을 신청한 일반채권자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520) (가)압류 집행에 앞서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수급사업자가 전속적으

로 ②채권을 취득하지만, 그보다 늦으면 마치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전부명령

이 무효인 경우처럼(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수급사업자는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521)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약한’ 직접청구권

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낳는다.522)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해 간이한 집행방법으로 기능할 뿐이

다. 판례의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사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는, ‘강한’직접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51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판결.
520) 同旨, 김태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

계 - 대법원ﾠ2017. 12. 5.ﾠ선고ﾠ2015다4238ﾠ판결을 중심으로 -”, 421-422면.
521) 한편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

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대법

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수급사업자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수급사업자의 우선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그 이후 직접지급 요청 전에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

의 경합을 부정하고 ②채권의 이전효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뒤의 3절 2. 
참조.  

522) 3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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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2) 수급사업자의 선택권 박탈 — 간이한 집행도 쉽지 않음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간이한 집행방법으로서

도 기능하기 어렵다.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 이미 ②채권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때에는 직접청

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523) 

직접청구권자는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있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에 대한 ①채권을 집행채

권으로 하여 ②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①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집행에 참여할지, 아니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지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 (가)압류 등 집행보전조치의 존부 및 시기

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갖는 권리 및 그 채무자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결과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3. 규정의 취지와 기능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직접청구권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있다는 전제 아래 있다. 문제는 수급사업자를 어느 정

도 보호할 것인가에 있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524) 일반적으로는 하

523) 김현석,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388-389면.
524) 직접지급제도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수급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권력 수단을 갖춤으로써 효율적인 하도급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

는 제도라는 견해로, 이종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현황과 보완 방향”, 
건설경제(63호), 국토연구원, 2010. 9. 54-55면;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는, 심재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경영법률 제26집 제1호
(2017. 10.), 한국경영법률학회, 333-334면, 이의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전면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건설이슈포커스,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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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취

지는 수급사업자를 수급인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려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25) 특히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수급사업

자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원사업자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임박한 상황을 전제한

다. 직접청구권이 집행절차에서 우선권으로 작용하는 점을 이미 예정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집행절차

27면 등 참조.
525) 양형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 5면 등;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수급사업자에게 담보적 수단

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로, 김현석,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과 채권가압류”, 385면.;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

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

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

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

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

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

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접

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

인(즉 원사업자)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영
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

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적기에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한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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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간이한 집행방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

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는 과정

은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 발주자 등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고, 집행절차를 관장하는 집행법상 원리와 모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절 모델의 탐색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수급사업자에게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여 주려는 전제에 선다면, 이러한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강한’ 직접청구권이나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526) 

이러한 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사업자를 담보권자로 파악

하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생각해볼 수 있고(강한 직접청구권), 더 나아가 

입법론으로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과 같은 방향의 입법을 고민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담보권자로 이해한다는 의미

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아래에서 차례로 검토한다.  

1.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그 하나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①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②채

권에 관해 설정한 담보물권의 간이한 집행방법으로서 직접청구권이 인정된

다고 보는 법 구성이다.527) 현행법상 채권질권자와 채권담보권자에게 인정되

는 직접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①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①피담보채권의 발생

과 소멸, 귀속변경, 내용 및 범위 등에 종속한다. 한편 직접청구권은 ②채권

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권리이므로, 발주자는 ②채권관계상 항변으로 수

526) 3부 5장 참조.
527) 전술한 3부 3장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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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②채권에 관한 담보물권자이므

로, 그 순위에 따라 ②채권에 관한 집행에서 우선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원사업자의 ②채권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다른 채

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성립시기 및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528)를 기초로 하

여 담보물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다.529) 직접청구권자는 발주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거쳐 발주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데, 이때에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발주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한다. 

②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추급효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여

전히 ②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을 보유하며 발주자에 대하여 ③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30) 원사업자와 발주자 모두가 채무자로 남는 점, ②채권에 

관한 집행에서 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집행법상 원리에 따라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 된다는 점 등에서 수급

사업자의 보호에 적합한 법 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담보물권의 

성립시기 혹은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권법정주의 원

칙과의 조화 등의 과제가 남는다. 별다른 입법 없이 기존 규정의 해석론으로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담보권자에 의한 전부명령 

다른 하나는, 담보권자인 수급사업자가 ②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이전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구성이다.531) 이러한 입론은, ②채권에 관해 전

부명령이 확정된 결과로서532) 원사업자의 ②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어 

528) 채권질권은 확정일자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채권담보권은 등기 및 대항요

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담보물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열이 정해진다.  
52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530)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

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531) 3부 4장 3절 참조
53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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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이 되었다고 본다. 

우리 판례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

상 압류가 경합됐더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본다.533) 이러한 판례의 태

도를 일관하면, 수급사업자를 ②채권에 관한 담보권자로 보는 경우, 원사업

자의 일반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자인 수급사업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

압류를 집행함에 지나지 않는다면, 선행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지급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따른 이전효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이 언제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한다. 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이 성립한 시기가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

자에 의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조치 이후라면, 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 취

득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고, 

유효한 전부명령에 따른 권리이전효—직접청구권의 발생—를 인정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

고,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일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며, 이를 확인하는 일 역시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수급사업자의 담보권이 성립하였다고 보

아도 무리가 없다.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시점—권리이전효가 발생하는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전제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

업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자에게 

53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
257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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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원사업자의 ①채권을 이전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결과를 활용하는 입론이므로, ①채권관계는 변제효로 

인해, ②채권관계는 이전효으로 인해 각 소멸하게 된다. 발주자는 이미 소멸

한 ①채권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직접청

구권이 ②채권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전부명령과 함께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발주자는 ②채권관계

상 항변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취득이 강제집행의 결과라고 보므로 집행법상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 수급사업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인 이전적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

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만한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3. 프랑스법상 완전 직접소권 

수급사업자를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534) 수

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순간부터, 원사업자의 ②채권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전속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금을 변제받기 전까지, 발주자는 원사업자나 원사업자의 채권자에게 ②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몫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만족을 얻기 

전까지 원사업자는 ②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

들은 ②채권을 원사업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하여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입론은 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행 법률의 해석을 통해 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고려될 수 있을텐데, 입법의 방향도 비교적 간명하다. 이

미 우리 상법은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면서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였는데,535) 이를 

534) 구체적인 내용은 전술한 3부 4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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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쫓으면 된다. 

제4절 소결

1. 강한 직접청구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인

정하는 취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인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인

정하여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

권의 ‘발생’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여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강한’ 직접청

구권 모델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과 

같은 방향의 입법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을 담보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

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이행청구권능), 발주자가 임

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소구권능), 승소한 확

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주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집행

권능).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주자로부터 직접 급부를 수령하고(변제수령권

능), 수령한 금원은 ①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충당권능). 

담보권자인 수급사업자가 ②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이전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구성을 택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확정된 

전부명령의 이전효에 의해 원사업자의 ②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 것

이므로, ③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을 양도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할 수 있

535) 아래 4부 3장 참조; 규정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상 차이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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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급사업자의 채권자는 ③직접청구권을을 수급사업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처분권능). 

어느 모델에 의하든, 수급사업자는—모든 이행청구권자가 그렇듯—직접청

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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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등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1절 법률 규정과 연원

상법 제724조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

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

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는 제2항에서 피보험자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이하 ‘피

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법 제725조는 물건의 소유자(이하 ‘소유자’)가 물건 보관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직접 물건 보관자가 가입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 본래 임의책임보험에 관해서는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만 직접청

구권이 인정될 뿐이었지만(상법 제725조), 199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을 통해 직접청구권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536)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 등’(이하에서는 피해자, 소유자를 한꺼번에 ‘피

536) 최병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일감법학 제41
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90면. 강제책임보험 영역에서는 직접청구권

을 인정하여 왔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산업재해보험법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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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등’이라고 부른다)이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은 프랑스 보험

법 124-3조가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계수됐다.537) 프랑스에서는 이를 완전직

접소권538)으로 분류해,539) 피해자 등이 가해자(및 물건 보관자)의 다른 채권

자들에 우선해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보험계약자(가해자, 물건보관자)가 파산한 때에도 보험금은 피해자 등의 직

접소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귀속된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피해자 등의 직접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강조되면

서 많은 논란에도 직접소권 제도가 태동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받는다. 프

랑스에서는 19세기 말, 화재보험과 산재보험 영역에서 이러한 논의가 형성되

었고, 직접소권이 계약의 상대효 원칙과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책임보험 제도의 목적, 정의, 형평

성을 고려해 보험금이 피해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

들여졌다. 이로써 직접소권 제도는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해 올 수 있었

다.540). 책임보험 영역에서의 이러한 규율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2절 기존 논의 개괄

국내에서는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의 실질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입장541)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입장542)이 대립한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

537) 명순구,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

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제12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76면.
538) 3부 4장 2절 5. 참조.
53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소권에 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프랑

스에서는 플란켈(M. Plancqueel)이 직접소권을 완전 직접소권과 불완직접소권으

로 분류한 이래, 직접소권에 관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은 별

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540)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n°48-n°65, n°67. 
541)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376-377면; 김인현, “한국과 미국의 선주

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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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관한 학설 대립으로 소개되지만, 결국은 직접청구권의 본래 모습인 권

리가 ①권리인지, 아니면 ②권리인지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는, 직접청구권의 원형인 권리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②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

한 다양한 입론이 존재한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책임보험계약을 제3

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 피해자 등이 피보험자의 채권자로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라는 견해543) 등이 

이에 해당한다.544) 

한편 판례545)는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①)으로 이해한다. 이때에는 

기존 제도 가운데 채무인수의 구성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로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

하였다는 입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들은,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546), 피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 28면; 정준영, “보험금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

련 법률문제”, 민사판례연구 29권, 박영사, 2007, 1148-1149면 등.
542)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291면; 박세민, 보험법 제3

판, 박영사, 2015, 613면; 장덕조, 보험법 제2판, 법문사, 2015, 336-337면 등.
543) 양승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의 성질”, 손해보험 제325호, 손해보험협

회, 1995, 76면; 정경영,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사판례연구 제

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0, 397면.
544) 각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상사법연구 제26권 4호, 2008, 339면 참조.

54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
17544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
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은 1993년 

5월 11일 선고한 판결에서 종전의 태도—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판
결은 보험금청구권설의 입장이었다—를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

접청구권은 보험약관에 의한 것이든 상법에 근거한 것이든 보험자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지닌다고 본다. 
546)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단기인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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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지위와 가해자의 지위에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이 존속하

는지547), 직접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손해배

상채권에도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지548) 등이 학설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강

조한다. 그리고 어느 학설이 더 피해자 등에게 유리한지 겨루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가 과연 본질적인 

물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직접청구권자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사고일로부터 10년이다. 따라서 그 기간만 두고 보면 직

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547) 예를 들어 대법원 2003. 1. 16. 선고 2000다41653, 2000다41660 판결의 사실관

계를 살펴보자.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소형화물차에 대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처가 보험기간 중 아들을 화물차 조수

석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

고를 냈고, 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였다. 피고가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인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고가 아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하는 한편 아들의 사망으로 아들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으

므로 위 채권, 채무는 혼동에 따라 소멸했다. 즉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

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

을 구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 등의 포괄승계인에게 더욱 유리해 보이기도 한다(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에 혼동이 있더라도 피

해자의 직접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 339면 참조}.
54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은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

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

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

친다’고 판시한다.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채권임을 강조하는 한편, 그 효력이 피

해자의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절대적으로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입론을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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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한 가지 상황에서 유불리를 살피고 그에 

적합한 입론을 택하더라도, 그러한 입론이 다른 상황에서도 피해자 등에게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 먼저 피해자 등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달성하려는 가장 중요한 효과가 무엇인지, 즉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제3절 규정의 취지와 기능

1. 외국의 입법례 및 논의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 등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우리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바, 피해

자 등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 직접청구권을 통해 달성하여야 

하는 법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피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참조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가) 프랑스

3부 4장 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피해자 등의 직접소

권549)을 완전직접소권(actions directes parfaites)으로 이해한다. 피해자 등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이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affectée 

exclusivement), ②채권이 피해자 등의 이익을 위해 동결된다(bloquée a son 

profit)고 설명된다.550) 보험자가 피해자 등에게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지급하

지 않는 한 다른 이에게 ②채권에 따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다.551) 따라서 

549) C. assur. art. L. 124-3.
550) Terré, Simler, Lequette et Chénedé,  n°1610.
551) « L’assureur ne peut payer à un autre que le tiers lésé tout ou partie de la 

somme due par lui tant que ce tiers n’a pas été désinte'- ress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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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이 보상받기 전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피보험

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

을 수 없다. 

(나) 독일 

독일은 프랑스법과 달리 직접청구권과 친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등은 

일정한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보험

계약법 제115조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의무보

험법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계약체결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의 경우를 전제로, 

피보험자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재산의 부족으로 도산청

구가 거절된 경우, 임시파산관재인이 임명된 경우, 피보험자의 거주지가 불

분명한 경우 등이다. 즉 피보험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임박한 상황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규

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의 취지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즉 피해자 

등이 직접청구권을 통해 곧 개시될 도산 등의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실질적

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 주려는 것

이다. 

그 밖에도 독일 보험계약법은,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이 보험관계에 따른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급부의무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 117조 제 1항에서 제4항의 범위 내에서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험자와 급부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명시한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더하여 추가로 생겨나는 것으로써 금전으로 손

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 (gesetzlicher 

Schadensersatzanspruch)으로 다루어진다. 더욱이 직접청구권을 통하여 피해

자는 보험자 측이 법적인 병존적 채무인수 (gesetzlich angeordneter 

Schuldbeitritt)가 된 것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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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552)

(다) 영국 

영국은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거나 피

해자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이 경우 피해자는 성명, 단체 등의 

방식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에 따라 피보험자가 도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553) 영국 역시 

피보험자의 도산 등으로 집행절차가 개시될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청구권을 통해 피보험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라) 일본

일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

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 일본에서 직접청구권은 흔히 책임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고,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꾀하기 위해 인정된다고 설명된

다.554)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

552) 자세한 내용은,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53-454면.; 독일

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

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김성태,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상사판례연

구(2), 박영사, 1996.). 
553) 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대법원 2017. 10. 26. 선

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제3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64면.; 
최병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191면.

554) 清水恵介, 債権担保手段としての直接請求権序論 : 自賠法16条1項から担保権
侵害まで , 民事研修 688, 2014.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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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등의 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온 데에는 일본의 논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주장되는 보험금청구권

설, 손해배상청구권설 뿐 아니라,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채권이라는 

견해, 피보험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채무

라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보험자의 직

접지급채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연대보증채

무 등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555) 

2.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은 프랑스에서 직접소

권제도를 태동하게 하였다. 채권관계의 상대효,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직접소권제도가 독자적인 의의를 인정

받고 살아남은 이유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다. 여러 국가들이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555) 학설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清水恵介, 위의 글, 2-15면 참조.; 일본에서

도 다수설과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최고재판소 昭和
57년(1982년) 1월 19일 판결(민집36권1호1면)은, “자배법 16조1항에 기초한 피

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

배상청구권으로, 보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법514조 소정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그 성격이 손해배

상채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일본 보험법은 피해자 등이 피보험자의 보

헙급부청구권에 대하여 법정담보물권인 특별선취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보험법 제22조 제1항).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보험

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선취특권도 인정되는바, 이들 사이의 관계나 우열 등

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며, 피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직접청구권이 인정될지 등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清水恵介,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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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 등이 그 배상을 받

기 전까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랑스 보험법 제124-3과 같은 형태이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부터 ②보

험금청구권 관계에서의 항변으로써 직접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

는 전형적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등이 그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 자체를 제한한다. 이 규정이 집행절차에서도 관철된다면, 피보험

자는 물론 피보험자의 ②보험금청구권을 통해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

을 얻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채권자들 또한 피해자 등이 그 배상을 받

을 때까지 위 ②보험금청구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는 없다.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규정의 유래와 다른 국가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상법이 피해자 등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간이한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을 넘어, 피해자 등에게 직접

청구권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이

‘강한’ 또는 ‘가장 강한’직접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556) 그런데 

우리의 판례와 통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의아함을 품

게 된다. 절을 바꾸어 살펴본다. 

제4절 규정 해석의 현황과 비판적 검토 

1. 규정의 해석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부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와 통설은 이를 손해배

상청구권으로 보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력한 논거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556) 3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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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기간, 혼동, 상계 등 여러 논점이 제

기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인 직접청구권이 집행단계에서

의 간이한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

한 채권집행에서 피해자 등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557) 

다만 판례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을 보험자의 지급거절권으로 이해하는 점,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구성이 갖는 유리한 요소가 관철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등은 직접청구권을 통해 우선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1) 보험자의 지급거절권

판례는 이를 보험자의 지급거절권으로 이해하면서, 보험약관에 편입된 때

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임의규정으로 해석한다.558) 

557)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설에서 보험금청구권설을 비판하면서 제기하는 다음 지적

은 주목해 볼 만하다. “피보험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피보험자 자신

에 의한 처분, 또는 피보험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재단에 편입되어버릴 가능성

을 남겨두는 것이 되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 등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 자유로운 상태, 경합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본 직접청구권의 입법취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연갑, “책임보험에 있어서 직접청구권과 상계의 효

력”, 민사판례연구 제24권, 민사판례연구회, 2002, 231-249면). 
558)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3561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태

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

금청구권과의 관계-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344면 

이하; 최병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190면; 박
영준, “해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5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3. 20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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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

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

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

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약관에서 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

자는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을 받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에 

응해야 한다.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의 ②채권에 대해 피해자 등

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지만, 실무에서는 보험자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 등의 우선적 권리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한 결과—피

해자 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에 따라 배제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2) 병존적 채무인수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등은 보험금액(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①채권관계상 항

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피

해자에 대한 ①손해배상채무를,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구성을 

취하므로,559) 피보험자의 ①채무와 보험자의 직접지급채무는 중첩적 채무관

계이다.560) 

559) 각주 (545).
560)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①채무와 인수인의 ③직접지급채무 

사이의 관계에 관해, 1)부진정연대채무설, 2)연대채무설, 3)원채무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면 연대채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정연대채무

라는 이분설 등이 대립한다(장덕조, 앞의 논문, 345-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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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구성을 일관하게 되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①손

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로서 ②보험금청구권과는 연관이 없다는 

이해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②보험금

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

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②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②보험계약에 따

른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판시한다.561)

3부 3장에서 살핀 것처럼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리에 충실할 때에는 피해

자 등에게 유리하다고 할 만한 몇몇 법 효과가 인정된다. 특히 유리한 요소

라면, 직접청구권이 ①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봄으로써 직접청구권자

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

해 직접청구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는 효과를 누릴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562) 피해자 등이 ‘실질적’ 우선변

제권을 누리려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는 것에 더하여, ②

채권이 환가되거나 변제되어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직접청구권의 존

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그렇듯 상법 제724조 제1항을 보험자의 지급거절권으

로 인정하면, 약관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

험금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①)에 대한 집행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①)의 소멸로써 피해자에게 대

항할 수 있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접청

구권 역시 소멸할 수밖에 없다. 

56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224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4424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562) 3부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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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한 직접청구권

이처럼 우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과 같은 형식

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달리 취급되고 있다.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상법 규정을 약관에 편입시키기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②)

을 지급받고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채무(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등으로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우리 판례가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구성을 택하고 있지만, 위 상법 규정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구성은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입론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제5절 소결

1.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 

이렇듯 우리 판례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합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등에게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의 규정은 이미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직접소권 제도가 태동한 계기가 

곧 이러한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책임보험 

영역에서는 피해자 등을 위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국가 상당수가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을 집행단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의 법 효과를 달

성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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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은 재산권인 채권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이나 보험

금청구권설 모두 피해자 등의 직접청구권이 채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

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학설을 택하는지와 상관없이, 채권의 일반적인 효

력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급부보유력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해

자 등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의 임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제

기를 통해 얻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보험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재산권인 채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처분 및 상계권능

이 인정된다.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등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

배상채권에 독립하여 양도, 담보제공의 대상이 되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

배상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종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청구권의 귀속 변경은 ➀손해배상채권에 부종하고 수반한다고 해석

해야 할 것이다.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보험자의 피해

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수동채권 또는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직접청구권이 만족에 이르면 피해자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만족에 이르러 소멸한다.563)

563)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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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대인의 직접청구권 
제1절 법률 규정, 연원, 취지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1. 규정의 연원

우리 민법 제630조 1항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위 규정은 프랑스 민법 제1753조564)가 일본(의용민법 제613조565))을 거쳐 

우리에게 계수된 것이다.566) 프랑스 민법의 위 규정은 애초에 전차인을 보호

564) 프랑스민법 제1753조① 전차인은 압류 당시에 그가 부담하고 있는 전대료의 

한도 안에서만 소유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사전에 미리 행한 변제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이하 프랑스 민법 조문의 번역은, (한불민사법학회, 개정프랑스

채권법 해제, 박영사, 2021)를 따름]. 
565) 민법 제정 당시 민법안 제619조는 의용민법 제613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제정

되었다[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365면 하단].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이 없다.; 다만 일본 민법 613
조는 “...賃料の前払をもって賃貸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라고 정하고 있

다. 우리 민법이 차임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과 구별되는 점이다. 
566) 명순구,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

을 중심으로 - ”, 77면;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84-85면;  
오수원,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 직접청구권과 전차인의 차임지급의 항

변”, 한양법학 제21권, 2010, 한양법학회, 382-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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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567) 하지만 이후 위 규정이 임대인의 전차인

에 대한 직접소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조명되면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

한 직접소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으로 탈바꿈됐다.568)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연원을 갖는 임대인의 권리를 직접소권으로 분류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리나 채권자대위권으로 이해하면 족하지 않은지 등의 목소

리—임대인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가 존재한

다.569) 

2. 규정의 취지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

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임대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임대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전차인에게는 해롭지 않고,570)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될 차임을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케 

함으로써 법률관계가 간략화된다고571) 설명되기도 한다.57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의 취지는—집행절차의 준비제도를 제외

하면—법률관계를 간략화하는 수단(간이한 결제방법)이거나 직접청구권자에

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573) 간이한 결제방법인 직접청구권이 

567) Cozian, L'action directe, n°128. 파리에서는 관습에 따라, 건물 임대인(소유자)
가 건물 전체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건물 일부의 전차인–전대

차의 차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소유 가구 등 세간에 대하여 담보

권을 취득하여 집행할 수 있었다. 위 규정은 임대인의 권리를 전대차관계에서 

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한도로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568) Ibid, n°129.
569) Ibid, n°130ff.
570)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action directe》について(2.完) ” Osaka 

law review (103), 1977, 93면.
571) 명순구,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

을 중심으로 - ”, 77면;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 (2)” 93면.
572) 임대인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성을 잃은 입법이라는 비판도 존

재한다[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1997,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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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와 맞물려 작동하면 실질적인 사적 실행 방법(간이한 

집행방법)으로 변모한다. 이때에는, 직접청구권자와 중간채무자의 다른 채권

자들 사이에서 우열에 관한 논란을 낳는다.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은 어떠한가. 임차인의 다른 채권

자들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적절할지의 문

제이다.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에 임박

하였거나 임차인이 파산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를 상정해 보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할 이유가 있을까. 

필자로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정도로 임대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찾

지 못하였다.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은 법률관계의 간명화하기 위한 수단, 간

이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의 설명이 그렇듯,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은 법률관계를 간략화하는 수단일 뿐, 전대인(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기 

어렵다.  

제2절 규정 해석의 현황

1. 개괄

우리 민법 제630조 1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이 성립한 경

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정한다.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

하여 직접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는 

갖지 못한 채 의무만을 부담한다.574)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임

573) 1부 2장 4절 1. 및 3부 5장 참조.
574) 김용덕 편, 주석민법 채권각칙(3) 제5판, 방응환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201면; 민일영, 민법주해[XV], 121면.; 민법 630조 규정에 의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법정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거나 

임대인이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인도 전차인에 대하여 수선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등을 직접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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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 역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도

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575) 

이러한 임대인의 직접차임청구권은 그 행사범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①)의 범위와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②)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는 등 양 채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576) 

이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본질이 임차인의 채무(①)인지, 

전차인의 채무(②)인지 규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577) 다만 민법 630조 규

정에 의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법정 임대

차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578)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이 임차인의 ②채권에서 유래함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민법 제630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①)이 계속 유지됨을 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의 채무(①)와 전차인의 직접지급의무(③)가 병존하므로, 임대

인은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외에도 여전히 임차인에게 ①임대

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579)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①)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③)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 사람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

면 다른 사람은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580)

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436면; 김상용, 채
권각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305-307면).

575)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576) 방응환, 주석민법 채권각칙(3), 202면.
577) 위 두 가지 중 어느 채무로 파악할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효과모델이 달라

지는데, 전자일 때에는 채무인수의 입론 외에는 적합한 구성을 찾기 어렵다.
578) 김상용, 채권각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305-307면; 이은영, 채권각론, 436면. 
579)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임대인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효과모델 가운데,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전적 구성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의 구성은—적어도 민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론으로는—적절한 입론으로 보기 어렵다.
580) 방응환, 주석민법 채권각칙(3), 203면. 



- 210 -

2. 630조 1항 후문의 해석

한편 제630조 1항 후문은, 전차인이 ②전대차 계약상 차임을 전대인(임차

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학설들은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채무(③)나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차임채무(②)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이에 대해

서도 차임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설명한다.581) 이러한 설명인즉슨 전차인이 전

대인(임차인)에 대한 차임채무(②)의 변제나 상계로써 임대인의 직접지급청구

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582) 이러한 일

반적인 설명과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학설과 판례가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가장 약한’ 직

접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83) 

한편 우리나라의 교과서나 주석서는 630조 1항 후문을 대체로 다음과 같

이 해석한다. 

전차인은 본래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 대해서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무조

건 관철하면 전대인과 전차인이 짜고 전대인에게 차임(②)을 ‘미리’ 지급함으

로써584)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③)을 무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한 채무(②)의 변제로써 임대인의 직

접청구(③)에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585) 

581) 방응환, 주석민법 채권각칙(3), 203면.
58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

200518 판결.
583) 3부 5장 참조.
584) 630조 후문은 전차인이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 ‘미리’ 지급한 때에 대항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민법 613조의 규정이 이러한 형태인바, 우리는 일본 민법의 해석론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지적하는 문헌으로는, 오수원,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 직접청구권과 전차인의 차임지급의 항변”, 392면 참조. 
585) 방응환, 주석민법 채권각칙(3), 204면; 민일영, 민법주해 [XV],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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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전차인이 ②채무의 이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전대인과 전차인이 짜고 차임을 미리 지급하는—때에는 대항할 수 

없으며, 630조 1항 후문이 이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전차

인이—전대인에 대한 지급으로써—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예외적인’경

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어있는 부분 보충을 위한 해석론이 경합하고 

있다. 학설은 일본민법 613조 2문의 영향을 받아 전차인의 차임지급이 ‘미

리’이루어진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미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1)기본적 임대차(①)에서의 지급기, 2)전대차

(②)에서의 지급기, 3)전차인이 현실로 사용･수익하는 시기 등으로 나뉜다. 

그중 2)가 통설이다.586) 통설에 따르면,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

임의 지급시기 도래 전에 전대인(임차인)에게 ②차임을 지급하면, 이로써 임

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은 임대인의 직접 차임지급 요청에 응해야 

한다.587) 전차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전대차계

약상 차임 지급 시기 이후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의 차임지급으로써 

제한 없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

지 않는다.   

판례도 학설과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

결 사안에서는 전대차가 종료하여 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된 경

우 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 직접청구에 대해 공제로 인한 차임소멸로써 대

항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위 판결은 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대차

관계에서 연체차임채권이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시점이 전대차계약상 약

정한 차임 지급 시기 이후라는 점이 논거였다. 전대인(임차인)은 채권의 만

족을 얻었고, 전차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우리 판례가 임

대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특별한 우선권을 부여

586)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211면; 방응환, 주석민법 채권각칙(3), 
204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19, 272면;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672면; 민일영, 민법주해[XV], 122면. 
587) 민일영, 민법주해[XV],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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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은 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

에 대한 변제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확대하였다. 전대

차계약상 차임지급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

하였더라도, 그 시기가 임대인의 직접 차임의 지급을 청구 전이라면, 전차인

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588) 

앞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대인보다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민법 630조 1항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더욱 

축소되었다. 전차인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변제기 도래 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 대한 

변제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판례와 통설의 태도를 통해, 현재 우리 법상 임대인의 직

접청구권이 간이한 결제수단,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해석·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89) 

임대인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프랑스 민법 규정을 역사적 연원으로 한다. 

프랑스의 논의를 참고하는 것은 우리 규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항

을 바꾸어 살펴본다.  

588)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고, 그로 인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

더라도,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1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다.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임대차종료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액수를 심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라면, 변경된 차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89) 3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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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불완전 직접소권 

프랑스 민법은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불완전직접소권’으로 

이해한다.590) 프랑스법상 불완전직접소권의 법 효과에 따른다면 임대인은 임

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

여,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누린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법이 임대인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간략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에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

계에서 우선변제권을 누리게 하려는 제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강한’ 직접

청구권인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제도은 우리 법상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설

명하기위한 모델로서 적절치 않다. 

다만 프랑스법상 불완전 직접소권의 법 효과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전

대인)’ 사이의 관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참고할 점이 있다. 불완전 직접소

권의 법 효과에 따르면, 직접소권자는 직접소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채무자와

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누린다. 임대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전차인은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려면—임대인의 직접청구 이후부터

는—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학설 중에는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프랑스의 직접소권 법리로 규율하자

는 견해가 있다.591) 프랑스법상 불완전 직접소권의 효과가 그렇듯, 임대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써 임

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592) 임대인의 직접청구 시점부터—마치 ②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처럼—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변제, 상계 등 일

체의 항변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부터 

590) 불완전 직접소권의 구체적 법 효과는 앞의 3부 4장 2절 참조.
591) 오수원,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 직접청구권과 전차인의 차임지급의 항

변”, 392-396면.;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1)” , “民法六一三条の直
接訴権(2)” 참조.

592) 加賀山茂, “民法六一三条の直接訴権(2)”,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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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 우선하는 지위를 누린다. 우리 판례와 통설이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가장 약한’직접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다.  

제3절 모델의 탐색

1. 고려사항

(1) 직접청구권의 강약

임대인에게 차임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임대인에게 임차인(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한 직접청구권—담보권물자의 직접청구권, 담보권자의 전부명

령, 병존적 채무인수,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입법 혹은 해석의 효과모델

로 고려하지 않는다.593)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추심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므로 약한 직접청구권 중에도 추심권능의 법 구성,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임차인의 책임재산 확보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을 추심한다고 보는 구성 역시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위한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 

구성은 효과모델로 고려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병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630조 2항). 이전적 구성(전부명령과 

채권양도)과 면책적 채무인수의 입론은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설명하기 

593) 3부 5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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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석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우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적 지위를 누려야 할까. 이들의 

우열은 정하는 일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전대

인(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변제로

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지의 문제이다. 전차인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의 직접청구

권은 ②채권과 함께 소멸하며, 이로써 임대인은 더 이상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직접청구권자를 보호하는 강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한’ 직접청구권과 ‘가

장 약한’ 직접청구권 중 어떠한 모델이 적합할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

다.594) 

우리 판례와 통설이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

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②채무의 지급으로 ③직접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설명이 전부이다. 

이상의 고려요소들을 살피고 나니, 검토할 수 있는 효과모델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약한 직접청구권 모델)과 ‘가장 약한’ 모델이 남는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델은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차인이 전

대차계약(②)에 따른 차임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594) 3부 5장 3절 참조.



- 216 -

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 효과를 활용하려는 법 구성을 가리킨

다.595)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①차임을, 전차인에게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②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병존하도록 정한 630조 제2항과 

조화를 이룬다.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 요청을 수익의 의사표시로 본다면, 그때

부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630조 1항 후문과도 비교적 조화를 이룬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을 요청한 때부터 임차인에 우선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전대인(임차인)이—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그렇듯—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에게로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지,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이 

임대차관계(①)—제3자의 권리가 원인관계와 관련없는 것과 달리—에 부종하

는 점이 제3자를 위한 계약 효과모델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는 고민이 필요하다. 

제4절 소결 

1.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적

어도 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대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우열에 관해, 필자는 임대인을 임차인에 우선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임대인을 임차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면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한 변제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595) 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적 요소를 고려하면, 입론과 전대차계약

의 실제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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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런데 전차인의 계약상대방은 전대인이다. 임차인의 ①차임 미

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퇴거의 불이익은 전차인이 감당한다. 전차

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임대인이 아닌—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

다면, 임대인은 그만의 무기—해지권—를 사용하면 그만 아닐까. 전차인이 

이중으로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통설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전차인은 특별한 사정—임대인의 직접지급요

청 이후 전대차계약상 차임지급기 도래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등—이 없는 한 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다만 민법 제630조 1항 후문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시기상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2.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 채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지, 추심금청구권과 같은 권능(채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일 뿐

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전차인으로부터 추심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본 논문에서 살피는 추심권능—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②채권을 추심하는—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임대인 개인만

을 위한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인지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 앞에서 추심권

능인 직접청구권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없는 때에는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596) 임대인의 직접청구권 역시 이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채권으

로 분류된다.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은 재산권인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596) 3부 3장 3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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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보유력을 내용으로 한다.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의 임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 제기를 통해 얻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전

차인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재산권인 채권의 본질

적 속성으로서 처분 및 상계권능이 인정된다. 

직접청구권은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독립하여 양도, 담보제공의 대상이 되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➀)을 실현하기 위한 종

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양자를 분리하

여 처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청구권의 귀속 변경은 

차임채권(➀)에 부종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전차

인의 임대인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수동채권 또는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직접청구권이 만족에 이르면 임대인의 전차

인에 대한 차임채권(➀) 역시 만족에 이르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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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복대리인･복수임인･복수치인의 직접청구권597)

제1절 법률규정의 유래와 현황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

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

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1. 복대리･복위임･복임치를 함께 살피는 이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

여,598)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599) 선임된 

597) 본 논문은 금전지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대리인･복수임인･복수치인이 본인･위임인･임치인에 대해 직접 보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상황을 기본으로 하여, 복대리인･복수임인･복수치인을 A로, 대리인･수임

인･수치인을 B로, 본인･위임인･임치인을 C로 표시한다. 복대리인･복수임인･복
수치인과 대리인･수임인･수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①로, 대리인･수임인･수치

인･과 본인･위임인･임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②로, 복대리인･복수임인･복수치

인과 본인･위임인･임치인 사이의 직접청구권관계를 ③으로 표시힌다. 
598)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99)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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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대리에 관한 제123조 제2항은 복수임인과 위임인의 법률관계에 준용

되며(제682조②), 복수치인과 임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제701

조).

수권행위는—기초적 내부관계와 독립하여—대리권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위임의 예를 들면, 위임계약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다.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적 채권채무 관계를 말하고, 대

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600) 

그렇다면 123조 2항의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

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때의 권리의무는—수

권행위의 기초인—내부적 채권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리킨다.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대리권이 수여된 때라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대

리인과 동일한–권리의무는 위임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뜻한다.601) 복수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②채권인 보수청구권과 같은 성격의 ③

보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임치계약에서 대리권이 수여된 때에도 마찬

가지이다. 복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직접 수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

로, 임치인은 복수치인에게 물건의 보관 및 반환을, 복수치인은 임치인에게 

보수 및 (보수약정이 있는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비용상환, 손해배상청구권

을 가진다.602)

이렇듯 우리 민법 123조 2항은 복위임과 복임치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한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복위임 관계나 복임치 관계에 관해 별도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의

한 책임만이 있다.
600)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 민상 251,252 판결.
601)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수임자의 의무인 선관주의의무, 보고의무, 수취물 

등 인도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취득한다[於保不
二雄･奥田昌道  編, 新版 注釋民法(4) 總則(4), 有斐閣, 2015, 106면].

602) 김용담 편, 주석민법 채권각칙(4), 안법영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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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직접청구권 관계에 관한 한 이들을 구별

하여 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세 가지 법률관계를 

함께 살피기로 한다.603)  

2. 규정의 연원과 비교법적 고찰

복대리에 관한 우리 민법 제123조 제2항은 일본 민법 제107조 제2항을 모

태로 한다. 

우리 민법이 복위임, 복임치에 관하여 복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복위임과 복임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복위임에 관한 일본 민법 제644조의2 제2항604)은 ‘대리권을 부여한 위임

에서, 수임자가 대리권을 갖는 복수임자를 선임할 때에 수임자는 위임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수임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한다.605) 대리권이 수여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이 우리와 

구별된다.606) 

복임치607)에 관한 일본 민법 제658조 3문608)은 (임치인의 승낙이 있거나 

603) 공통된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위임인･수임인･복수임인의 예를 든다. 
604) 644条の2（復受任者の選任等）復受任者の選任等）... 代理権を付与する委任

において、受任者が代理権を有する復受任者を選任したときは、復受任者は、

委任者に対して、その権限の範囲内において、受任者と同一の権利を有し、義
務を負う。

605) 2017에 신설된 조문이다. 개정 전 학설 및 판례의 태도, 개정 취지에 관해서는, 
山本豊 編, 新注釋民法(14), 有斐閣, 2016, 265-230면 참조. 

606) 수임인에게 대리권 수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대리에 관한 규

정을 준용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태도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607) 일본에서는 임치를 기탁(寄託)으로 칭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임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608) 658条（寄託物の使用及び第三者による保管）...再受寄者は、寄託者に対して、

その権限の範囲内において、受寄者と同一の権利を有し、義務を負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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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복임치가 이루어지면) 복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정한다. 복수임의 경우와

는 달리, 대리권 부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017년에 신설된 규정이다. 

개정 이전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제10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었

다.609)  

일본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프랑스 민법을 연원으로 한다. 위임에 관한 프

랑스 민법 1994조 2문은 1753조, 1798조와 함께 프랑스 민법이 정하는 대표

적인 지불직접소권으로 설명된다. 프랑스 민법 제1994조 2문이 위임인

(mandant)으로 하여금 복수임인(mandataire substitué)에게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자, 직접소권의 상호성에 따라, 복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직

접소권 역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610) 

단 프랑스에서는 민법 제1994조 2문에서 정하고 있는 복위임관계에 따른 

권리를 직접소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611) 프랑스법상 직

접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계약의 상대효 원

칙에 반하는 등의 예외적 법 효과때문에 특별 취급된다. 반면 1994조 2문에 

따른 복위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의 상대효 원칙과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직접소권으로 

파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609) 山本豊 編, 新注釋民法(14), 382면.
610)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85-86면.
611) Cozian, L'action directe, n°122; 프랑스 민법에서 직접소권으로 볼 수 있는 것

은 1753조와 1798조 뿐이며, 1994조의 2는 전통적인 대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직접소권(action directe)로 분류하여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다; 한편 1994조의 2은 프랑스민법전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directement 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복위임관계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로마법

이 위임 계약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정의할 때  ‘l’actio directa 
mandati’라고 하는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SOLUS, th. précitée, n°132, 
p.17; Jamin, La Notion D’action Directe, 1991, p.13, n°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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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의 취지

복대리에 관한 우리 민법 제123조 제2항이 어떠한 취지로 입안되었는지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는 명확하지 않다. 복위임에 관하여, 수임인 스스로 사무

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불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임인이 승낙한 때와 부득이한 때에는 복위임을 허

용하여야 한다고 한다.612) 

우리의 복대리 규정의 모태가 된 일본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경우를 보면, 

대리인의 대리인인 복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대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어떠

한 법률관계도 없으나 복대리인이 본인을 직접 대표하는 한, 복대리인도 대

리인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편의상 복대리인도 대리

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의무도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613) 이러한 설명은 

복수임인이나 위임인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직접청구권의 범주에 포

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법률관계 명확화 등의 편

의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처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임

인이 그 의사에 기초해 대리권을 수여한 효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프랑스에

서 위임인과 복수임인의 서로에 대한 권리를 직접소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는 지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직접청구권은 이제 막 논의가 태동하는 단

계에 있으며 개념과 범위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의 민법 

규정은—일본 개정민법 규정과 달리—대리권 수여를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

의 직접적인 법률관계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복수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역시 직접청구권으로 분류하여 논

의를 진행한다.  

612) 곽윤직 편, 민법주해 [XV] 채권(8), 박영사, 2003, 김용덕 집필부분, 548면.
613) 梅謙次郎, 民法要義巻之一 (總則編), 有斐閣, 1896년, 274면 ; 富井政章, 民法

原論第一巻(総論), 有斐閣, 1922, 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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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신설된 복임치 규정—일본 민법 제658조 3문—의 입법 이유

에 대해, (1) 임치인(특히 소유자가 아닌 경우)이 임치물을 현실에 보관하고 

있는 복수치인에 대해 직접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고, 

(2) 수치인이 지급불능인 때에 복수치인이 그의 보관으로써 이익을 얻는 임

치인에 대해 직접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복수치인을 보호할 필

요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된다.614) 복수치인의 임치인에 대한, 임치인의 

복수치인에 대한 각각의 직접청구권을 모두 보호하려는 취지로 입안되었다

는 설명이다.615)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복위임의 경우와 달리

—임치인과 복수치인 사이의 직접법률관계 성립을 위해 대리권 수여를 요구

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재 민법 규정과 같은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복임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양측 직접청구권자를 보호하려는 규

정이라는—를 참고할 만하다. 

그렇다면 직접청구권자를 보호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본 논문이 

직접청구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민해보자. 앞에서 직접청구권의 취지는—

집행절차의 준비제도를 제외하면—법률관계를 간략화하는 수단(간이한 결제

방법)이거나 직접청구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하였

다.616) 직접청구권자에게 법률관계의 간략화 수단만을 제공할지 혹은 우선변

제권까지 부여할지, 복수임인과 위임인 중 누구를 더 보호할지 등이 문제된

다. 이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규정이 수행

하고 있거나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다.  

614) 民法 (債權關係)の 改正に 關する 中間試案の 補足說明, 2013, 513면.; 이에 

대하여, 창고영업 실무는 임치인과 복수치인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한 것

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의

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來栖三郎, 계약법(法律學全集), 有斐閣, 1974, 
597-599면}.   

615) 반면 복임치에서의 직접청구권은 임치인—복수치인이 아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明石三郎, 民法の基礎 제4판, 法律文化社, 2002, 326면).
616) 1부 2장 4절 1. 및 3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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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②) 가운데 

복수임인의 사무처리에 따른 부분에 한해서는, 오직 복수임인이 배타적인 권

리—실질적인 우선변제권—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

다. 수임인이나, 수임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애초에 없다고 이

해하는 것이다. 

반면 복수임인이 수임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수임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 또한 가능하다.  

복수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는 누가 더 보호받아야 할까. 이들의 우열은 

정하는 일은 위임인과 복수임인의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위임

인이 복수임인이 수행한 사무에 관한 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한 때 이로써 

복수임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임인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

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한 지급으로써 복수임인에게 제한없이 대항할 수 있

다면,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은 복수임인을 수임인보다 약하게 보호하는—

‘가장 약한’—형태가 된다. 반면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한 지급으로써 복수임

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복수임인을 수임인보다 강하

게 보호하는—‘강하거나’‘약한’—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617) 

이상에서 살펴본 제도의 취지에 관해서는 3절에서 적합한 모델을 탐색하

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제2절 규정 해석의 현황

규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복대리인(복수임인)이 본인(위임

인)에 대하여 갖는 ③보수청구권(위임인의 복수임인에 대한 ③보수지급채무)

의 본질은, 수임인의 위임인인에 대한 ②보수청구권(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②보수지급채무)이다.618)619) 통설 역시 복대리인과 본인의 ③법률관계는 본

617) 3부 5장 참조.
618)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의 경우 규정상 그 본질인 권리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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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대리인 사이의 ②수권관계가 본인과 복대리인 간의 ③법률관계의 내부

적･기초적 법률관계로 의제됨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620) 

복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권리의무관계의 범위는 위임과 

수임인 사이의 본래의 법률관계(②)와 수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의 복위임계약

(①)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621) 복수치인의 보수청구권 행사 역시 임차

관계 및 복임치관계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622) 복대리인(복수임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위임인)을 대리하므로(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

(복수임인)과 대리인(수임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인 ①채권 관계상의 권

리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복대리인(복수임인)의 본인(위임인)에 대한 

③보수청구권의 액수 역시 ①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복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대

리인의 본인에 대한 권리의무—②채권관계—가 존속함을 그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623) 법률관계의 실질을 고려하더라도, 복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

여 기존 대리관계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 직

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본래의 위임

계약(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 이설(異說)이 없다. 즉 ①,② 양 채

권관계는 ③직접청구권 관계와 병존한다.624) 임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625)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면, 본인은 대

것과 구별된다.  
619) 반면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상황을 전제하고 삼각형에서 A의 

자리에 본인을 위치시키게 되면, 본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③직접청구권은 본인

의 대리인에 대한 ①채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620)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273면; 따라서 규정의 해석상, 본인(위임인)

이 대리인(수임인)의 복대리인(복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입론은 규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621) 정현수, 주석민법 채권각칙(4), 564-565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368면; 김준호, 

채권법, 683면.
622) 안법영, 주석민법 채권각칙(4), 723면.
623) 임대차는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630조 2항).
624) 따라서 이전적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 
625) 안법영, 주석민법 채권각칙(4), 723-7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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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에 대한 채권과 복대리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모두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에서 직접 의무이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한도에

서 본래의 위임인, 수임인 사이의 관계도 소멸한다.626)

제3절 모델의 탐색

1. 고려사항

(1) 제도의 취지, 보호의 강약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 가운데 복수임인의 사무처리에 따른 

부분에 한해서는, 오직 복수임인만이 배타적인 권리—실질적인 우선변제권—

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 효과를 관철하려면—프랑스법상 

완전직접소권이 그렇듯—처음부터 해당 부분은 복수임인의 몫으로 할당해 

놓음으로써 수임인이나 수임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강한’ 입론이나 그밖에 직접청구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강한’ 

입론이 해석론으로 유용하다.  

반면 복수임인이 수임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누

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택하면, 법률관계의 간략화 수단으로서의 ‘약

한’형태의 입론이 적합하다. 

필자는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수임인의 다른 채권자

들과의 관계에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넘어 복수임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면 명확한 근거나 필요

성이 인정되어야 할텐데, 이러한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逆)의 관

계—위임인의 복수임인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양측의 

직접청구권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강한 형태—담보권물자의 직접청구권, 

626) 정현수, 주석민법 채권각칙(4), 5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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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의 전부명령, 병존적 채무인수,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은 적합하지 

않다.627) 

(2) 채무의 병존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임인 등과 위임인 등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전적 구성(전부명령과 채권양도)과 면책적 채무인수의 

입론은 복수임인 등의 직접청구권과 위임인 등의 직접청구권을 설명하기 

위한 입론으로 적합하지 않다.

(3) 복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의 우열

복수임인과 수임인 중 누구를 더욱 보호해야 할까. 직접청구권자를 보호하

는 강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한’ 직접청구권과 ‘가장 약한’ 직접청구권 중 

어떠한 모델이 적합할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628) 

필자는 복수임인이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에 관해

서는 복수임인이 수임인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임관계

에서의 보수는 사무를 처리한 대가이다. 사무를 처리한 자가 복수임인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복수임인의 몫이다. 적어도 수임인과의 관계에서는 복수임

인의 몫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629) 

이와 관련하여 유상임치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소개한다. 수치인

627) 3부 5장 3절 참조.
628) 3부 5장 3절 참조.
629) 복위임과 전대차가 구별되는 점이다. 전대차관계에서 목적물을 제공한 자는 전

대인이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일 수는 있지만 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

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전대인(임차인)이다. 따라서 

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전대인보다 더욱 보호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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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치인에 대하여 보수청구권(②)을 가지며, 복임치의 경우 복수치인의 임

치인에 대한 보수청구권(③)이 병존하는데630), 수치인의 임치인에 대한 보수

청구권(②)과 복수치인의 임치인에 대한 보수청구권(③)이 경합하는 때에는 

복수치인의 청구권③이 우선한다고 한다.631)  임치인의 승낙 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임치가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그보다는 본

래 복수치임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을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앞서 보장하려면,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으로써 복수임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율하여야 한다. 위임인은 이중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수임인 등이 

아닌 복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약한’직접청구권 가운데 관련 규정의 해석과 조화를 이루는 효

과모델을 탐색해보려 한다.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②)에 따른 보수를 복수임인에게 직접 지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해하는 법 구성이

다.632) 

우리 민법은 위임인이 위임계약(②)상 항변으로써 복수임인에게 대항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대차관계의 630조 1항 후문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델의 법 효과에 따르면, 복수임인이 수익의 의사표

시633)를 한 이후에는 본 위임계약(②)상 항변으로써 복수임인에게 대항할 수 

630) 안법영, 주석민법 채권각칙(4), 723-724면.
631) 안법영, 주석민법 채권각칙(4), 724면; 전효숙, 민법주해 [XV] 채권(8), 633면.
632) 3부 4장 5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프랑스법상 직접소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의 법 효과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를 효

과모델로 활용할 때에는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의 법 효과 가운데 우리 법 제도

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차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633) 제3자인 복수임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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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복수임인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부터 수임인에 

우선하는 지위를 누린다. 반면 위임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634) 복수임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대세적인 처분금지효

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복수임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한 입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635)

수임인이 보수청구권(②)을 다른 이에게 양도한 경우, 복수임인이 여전히 

위임인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의율

할 때에는,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은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

존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다만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수익의 의사표시

로 의제) 이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민법 제541조가 제3자의 권리

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위임인은 수임인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점을 들어 복수임인에

게 대항할 수 없고, 복수임인은 여전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제4절 소결

1. 약한 직접청구권 

전술한 바와 같이,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수임인 등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보수의 지급을 요청한 때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634) 3부 4장 5절 3.참조.
635)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사적 요소를 고려하면, 복위임의 실제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임인이—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그렇듯—위임인에 대해 복수임인에게로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지, 복수임

인의 직접청구권은 복위임관계(①)에 부종하는 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의 권리가 원인관계와 관련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본질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 231 -

고 생각한다. 위임인의 복수임인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복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직접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의 ②보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복수임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채권자

에 의한 (가)압류나 질권 설정이 복수임인의 직접 청구 이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제한없이 인정하게 되

면, 복수임인이 수임인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복수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는—복수임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

후부터—복수임인에게 우선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임인은 복

수임인이 직접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는 수임에 대한 변제나 상계로

써 복수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로써 복수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 복수

임인에게 실질적인 우선권을 보장할 수 있다.

2.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에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관계가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위임인과 복수임인이 서로에 대하여 취득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채

권이다.  

따라서 이들 양측의 권리는 모두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이행청구

력, 소구력, 집행력, 급부보유력을 갖는다. 위임인과 복수임인은 서로를 상대

로 직접청구권의 임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 확정판결

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

다. 

복수임인의 직접청구권과 위임인의 직접청구권은 채권이고, 각기 복수임인

과 위임인의 자산으로서, 처분(양도, 담보제공,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위임인의 복수임인에 대한 별개의 채권과 복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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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그 역(逆)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

고 이러한 상계를 통해 각 직접청구권이 만족에 이르면 위임인과 수임인 사

이의 채권관계, 위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의 채권관계 역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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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결론

지금까지 우리 법 체계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직접청구권을—금전지급

청구권에 한정하여—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 유래한 본래적 의미의 직접청구

권,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채권질권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급부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넓게 다루었다. 

모든 직접청구권들은 내적 연관성을 가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권리의 

발생원인, 법적 성격, 법 효과는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행청구

권능, 소구권능, 집행권능, 변제수령권능을 가지는 이행청구권이며,636) 채권

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한편 모든 직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삼자간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복

잡한 법률관계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개별 직접청구권 영역마다 그다지 다르지 않다. 분쟁 상황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은 대동소이하며 다만 그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인지 즉 개별 직접청구권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무엇이 더욱 무겁게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다를 뿐이다. 

이러한 관점 아래 본 논문에서는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를 제시하는 한편, 

직접청구권 전반을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해 직접청구권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먼저 직접청구권을 1) 채권, 2) 채권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채권으로 분류

할 수 없는 청구권, 3)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636) 모든 직접청구에 관한 판결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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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유형화가 양도, 담보제공, 상계 등 개별 직접청구권의 처분 가능성, 

직접청구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 등을 판단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제도의 효과를 활용하여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지 검토하

였다. 우리의 판례나 학설이 그래왔듯—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 효과로 보는 

것처럼—기존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제도들—채권양도, 전부명령, 채무인

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직접청구권의 연원인 프랑스법상 직접소권제도의 

법 효과를 활용하여 개별 직접청구권의 속성을 해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

다. 이들 모델의 법 효과를 개괄하는 한편, 모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

하는지,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요소는 무엇이고,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지

를 짚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

아 직접청구권의 가장 강한 모델, 강한 모델, 약한 모델과 가장 약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강한 유형은 직접청구권자에게—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

계에서—실질적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모델이며, 약한 유형은 간이한 결재

방법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모델이다. 약한 모델보다 더욱 약한 유형은 직

접청구권자가 채무자보다도 열후한 지위를 갖는 모델을 가리킨다. 

본 논문은 이상의 유형과 모델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별 직접청구

권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권자대위권의 금전지급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추심권능인 

직접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무에서는 마치 담보물권자의 직접청구권—

충당권능을 갖는—처럼 운용되고 있다. 

우리의 상법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

은 가장 강한 직접청구권으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상법 규정이 보험약

관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효력이 강하거나 아주 약할 수 있도

록 운용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한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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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판례는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때에

는 직접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여, 이를 약한 직접청구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프랑스의 직접소

권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별 직접

청구권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보다 정확하게 탐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

과를 토대로 직접청구권자를 그 취지에 맞게 보호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립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직접청구권 제도의 발전에 미약하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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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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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law recognizes direct claims in various fields. The subcontractor can 

claim the cost of construction from the ordering party, and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the victim ha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gainst 

the insurer subscribed by the perpetrator and the lessor has the right to 

claim rent from the sub-lessee.

Since the claim has a relative effect, the creditor can only exercise the 

claim against the debtor, and the debtor (the third debtor) only bears the 

performance obligation to the creditor (the debtor). In principle, the creditor 

cannot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from the third debtor. Even if the 

debtor's claims are to be executed, (1) the right of execution against the 

debtor, and (2) the seizure and collection/full orders based thereon must be 

received to obtain the right to claim for collection and the full amount 

against a third party.

However, when the right of direct claim is recognized by the creditor, it 

is possible to directly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benefits from the third 

debtor without such a difficult process. The right of direct claim is that the 

creditor can claim the performance of benefits from a person ot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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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r, and it contains elements that our civil law system cannot handle.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relativity of the bond relationship, which is a 

basic principle of justice, and does not matc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which is a basic principle under the enforcement law.

And these exceptional benefits granted to the direct claimant seem similar 

in effect to the creditor's right to claim money from the third debtor or the 

subrogated creditor's right to claim money from the third debtor. A creditor 

who has acquired a pledged security right for a claim of a debtor or a 

guarantor may directly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secured obligation 

against the debtor of the secured claim. It is described as a 'simple 

execution method' because the process of 2 step for execution is omitted.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creditor exercising subrogation right to 

claim payment of money against the third debtor or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alue against the beneficiary also applies to the debtor 

without (1) the right of execution and (2) the enforcement procedures such 

as seizure, collection order.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ivileges enjoyed by 

the direct claimant are different from the effects of the law enjoyed by the 

above-mentioned collateral right holder or creditor subrogation right holder. 

This is because the legal effect of the direct claim itself is not clear. It is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that encompasses the entire right of direct 

claim, and independent legal principles are being formed in the relevant area 

for some direct claim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moving in a 

dire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verall leg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various types of claims - exercised by 

creditors against third parties -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to 

the rights that have been generally referred to as direct claims, the direct 

claims of the creditor or secured creditor,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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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money from the third debtor,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the beneficiaries are also examined. In addition, the expression 'direct 

claim' was used as a term encompassing these rights.

On the other hand, while our civil law is organized around claims and 

property rights, our litigation and enforcement aims to realize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the concept or 

essence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Since the direct claim is also a 

performance claim, an understanding of the performance claim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direct claim.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as a premise to understand the direct claim. 

In this paper, an attempt was made to explain the legal nature and content 

of various direct claims through a method of decomposing and recombining 

rights into power units by borrowing the concept of power used by the 

Supreme Court or the discussion of textbooks on the effect of claims. In 

addition, the direct claim was classified into a claim arising from a bond, a 

claim that could not be classified as a claim, and a direct claim of the 

holder of a collateral.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disposition - such as 

transfer, provision of collateral, and offsetting - of individual direct claim 

rights can be judged, and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it is helpful in 

judging the superiority between the direct claimer and other creditors of the 

debtor. And, when the direct claim has the character of a bond, we thought 

about whether we could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by utilizing the effect 

of the legal system we are familiar with. A strong model and a weak 

model of the direct claim are also presented based on the strength favorable 

to the direct claimant.

Based on the types and models extracted through this process, We 

investigated whether individual direct claims -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to claim money against the third debtor, the revocation creditor’s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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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compensation for value, the subcontractor’s right to make a direct 

claim against the contractor, and the victim’s right to claim in the area of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insurer, the lessor's right to claim rent from 

the sub-lessor - could be elucidated. It critically reviewed whether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being interpreted in line with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ystem, and, when necessary, presented a model for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Key Words : direct claim, action directe, performance claim, the effect of 

claims, liability insurance, subcontract, sub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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