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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金錢의 不當利得으로 인한 返還義務*

―소위 ｢騙取金錢에 의한 辨濟｣ 問題 序說―
1)

梁 彰 洙**

Ⅰ. 序

1. 郭潤直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으로서의 ｢受益과 損失과의 因果
關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舊民法에서의 인과관계론으로서, 판례

와 통설은 손실과 이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 다. 

… 위와 같은 통설에 대하여, 유력한 반대설(我妻 교수가 그 대표자임)은, 부

당이득에 있어서의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 그 연락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꼭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다.] … 생각건대,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것
을 직접적인 것에 한정할 법률상의 근거나 해석상의 필요는 없다. 인과관계를 

직접적인 것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부당이득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잃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과관계를 좀더 넓게 인

정하는 현재의 다수설, 즉 我妻說이 타당할 것이다.”1)

위와 같은 설명은, 해석법학상의 다른 많은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떠

한 구체적인 실제문제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쉽사
리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위의 설명에서도 그 논의의 구체적 적용

으로 문제되는 중요한 例(“인과관계[요건]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가장 문

제가 되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컨대 제3자 M이 손실자 X를 속

여서 그로부터 금전을 빼앗아서,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득자 Y의 

이익을 꾀하 다고 하는 경우”이다.2)

* 이 은 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郭潤直, 債權各論, 新訂版(1995), 619면 내지 621면. 인용문에서 점선은 인용자
의 의하여 생략된 부분을 가리킨다. 별도의 지적이 없는 한 이하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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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에서 제시된 具體例는 실제로는, 뒤의 Ⅱ.1.에서 보는 대로, 일본에

서 1920년을 전후하여 법원실무가 처리하여 온 실제 사건들 중 어느 하나의 분

쟁유형에 대하여 그 사안을 간략하게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 후로 그와 같은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가 행하여졌는데, 이 논의는 통상 ｢騙取金

錢에 의한 辨濟｣라는 이름 아래3)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

도 적어도 학설상으로는 문제가 해결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근자의 일
본문헌에서도 이를 “大正年間으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不當利得法學

에서 판례, 학설을 혼란시키고 있는 問題의 하나”라거나4) “대단히 어려운 문제”

라거나5) “부당이득법상의 難問”이라고6)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2. 郭潤直은, 위의 設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전의 판례는, 금

전의 소유권의 귀속을 문제삼[는데] …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는, X의 손실과 
Y의 이득과의 사이에 제3자 M의 행위가 개재하고, 더욱이 M은 X로부터의 

편취와 Y의 채무의 변제라는 두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인과관계는 

간접적인 것이 되며, 다만 금전이 X의 소유로부터 ―M의 소유가 됨이 없이

― 직접 Y의 채무의 변제에 이용된 경우에만 Y는 X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이 되고, 손실과 이득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我妻 교수는 주장하기를,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의 귀속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M이 X로부터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이 여전히 

2) 郭潤直(前註), 620면. 원문에서는 甲, 乙, 丙, 丁이라고 하고 있으나, 뒤의 Ⅱ.1.
에서 보는 일본의 재판례에 대한 설명에서의 關聯者의 指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를 
M, X, Y, Z로 바꾸었다. 이는 뒤의 2.에서 보는 인용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인용
문의 꺾음괄호 안은 인용자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별도의 지적이 없
는 한 이하에서도 같다.

3) 그런데 여기서 ｢편취｣라고 하여도 원래의 의미대로 속여서 빼앗는 경우, 즉 詐
取의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절도․강도․횡령․배임 등을 포함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것을 總稱하여 부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淸水誠, “騙取された金錢をめぐる法律關
係――金錢債權硏究の一素材として ”, 東京都立大學法學會雜誌 제24권 제1호(1983), 70면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때로 ｢불법취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4) 加藤雅信, 事務管理․不當利得(1999), 166면.
5) 松岡久和, “債權的價値歸屬權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金錢を騙取された者の保

護を中心に ”, 社會科學硏究年報(龍谷大學 社會科學硏究所) 제16호(1986), 78면.
6) 好美淸光, “騙取金錢による辨濟について――不當利得類型論の視點から”, 一橋

論叢 제95권 제1호(198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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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M이 그 금전을 자기의 다른 금전과 혼합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또는 일단 은행에 예금했다가 찾아오

면 당연히 M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후에 이를 Y을 위하여 이용한다면, X․

Y 사이에는 부당이득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부

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我妻 교수의 표준에 의하면, M이 X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그대로 Y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든 또는 일단 은행에 예금하
든, 이를 묻지 않고서, 사회관념상 X의 금전으로 Y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상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소유권의 귀속과 관

계없이, X의 손실과 Y의 이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

러나 X의 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밖에 

다시 Y에게 법률상의 원인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다. 그러할 때에, Y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 된
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에 Z는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하 으므로 법률상의 원인

이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은 앞의 1.에서 본 대로 我妻榮의 주장에 찬동한다.7)

그 문면 자체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상의 설명 또는 주장은, ｢종전의 판

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대체로 어떠한 시기의 我妻榮에 따른 것이다.

3. 그런데 뒤의 Ⅲ.1.에서도 보는 대로, 我妻榮은 그 논의를 항상 그 때까지

의 일본의 재판례를 염두에 두면서 전개하고 있는데,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와 관련한 일본의 裁判例는 위의 설명에서 문제삼고 있는 M이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 대한 것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판례는 그 후 변화하여 이제는 금전소유권의 귀속을 문제삼지 않는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그 사이에 금전소유권의 변동
에 대한 통설 및 판례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전환된 것과 깊은 중요한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위의 설명은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한

정적인 것으로서, 그 후의 추이에 의하여 이를 보충 내지는 수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보다 중요한 것은, 我妻榮의 立論은 뒤의 Ⅲ.의 1. 및 2.에서 보는 대로 부

7) 郭潤直(註 1), 620면 내지 621면. 인용문 중의 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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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득제도의 기초에 대하여 공평설적 입장, 즉 실정법상의 여러 법제도의 소

위 경직성을 공평의 이념에 의하여 교정하는 超實定的 제도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부당이득도 다른 실정제도와 차원을 같이

하는 것이며, ｢공평｣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핵심적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결국 주관적인 正義感情에의 호소에 다름 아닌 

것으로 오히려 유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8) 그러므로 앞의 1. 및 2.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가 제기된 맥락을 검토하는 것은 동시에 부당이득의 기초에 

대한 위와 같은 대립과 관련하여 그 實際的인 歸結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得

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資料를 얻는 셈이 된다.9)

4. 그리하여 本稿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이라는 법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공평설적 입장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는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서의 부당이득문제에 대한 일본에

서의 재판례를 검토하고(Ⅱ), 이어서 그에 관련하여 앞서 본 我妻榮의 견해를 

포함하여 학설의 추이를 살펴본다(Ⅲ).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맥락문제에 대

한 필자 나름의 생각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로 한다(Ⅳ).

Ⅱ. 日本의 裁判例

1. 우선 戰前의 재판례를 살펴본다.10) 이는 대체로, 첫째, 불법취득한 금전으

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유형(제3자수익형), 둘째, 불법취득한 금전으로 자신

8) 이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一般不當利得法의 硏究, 1987년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논문 참조.

9) 한편 ｢편취금전으로 인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소위 ｢三角關係에서의 부
당이득｣의 법리의 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이 法理의 내용과 
타당성 유무 또는 그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10) 이 문제와 관련된 재판례의 종합연구로서, 松坂佐一, “不當利得における因果關
係”, “法律上の原因なきこと”, 總合判例硏究叢書 民法(13)(1968), 3면 이하; 谷口知平, 
不當利得の硏究(1969), 212면 이하 등이 있다. 이들 재판례는, 加藤雅信(註 4), 169면에 
의하면, ｢昏迷狀況｣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례의 결론은 착종되어 있고 통일적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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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를 변제한 유형(자기채무변제), 셋째, 이중편취형으로 나눌 수 있다.11) 

그런데 앞의 I.의 1. 및 2.에서 본 대로, 우리 학설에 심대한 향을 준 我妻榮

의 견해는 주로 첫째의 유형을 다른 재판례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것이다.

(1) 부당취득한 금전으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유형

③ 日大判 1919(大 8). 10. 20(民錄 25, 1890)

M은 Y 명의의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Y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Y의 대리

인 자격으로 X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로써 Y의 Z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채

무를 변제하 다. 그런데 이 별개의 채무는 그 실질적인 借主가 M이고 Y는 M

의 의뢰를 받고 형식상으로 차주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X의 Y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려면 타인의 손실과 

수익자의 이득 사이에 ｢직접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요하는데, “중간의 사실

이 介在”하여 타인의 손실이 이 사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수익자는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X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 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직접성을 요

구하고 또 M의 개재를 그 요건의 충족을 저해하는 사정으로 인정한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의 통설도 ―아마도 당시 독일의 통설이었던 ｢재산이동의 직접
성(Unmittelbarkeit der Vermögensverschiebung)｣요건의 주장에12) 향을 받아

서― ｢직접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었다.13)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 판결의 태도에 찬성하는 평석을 발표하고 있다.14)

그런데 이 판결은 선행판결로 ① 日大判 1911(明 44). 5. 24(民錄 17, 330)

11) 이 분류는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上卷(1981), 199면 註 2; 加
藤雅信, 財産法の體系と不當利得法の構造(1986), 654면 이하; 磯村保, “騙取金錢による辨
濟と不當利得”, 金融法の課題と展望(石田喜久夫․西原道雄․高木多喜男 還曆記念論文集, 
下卷)(1990), 253면 이하를 참고로 한 것이다. 이하 원형 안의 숫자는 재판례가 나온 순
서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이하 그 부호에 의하여 각 재판례를 특정하기로 한다.

12) 이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독일 不當利得理論의 歷史的 展開――類型論을 
中心으로”, 民法學論叢(郭潤直 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86), 588면 및 同所 註 28 참조.

13) 末弘嚴太郞, 債權各論(1918), 931면; 鳩山秀夫, 日本債權法各論(1921), 791면 등. 
그 후의 岡村玄治, 債權法各論(1929), 595면도 같다.

14) 鳩山秀夫, 民法硏究 제4권: 債權各論(1930), 252면 이하. 즉 X의 손실은 M의 
편취행위로, Y의 수익은 M의 변제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직접의｣ 인과관계는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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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하고 있다. 그 사안은, M이 그 점유의 白米에 대하여 Y에 질권을 설

정하여 주었는데 X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가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집달리

가 환가하여 매득금을 공탁하 다.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자 M이 공탁금을 수

령하여 Y에게 그 채권의 변제로 교부하 다는 것이다. 이에 X는 Y가 자신의 

소유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

다. 원심판결은 그 청구를 기각하 는데, 이 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하 다. 
大審院은 우선 일반론으로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거래상의 관념에 좇아 확인될 수 

있는 한에서는” 긍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인과관계｣ 요건에 

관한 한 위의 ③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바가 있다.15) 그리고 이어서, 공탁된 

환가금은 백미의 ｢대표물｣로서 백미에 대한 X의 소유권이 증명되면 그의 소

유에 돌아가야 하는 것인 이상, “그 환가금을 수한 Y는 X의 손실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M이 공탁금의 수령으로 그 소유자가 되었어도 “Y가 수

령한 금전이 사건의 관계상 X의 소유에 돌아가야 할 백미의 대표물임이 인정

되는 이상”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 다.

환송받은 원심은, 백미가 원래 X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그의 청구를 인용하

다. 그런데 재상고심판결인 ② 日大判 1912(大 1). 10. 2(民錄 18, 772)는, Y가 

선의취득에 관한 일본민법 제192조에 의하여 금전소유권을 취득한다면(“Y가 가
령 채권의 실행으로 본건 금전을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도 M에 대한 채권의 변

제로서 그 교부를 받고 이를 점유하 음이 원심법원이 확정한 사실이라고 한다

면,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 제192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하고, Y가 변제

수령 당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이를 점유하 다고 하면 Y는 그 금전

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효한 변제로 Y의 채권은 소

멸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다시 파기․환송하
다. 즉 ①은 ｢인과관계｣의 존부를 문제삼아 이는 긍정된다고 하 는데, ②는 이

제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따져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 던 것이다.

④ 日大判 1920(大 9). 5. 12(民錄 26, 652)

M은 Y村의 촌장으로서, Y를 대리할 권한 없이 Y의 이름으로 X로부터 금전

15) 그러므로 我妻榮, 債權法(事務管理․不當利得)(現代法學全集 34권)(1930), 135면 
註 4는, 이 판결의 그 취지는 “극히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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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용하여 이로써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 다. 大審院은 위의 ③판결

을 인용하고, M이 사취한 금전을 일단 자기의 소유에 귀속시킨 후에 Y의 채무

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중간사실이 개재하 으므로 X의 손실과 Y의 이득

은 직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소비대차는 무효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금전은 여전히 X의 소유이므로 직접의 인과관계가 있다

고 하 다(“M이 X의 소유인 금전으로 Y가 제3자 Z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면, X가 입은 손실과 Y가 받은 이익은 직접의 인과관계를 가

진다”). 그런데 위 판결은 금전이 混和에 의하여 M의 소유가 된 경우는 별도라

고 덧붙이면서, 원심은 그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 다. 그리하여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 다.

이 판결은, ③과 같이 ｢직접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유무는 ②와 맥
락을 같이하여 M이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M이 무권대리행위로 X의 금전을 부정취득한 ③의 사안에 대하

여 이 판결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금전소유권은 X에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도 ｢직접의 인과관계｣를 긍정하여 X의 청구를 인

용하 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시 말하면, 이들 두 판결이 과

연 整合的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⑤ 日大判 1920(大 9). 11. 24(民錄 26, 1862)

④에서와 같이 M과 Y 사이에 긴 한 인적 관계가 있는지는 불명이나, 사안

은 기본적으로 ④와 유사하고, 判旨도 ―위와 같은 整合性에의 의문을 떨쳐버

리기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 듯이― ④의 

취지를 더욱 상론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일이 없는 M이 

함부로 Y의 대리자격을 사칭하여 X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편취한 때에는, X

는 Y와의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M에 대하여 

그 금전을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시킬 의사를 가졌던 것이 아

니므로, Y가 X와 M 사이의 행위를 추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소비대차는 무효

이고 그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X로부터 M에 교부한 금전은 달리 특별한 사실

이 없는 한 여전히 X에게 있다. … 그리고 위 X의 소유인 금전으로써 M이 Y

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돌려 그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한다

면 X가 입은 손실과 Y가 받은 이익은 직접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Y는 …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의 소멸에 대하

여는, “채무의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때는 변제로서 그 효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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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지 않음은 민법 제475조[우리 민법 제463조에 상응

한다]가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나, 채권자가 동법 제192조에 좇아 또

는 취득시효로 인하여 변제로 수령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원소유자

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할 필요가 없음과 동시에 변제자에 대하여도 역시 

이를 반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제자는 다시 변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채무는 유효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해함이 상당

하다”고 한다.

이로써 ｢인과관계｣ 요건에 대하여, (i) 추상적으로는 직접의 인과관계를 요구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3자수익의 유형에서는, (ii-1) 편취자 M의 금전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ii-2) Z가 Y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그 금전을 

수령하여 선의취득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

효하게 되고, (ii-3) 그렇다면 X의 소유권 상실의 손실과 Y의 채무소멸의 이익 

사이에 직접의 인과관계가 긍정된다는 논리가 일단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서 (ii-3)은, 그 전에 ｢직접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면서도 그것이 긍정된다는 것

에 의문이 없었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유효하게 변제하 던 경

우(일본민법 제478조 =우리 민법 제470조 참조)와 같이, 여기서도 M의 채무변

제라는 하나의 행위가 한편으로 Y의 채무소멸의 이익을, 다른 한편으로 X의 
소유권 상실의 손실을 일으켰다는 파악이 작용하 는지도 모른다.16)

한편 ｢법률상 원인｣의 요건에 대하여는, Y의 채무소멸의 이익(위의 (ii-2) 참조)

에 대하여 별다른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16) 그 외에 관련재판례로 ⑦ 日大判 1923(大 12). 2. 21(民集 2, 56)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Y村은 歲出에 쓰기 위하여 금전차용의 필요가 생기
자, 그 村會가 “A 또는 개인(은행은 제외)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결의를 하 다. Y촌의 
촌장인 M은 그 결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촌회결의록을 제시하여 X은행으로부터 Y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제3자 A로부터 차용했다고 속이고 Y에 교부하 다. Y촌
은 이를 經常費로 지출하 고, 나중에 채권자라고 믿은 A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 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Y가 “이로써 당연히 지출하 을 비용을 절약하 고 X의 손실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 다. Y는 A에 이미 반환하
으므로 現存利益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 는데, 大審院은 “Y가 A에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를 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존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 다. 이는 제3자수익형에서 적어도 상고심에서는 Y의 부
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는 별로 문제되지 않고 그 반환의무의 내용, 즉 이익의 현
존 여부가 다투어진 것이다. 따라서 本稿의 관심에서 보면 별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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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취득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유형

⑨ 日大判 1924(大 13). 7. 23(新聞 2297, 15)

M은 Y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채무가 있었다. 그 변제를 위하여 그는 X

를 기망하여 위조주식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 는데, 금전은 X로부터 Y

에게 직접 교부되었다. 판결은, 금전소유권은 X의 Y에 대한 교부에 의하여 Y

에 이전하 고 Y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 다.

⑪ 日大判 1927(昭 2). 7. 4(新聞 2743, 15)

M은 Y로부터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X와의 사이에 그 의뢰의 내용에 

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로부터 대금을 사취하 다. 그리고 그 일부는 Y

의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나머지는 자신의 Y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Y에게 교부하 다. 대금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었는데, 변

제부분에 대하여, 판결은, M이 금전을 혼화하지 아니한 채로 Y에 교부하 다

면 X의 금전이 Y에게 귀속한 것이므로, X의 손실과 Y의 이득 사이에 직접의 

인과관계가 있고, M이 자신의 금전과 혼화하여 자기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동

액의 금전을 Y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직접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여, 그 사실 여하의 심리를 위하여 파기․환송하 다.

⑫ 日大判 1935(昭 10). 2. 7(民集 14, 196)

M은 변조된 허무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Y에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금

전을 차용하 다. Y는 그 통장에 의하여 나라 X로부터 예금을 반환받고 M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 다. 원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 는데, 위 

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하 다. 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에의 예

금지급에 의하여 M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Y는 M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

을 취득하 으므로, M과 X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Y가 부당이득하 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⑮ 日大判 1938(昭 13). 11. 12(民集 17, 2205)

M은 A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스스로 그 보증인이 되는 한편 무단으로 A

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X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취

하 다. 그리고 그 돈을 M이 보증한 A의 Y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

부하 다. 판결은, M이 Y의 대리인으로 변제하 는지, 보증인으로 변제하 는

지를 불문하고, Y가 민법 제192조에 의하여 변제금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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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는 유효하고 Y가 부당이득하 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이상에서는 Y가 채무의 변제로 금전을 수령하여 그의 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금전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고 따라서 Y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主流的인 態度라고 할 것이다.

(3) 이중편취형

⑥ 日大判 1921(大 10). 6. 27(民錄 27, 1282)

M은 누이동생 A의 대리인을 사칭하고 위조된 A 명의의 차용증서를 Y에 교

부하여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하 다. 그리고 이 차용금을, 동일한 수단을 써서 

A 명의로 X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반환하 다. 그런데 X나 Y는 M이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금전을 대여하 고 또 그 반환을 받았다.17) 

판결은, X와 Y 사이에 M의 행위가 개재하 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아니

라고 할 수 없고, M이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직접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

기․환송하 다.

환송 후의 원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 다. 再上告審인 ⑧ 日大判 
1924(大 13). 7. 18(新聞 2309, 18)은, Y가 수령한 금전이 X로부터 편취된 것

이라도 Y가 선의무과실이라면 민법 제192조에 의하여 그 금전의 소유권을 취

득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파기․환송하 다.

재환송 후 원심은 Y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

하 다. 이에 대하여 X는, M의 Y에 대한 금전지급 당시 Y는 아직 M의 무권

대리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었는데도, 원심이 이로써 M이 일본민법 제117
조(우리 민법 제135조에 상응한다)에 의하여 Y에 대하여 부담하는 무권대리인

으로서의 채무를 변제하 으므로 그 변제는 유효하다고 하여 부당이득을 부정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상고하 다. 再再上告審인 ⑩ 日大判 1927(昭 

2). 4. 21(民集 6, 166)은, 원심이 위 제117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바의 ｢이행｣

17) 이 사실관계는 그 再再上告審判決인 ⑩에 의한 것이다. 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거의 알 수 없다. ⑥에 대한 判例民法의 評釋者인 中川善之助도 “본판결로부터 사실을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추측까지도 至難하다”고 한다(判例民法 大正十年(1923),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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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 다.

일반적으로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에 기하여 수령한 급부는 그 

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데,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금전차용으로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대여하 던 것을 돌

려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흥미로운 문

제를 제기한다. ⑩은 법률상 정하여진 무권대리인책임이 이행된 것이라고 하여 
그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Y의 반환의무를 부인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있다고 하여도,18) 이를 M에 의한 무권대리인책임의 이행으로 설명하는 

것은 변제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변제수령자의 관점에서 볼 때(Y는 어디까지나 

A의 채무이행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에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⑬ 日大判 1935(昭 10). 3. 12(民集 14, 467)

M은 허위의 서류로 A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1번 저당권을 담보로 내연의 

처 A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하 다. 그리고 이 차용금을, 

동일한 수단(이번에는 같은 부동산에 2번저당권을 설정하 다)을 써서 A 명의

로 X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반환하 다. 다만 금전은 M의 위탁으로 X로부터 

Y에게 직접 교부되었다. 원심은 Y의 금전 선의취득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부정

하 다. 그런데 판결은 이번에는, Y가 금전을 원시취득하 다고 해서19) 부당이

득이 당연히 배제되지 않으며(“무권원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혼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이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시하 다.20) 그리고 X가 어떠한 

자격에서 변제하 는가, 즉 누구의 명의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가의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

기․환송하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M이 X를 통하여 Y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하는데, Y는 M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므로 ⑩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18) M의 반환청구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하는 법적 공격으
로서, 불법원인급여와 같은 관점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19)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자측의 混和에 의하여 그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부당이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인다.

20) 그리고 ⑩과는 달리, Y의 입장에서 보면 A에 대한 대금채권의 변제라고 여기
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M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채무(일본민법 제117조상의 책임)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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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반대입장과,21) X가 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수령자 Y는 A에 대한 채권이 없어서 그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

이 없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로 행위한 M에게 A를 위하여 행위할 권

한이 없는 경우에는 X와 A 사이에도 대리 또는 사자관계가 없으므로 이때   

｢손실자｣는 X라고 해야 한다는 찬성입장으로22) 견해가 나뉜다.

⑭ 日大判 1936(昭 11). 1. 17(民集 15, 101)

사실관계는 역시 ⑥과 유사하다. 다만 금전은, ⑬과는 또 달리, 먼저 X로부

터 사법서사 B에게 교부되어, B가 Y 앞으로 경료되었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

고 또 X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Y에게 교부되었다. 원심판결은 Y

는 금전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 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 다. 

大審院은, ⑬과 거의 동일하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당연히 부당이득

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이 사건에서 Y에의 지급이 누구의 이름으로 어

떠한 경과를 거쳐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X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가가 

정하여진다고 판시하여,23)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24)

(4) 이상의 재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다 초기의 재판례에는 ｢인과관계의 직접성｣을 문제로 삼은 것이 많

21) 末川博, “存在せざる債務の辨濟と不當利得返還請求”, 民商法雜誌 제2권 제3호
(1935), 483면 이하; 我妻榮,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1937), 52면 註 8 참조.

22) 判例民事法 昭和十年度(1936), 140면 이하(川島武宜).
23) 그 抽象論은 다음과 같다. “甲이 乙이 丙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그에게 금전을 

대여하 는데, 乙이 무권대리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과 丙 사이에 아무런 대차관계가 
없음은 물론이다. (i) 이 경우 丁이 丙을 위하여 제3자의 변제로서 지급한 때에는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丁이고 丙이 아니다. (ii) 그런데 丁의 위 지
급이, 미리 丙과의 사이에 교섭이 있어서 丁의 위 지급으로 인하여 丙과 丁 사이에 동
액의 소비대차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丙에 속하고 
丁에는 속하지 않는다. 丁은 丙에 대하여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iii) 
그러므로 丙과 丁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 예를 들면 丁이 丙의 대리인
인 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 는데 그가 무권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甲에 대하여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丁이고 丙이 아님은 물론이다.”

24)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川島武宜는 ⑬에 대하여서와는 달리 반대한다(判例民
事法 昭和十一年度(1937), 27면 이하 참조).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M이 X, 
B를 통하여 Y에게 변제하 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我妻榮(註 21), 52면 註 8도, 
“결국 M이 지급하 다고 보아 Y에게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여, 판
결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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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③, ④, ⑤, ⑥, ⑪).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사이에 나온 我妻榮의 비판을 의

식하여서인지, Y가 채권의 변제로서 금전을 수령하 다는 것에 중점이 옮아간

다. 사건해결의 결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⑬, ⑭를 제외하면 Y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변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고 Y를 보호하는 경향

에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제3자수익형에서는 Y가 M에 대한 관계에서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에서, 사안이 특수한 ③을 제외하고는, X의 청구
를 인정한다(④, ⑤, ⑦).25)

둘째, 그런데 여기서 X의 청구가 인정된 실제의 사안은, M과 Y 사이에 특

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④나 ⑦에서는, M이 Y촌의 村長인데 

그가 Y의 무권대리인으로서 X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Y의 경상비로 지출하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안에서는 M

의 행위가 비록 법률행위의 차원에서는 무권대리로서 그 효과가 Y에 귀속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법적 관점에서는 이를 Y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될 여지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무권

대리행위에 기하여 상대방이 행한 급부는 그 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본인에 대

한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는 없겠으나, 상대방의 그 출연이 그 행

위가 유효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본인이 얻었을 것과 같은 이익을 실제로 준 

경우(본인이 상대방의 계약상 급부를 실제로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
은 경우)에는 이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그 행위의 상대방인 대리인

이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런데 그 상대방의 ｢급부｣를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이 수취하

다고 하더라도, 위의 ④, ⑦의 사안에서와 같이 ―그 사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수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26) 이러한 사

안도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27)

25) 물론 이러한 결론은 M이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有效하다는 것, 
특히 Y의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6) 我妻榮(註 15), 136면이 “편취한 금전을 이득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편취
당한 자로부터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청구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同所 註 8
에서 위의 ⑦을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27) 따라서 M이 Y를 권한 없이 대리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채무로서 금전
을 차용하고 이를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我妻榮(註 
15), 137면 註 8도 “촌장이 개인의 사채로서 차입한 때에는 그 돈은 촌장의 재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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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35년과 그 다음해에 나온 두 개의 판결, 즉 ⑬, ⑭에서는 선의취득

이 성립하 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역시 금전소유권의 귀속, 특히 선의취득의 성립 

여부는 부당이득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1935년 이후에도 ⑮는 여전히 소유권의 귀속을 문제삼고 그에 좇아 부

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 나아가 戰後의 裁判例를 살펴본다.

(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직접 관련되는 재판례로서는 다음의 둘이 있다.

⒃ 日最判 1967(昭 42). 3. 31(民集 21-2, 475)

B는 A로부터 감 매수를 알선한다는 구실로 14만원을 사취하고, 이 돈으로 

자신의 C에 대한 감대금채무를 변제하 다(자기채무변제형). B는 C에 대하여 

그가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 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합의금반환청

구를 하 으나, 이는 그 합의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다. 문제는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C는 자기에 대하여 B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로 본건 금전을 선의로 수령

하 으므로,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전이 

위와 같이 B에게서 A가 편취한 것이라고 해서 C에 대해서 어떠한 부당이득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할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判旨가 매우 간결하여, Y의 선의를 요건으로 법률상 원
인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다.28)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까지의 我妻榮의 견해(뒤의 Ⅲ.1. 참조)를 답습한 것이라고 보

는 견해가 유력하다.29) 즉, 이로써 이제 논의의 차원은 인과관계의 존부에서부

고 이를 사용한 촌은 단지 촌장의 재산으로 인하여 수익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私債
에 대하여 연대채무자가 되어 변제한 자는 촌장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도 촌에 대하여는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하면서, 日大判 
1917(大 6). 11. 3(民錄 23, 1945)을 인용한다.

28) 判例評釋으로 明石三郞, 民商法雜誌 제57권 제4호(1968), 586면 이하; 谷口知平, 
判例評論 제106호(1967), 23면 이하; 星野英一, 法學協會雜誌 제85권 제3호(1968), 455
면 이하(同, 民事判例硏究 제2권 2: 債權(1972), 504면 이하 所收) 등.

29) 好美淸光(註 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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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법률상 원인의 유무로 옮겨졌고, 나아가 후자의 문제는 변제수령자, 즉 채

권자를 일정한 주관적 요건 아래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我妻榮은 위 판결에 대하여,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

한 착종한 판례이론에 종지부를 찍은 극히 중요․적절한 판결”이라고 하면서

도, 그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다만 나는 금전의 융통성에 비추어, 적극적으

로 선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는 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해함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있다.30)

(2) 이러한 비판은 그대로 다음의 판결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⒔ 日最判 1974(昭 49). 9. 26(民集 28-6, 1243)

Y(나라)의 금전을 편취 또는 횡령하고 있던 M은 X의 직원과 공모하여 X의 

금전을 편취 또는 횡령하고, M은 이를 Y에 반환하 다(｢이중편취형｣). 그때 금

전의 일부에 대하여는 X의 다른 직원이 직접 Y에게 수표로 교부하 는데, 나

머지는 일단 M의 예금계좌에 넣어 M이 私用으로 유용하 는데 결국은 Y에게 

반환된 것이었다. 원심은 Y가 받은 돈이 X의 금전에 유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 다. 위 판결은 이를 파기, 환송하 는데, 

그 判旨는 다음과 같다.

“M이 A로부터 금전을 편취 또는 횡령하여 그 금전으로 자기의 채권자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X의 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생각건대, 편취 또는 횡령된 금전의 소유권이 Y에게 이전되기까지

의 사이에 그대로 X의 수중에 남아 있던 경우에만 X의 손실과 Y의 이득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M이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Y의 이익으로 사용하든, 그것을 자기의 금전과 혼동 또는 환전하거나, 은행에 

예입하거나 일부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소비한 후 그 소비한 만큼을 따로 조달

한 금전으로 보전하는 등 하여 Y를 위하여 사용하든, 사회통념상 X의 금전으

로 Y의 이익을 도모하 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부

당이득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또 Y가 M으로부터 위 

금전을 수령함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Y의 위 금전 

취득은 피편취자 또는 피횡령자인 X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부당이득이 된다고 해함이 상당하다.”

여기서는 우선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연락｣으로 족하

30) 我妻榮, 債權各論 下卷 一(1972), 10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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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고(그 전제로 금전의 물리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변제수령자의 악의 외에 중과실

의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여 ⒃의 기준을 보다 세 하게 하 다.

이 두 판결, 특히 뒤의 ⒔은 “[그 때까지의] 판례․학설의 혼미상황을 一變”

시킨 것으로서31) 다수의 학설도 그 判旨에 찬의를 표시하 다.32)

(3) 한편 위의 두 판결에서는 금전의 선의취득이라는 종전 재판례에서 항용 

보이던 중요한 설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그것은 그 사이에 금전소

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중요한 학설․판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종전

의 판례는 물론이고 학설도, 금전도 하나의 물건으로서 그 소유권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動産物權變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여 

왔다. 이는 앞의 1.에서 본 재판례의 대부분이 금전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는 태도를 전제로 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1937년에 금전소유

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견해, 즉 그 가치로서의 측면을 강조하여 “금전

은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속한다(Geld gehört demjenigen, der es besitzt)”는 

원칙을 주장하는 학설이 새로이 주장되고,33) 이 견해가 바로 압도적인 다수설

31) 加藤雅信(註 11), 660면. 한편 磯村保(註 11), 262면도, “議論의 混亂에 일응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 다”고 한다.

32) 앞의 註 28의 문헌 외에, 谷口茂榮, 金融法務事情 제494호(1967), 30면 이하; 
井田友吉, 金融法務事情 제739호(1974), 32면 이하; 中井美雄, “不當利得と因果關係”, セ
ミナ一法學全集 11(民法 Ⅳ: 債權各論)(1974), 238면 이하; 同, 昭和49年度重要判例解說
(ジュリスト 제590호)(1975), 71면 이하; 衣斐成史, “騙取金員による辨濟と受領者の不當
利得”, 基本判例シリ一ズ 5(判例民法 Ⅱ 2: 債權各論)(1974), 114면 등 참조.

33) 末川博, “貨幣とその所有權”, 經濟學雜誌(大阪商科大學) 제1권 제2호(1937)(同, 
物權․親族․相續(末川博法律論文集 Ⅳ)(1970), 263면 이하 所收). 그 이전에 있었던 논
의에 대하여는 淸水誠(註 3), 94면 註 5 및 6 참조. 末川博의 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Max 
Kaser, Das Geld in Sachenrecht, in: AcP 143(1936), S.1ff.에 따른 것이다(위 論文集, 277
면 참조). 그런데 독일에서 카저의 위와 같은 견해, 또는 그 변형인 ｢금전가치의 물권적 
반환청구권(Geldwertvindikation)｣을 주장하는 베스터만의 견해(Harry Westermann, 
Sachenrecht, 5. Aufl.(1966), § 30 V 3(S.137f.) 참조. 이에 찬동하는 입장으로는 
Soergel/Mühl(12.Aufl.), § 985 Anm. 17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 견해를 간략하게 논의
한 것으로, 民法注解[V](1992), 228면 이하(梁彰洙 집필) 참조)는 별로 찬동을 얻지 못하
고(한편 立法論的으로는 금전을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객체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주장하
는 학자도 적지 않다. 그에 관하여는 Staudinger/Gursky(1999), § 985 Rn. 78 소재의 문헌
을 보라), 독일의 통설은 여전히 금전에 대하여도 동산으로 취급하여, 우선 목적물을 특
정가능한 한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긍정하고(Baur/Stürner, § 11 C I 2 a.E.(17.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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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던 것이다.34) 그리고 이 견해는 곧바로 日最判 1954(昭 29). 11. 5(刑

集 8, 1675);35) 日最判 1964(昭 39). 1. 24(判例時報 365, 26)에36) 의하여 채택

1999, S.111); Wolf/Raiser, § 84 Ⅲ Fn. 6(S.321); Wieling, I § 12 I 2 d(S.524f.); 
Staudinger/Gursky(1999), § 985 Rn. 78 f.; MünchKomm/Medicus(3. Aufl.), § 985 Rn. 16 
f.; Palandt/Bassenge(57. Aufl.), § 985 Anm. 10 등 참조. 한편 파산법의 해석으로 금전에 
대한 還取權의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Kuhn/Uhlenbeck, Konkursordnung, 11.Aufl.(1994), 
§ 43 Rn. 4 등 참조), 선의취득을 긍정한다(우리 민법 제250조 단서에 대응하는 독일민법 
제935조 제2항의 문언대로의 해석). 카저 또는 베스터만의 견해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
서는 우선, Rudolf Reinhardt, Vom Wesen des Geldes und seiner Einfügung in die Gü-
terordnung des Privatrechts, in: Festschrift für Gustav Boehmer(1954), S.60ff., insb. 
S.72ff.; Dieter Medicus, Ansprüche auf Geld, in: JuS 1983, S.897ff., insb. S.900f. 참조. 
또한 W. Rainer Walz, Sachenrecht für Nicht-Sachen?, in: KritV 1986, S.131ff., insb. 
S.158f.도 참조.

34) 다만 末川博은 특정금전의 보관예탁의 경우와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점유이전의 
경우에는 금전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 다. 그런데 그 후의 학
설은 기념주화 등을 물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端緖는 川島武宜, 所有權法の理論(1949), 198면 이하에 있는데, 그 후 金山
正信, “金錢の所有權”, 判例演習 物權法, 增補版(1973), 111면 이하; 鈴木祿彌, 物權法講
義, 二訂版(1979), 282면 등 참조.

35) 甲 신용조합의 이사 Y가 조합원이 아닌 P로부터 예금을 “조합의 이름으로 조
합의 계산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의 부정한 융자에 써서, 횡령배임의 죄로 
기소되었다. Y는 위 예금계약은 무효이고 금전은 甲 조합에 속하지 않는다고 상고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判旨는 다음과 같다.

“설사 위 저금이 조합원 이외의 자가 한 저금이어서 무효이고 조합에 대한 소비임
치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위 저금의 목적이 된 
금전의 소유권 자체는 일단 조합에 귀속하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릇 금전은 통상 
물건으로서의 개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가치 그 자체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가치
는 금전의 所在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금전의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점유의 이전과 같이 이전한다고 해할 것이다. 금전의 점유가 이전한 이상, 설사 그 점
유이전의 原由인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점유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당이득반환채권관계를 발생시킴에 불과하다고 
해하는 것이 정당하다.”

36) 사실관계는 반드시 명료하지 않다. A로부터 B에게 금전이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이전되었다. B는 이들 금전을 합해서 ―아마도 B에 대한 금전가압류명령에 기
하여 이를 집행하는― 집달관에게 제출․인도하 다. A는 본건에서 아마도 그 금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第3者異議의 訴를 제기한 듯하다. 判旨는 다음과 같다. “금
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으로서의 개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한 가치 그 

자체로 생각할 것이고, 가치는 금전의 所在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금전의 소유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와 일치한다고 해할 것이다. 또 금전을 현실로 지배하
여 점유하는 자는,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취득하 는지 또 그 점유를 정당화하

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가치의 귀속자 즉 금전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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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하여 위의 ⒃, ⒔이 나올 당시에는 금전의 점유자가 곧 소유자이고 따

라서 금전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확고하 던 만큼, 종전의 

재판례에서와 같은 설시는 등장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편

취금전에 의한 변제｣라는 문제를 금전소유권 취득의 귀속 여하, 나아가 피편

취자의 물권적 청구권 유무라는 物權的 次元에서 해결하는 방도를 종국적으로 

봉쇄하고, 不當利得法의 판단틀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

Ⅲ. 日本의 學說

1. 我妻榮은 1930년에 발간된 부당이득에 관한 저술에서37) 大審院의 재판례 

중에서 제3자수익형, 따라서 M이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만을, 그

것도 1920년까지 나온 위의 ① 내지 ⑤의 5개의 재판례만을 염두에 두고 논
의하고 있다.

우선 Y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그는 문제를 부당이득의 요건으로서

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우선 因果關係

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학설 및 판례가 ｢직접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공평에 기한 제도의 운용으로 하여금 

심히 경직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하고, 따라서 “사회관념상 이익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물론 부당이득제도의 한계를 긋는 것은 해석론상 

매우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필요는 “전적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인과관계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8) 나아가 法律上 原

因에 대하여는, “이득자의 선의․악의, 편취자와 이득자 간에 존재하는 관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지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항상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한다. 그 이유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무릇 이것들

은 이득자와 변제자 사이의 관계에 그치고, 이득자가 편취당한 자의 손실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뿐이다.39)

37) 我妻榮(註 15), 99면 이하. 이 부분의 서술은 7년 후에 나온 앞의 註 21의 문헌
에서도 기본적으로 달라진 바 없다.

38) 我妻榮(註 15),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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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Z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련하여, 먼저 因果關係에 대하여는 

“나의 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편취당한 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득

하 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法律上 原因에 대하여는, “Z가 선의무과

실인 한 완전한 변제로 되고 법률상 원인을 갖추는 것이라고 해한다”고 한

다.40) 여기서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Z의 선의무과실에 걸리게 하는 것에 대하

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편취당한 금전이 법률의 형식에 있어서 편취
당한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은 자가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일본민법] 제192조의 적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함과 동시에 채권의 변제로서 是認받게 된다. … [한편] 법률의 형식에 있어서 

편취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Z는 금전소유자 자신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어서, 비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위] 제192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문제로서 재산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고찰하고 
또한 법률상의 원인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평의 관념에 좇아 결정한다고 하

는 때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제192조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Z가 선의무과실

이어야 ｢완전한｣ 변제가 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부당이득의 공격으로부터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다.41)

그 후 我妻榮의 이러한 견해는 다른 학자들의 지지를 얻어 점차 통설이 되

었다.42)

2. 요컨대, 我妻榮은 ｢법률의 형식｣에 있어서의 금전소유권의 귀속이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판단하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

면서도, “공평의 관념을 실현하는” 제도로서의 부당이득제도를 해석․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귀속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실

질적으로 피편취자의 재산에 속하 던 금전으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었다고 

39) 我妻榮(註 15), 137면.
40) 我妻榮(註 15), 138면 이하. 여기서 변제의 ｢완전함｣이란, 본문의 바로 뒤에서 

인용하는 바에 비추어 보면, 일단 금전을 변제로 수령한 Z가 편취자 X로부터 부당이득
의 공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즉 부당이득으로 반환
하지 않아도 되는 변제를 의미한다.

41) 我妻榮(註 15), 139면 註 13. 그리고 ②의 판결을 “그러한 취지를 明言한” 것으
로서 인용한다.

42) 예를 들면, 谷口知平, 不當利得の硏究(1969), 230면 이하; 松坂佐一, 事務管理․
不當利得(新版 法律學全集 22-I)(1973), 84면 이하 등.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 : 1∼2620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수익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

할 수 있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피편취자의 손실을 무시할 수 있어도” 되게 

하는 사정)이 없는 한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M이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를 보면, Y

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정은 항상 부정되어야 하며, Z에 대하여는 ―선의취득

규정으로부터의 유추에 기하여― 그가 선의무과실로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만 

그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我妻榮은 이익형량의 면에서 피편취자의 보호의 필요를 극력 강조하면

서, 법제도적으로는 이를 객관적․형식적 법질서를 교정하여 “공평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의 부당이득제도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

의 법률관계를 사회관념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이다. 我妻榮의 견해는 이와 같이 ｢실질적 공평주의(Prinzip der 
materiellen Billigkeit)｣와 피편취자 보호의 강조와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思考는 다른 학자들에게도 중대한 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川島武宜는 앞의 ⑭에 대한 평석에서, Y가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의 채권이 유효한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형평을 목적으

로 하는 부당이득의 정신 및 금전소유권의 이전의 위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

어, 상법상 유통이 보호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정도의 표준에 의하여 적어도 
수령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환언하면, 형식적으로는 금전의 특수성에 기하여 소유권은 이전하여도 특히 

구체적 형평에 봉사하는 부당이득의 사명에 기한 실질적 고려 아래서) 여지”

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43)

3. 앞의 Ⅱ.2.에서 본 대로 ⒃, ⒔의 두 판결에 의하여 ｢편취금전에 의한 변
제｣의 문제는 ｢일응｣ 종결된 것처럼 보 다. 그러나 그 후에서도 적어도 학설

상으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제도를 공평을 실현하는 초실

정법적 수단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이를 다른 실정법적 제도와 同列에 위

치시키는 소위 類型論의 입장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입장

에서는 예를 들어 변제수령자의 금전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공평을 이유로 그 

반환을 명하는 我妻榮의 해결은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43) 川島武宜(註 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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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변제수령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있었던 이상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

로 피편취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되, 피편취자는 채권자취소권(자기

채무변제형, 이중편취형의 경우) 또는 채권자대위권(제3자수익형)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견해,44)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정하되 피편취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물권적 청구권, 즉 ｢가치반환청구권｣

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45) 이상과는 달리 위의 문제를 ｢타인의 물건에 의
한 이득｣, 즉 침해부당이득(Eingriffskondiktion)의 한 예로 이해하면서, 종전 점

유자(즉 피편취자)의 소유권상실의 근거로서 소유권의 채권적 연장(Fort-

wirkung)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즉 자신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원래 하

어야 할 지출을 면한 채무자 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주어져야 한

다는 견해,46) 일반적으로 금전소유자가 그 점유를 그 의사의 뒷받침 없이 ｢상

실｣한 경우에는 그 가치의 배타적 귀속자로서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M에 대한 다른 一般債權者에 대한 관계에서 優位를 부여함으로써 충분

하다는 견해47) 등이 제창되고 있다.48)

44) 加藤雅信(註 11), 663면 이하 참조. 그에 의하면 변제수령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급부의 보유에 법률상 원인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고, 원래 X는 
M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상의 청구권이 있는데 M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한 설사 Y가 악의라도 그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45) 四宮和夫, “物權的價値返還請求權について――金錢の物權法的一側面”, 私法學
の新たな展開(我妻榮 追悼 論文集)(1975), 183면 이하.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베스터
만의 ｢금전가치의 물권적 반환청구권(Geldwertvindikation)｣의 견해(앞의 註 33 참조)에 
의존하면서, 금전소유자가 그 가치의 귀속할당을 변경하는 의사 없이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나 종전의 소유자는 여전히 가치의 소

유권을 가지며, 비록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은 상실되었어도 가치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
는 한(그러므로 混和의 경우나 預金 기타 帳簿上 金錢(Buchgeld. Bargeld, 즉 現金과 대
비된다)의 경우에도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의 價値所有權에 기하여 통상
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따라서 상대방의 파산의 경우에는 환취권을 가진다), 다
만 점유가 악의 또는 중과실 없는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차단된다고 
한다. 好美淸光(註 6), 28면; 廣中俊雄, 物權法, 下卷(1981), 260면 이하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발상을 하고 있다.

46) 川村泰啓, “ 所有 關係の場で機能する不當利得制度(1)-(13)”, 判例評論 제117호 
내지 제144호(1969-71).

47) 松岡久和(註 5), 86면 이하.
48) 이들 각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문제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詳論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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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小結

1. 필자는 ｢편취금전으로 인한 변제｣의 사안 중에서 우선 자기채무변제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Y가 M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 X가 Y에 대하

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이는 Y가 악의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49) M이 Y에 대하여 금전지급으로써 한 채무의 이행

은 유효하며, Y가 M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그 금전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된다. 이는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는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이로써 그 급부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

인｣을 갖추게 된다는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적용이다.50)

M이 X로부터 그 금전을 위법하게 취득하 다는 사정은, X에게 M에 대한 

각종의 채권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금전은 그 소유권이 

점유와 함께 이전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한다면, 비록 X가 금전의 점유를 M의 
위법행위로 상실하 다고 하더라도, 이제 X는 소유권을 상실하 으므로 M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물며 물건의 소유자 M으로부터 

그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인도받은 Y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Y는 금전에 대한 X의 ｢割當內容｣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다. Y가 금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X는 그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이다. 따라서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도 Y의 부당이득은 문제될 수 없다.

2. 한편 제3자수익형의 경우에는, Y는 M에 대하여 급부를 자신에게 실현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郭潤直(또는 我妻榮)

과 마찬가지로 Y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그 반

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M이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이는 

49)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Y가 악의인 경우에는 X에 대하여 M과 함께 공동불법행
위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부당이득과는 전적으로 별개
의 문제이다.

50) 앞의 I.2.에서 인용한 설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Z는 자기 채권의 변제로 수령한 
것이므로 그 ｢법률상 원인｣이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앞
의 Ⅱ.1.(2)에서 본 대로 일본의 戰前의 판례도 자기채무변제형의 경우에 대하여 대체로 
X의 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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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수령자관점(Empfängerhorizont)｣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다음 셋 중의 하

나로 평가된다. 즉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이거나, Y 자신의 채무이행(Y

의 사자 또는 변제대행자를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M이 자신의 

채무라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타인의 채무의 변제｣(민법 제745조: “채무자 아

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다. 그런데 일단 ｢제3자

의 변제｣에 한정하여 생각하여 보면,51) 예를 들어 Y와 M 사이에 채무이행의 
事務處理契約(통상 이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이 체결되어 M이 

그 계약의 이행으로 Z에게 변제한 경우라면, Y가 그 채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는 위 계약이 바로 그 ｢법률상 원인｣이라고 할 수 있

지 않을까?52) Y는 M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기하여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민법 제688조 참조), 그 외에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만일 Y와 M 사이에 위와 같은 사무처리계약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M의 채무이행이 事務管理의 요건을 갖춘다면(그리고 그것

은 결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M에 대하

여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면(민법 739조 제1항 참조),53) 역시 이 사무관리의 

성립 자체가 그 ｢법률상 원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경우에, M이 

계약상 사무처리로서 또는 사무관리로서 Y의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가 X

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이용하 다는 사정이 Y의 그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Y의 이익은 X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말하자면 ｢法律上 原

因의 關係的 分裂｣이라고나 불러야 할 이러한 思考틀을 인정하여야 할까? Y

51) 이하의 서술은 Y 자신의 채무이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Y와 M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M의 비용지출이 Z의 관점에서 Y 자신의 것으로 평
가되든 M의 것으로 평가되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52) 앞의 Ⅰ.2.에서 인용한 견해 자체에 의하더라도, Z는 자기 채권의 변제로서 수
령하 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Y가 M과 계약을 체결하고 M이 행한 계약이행으로, 즉 Y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계약상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Z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채무소멸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首尾一貫한 태도가 아

닐까?
53) 또 계약도 없고 사무관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Y는 그가 받은 채무

소멸의 이익으로 인하여 M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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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 X와의 관계에 있어서 돌연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만일 그 진정한 이유가 그 금전이 원래 X의 소유인데 Y가 X의 어떠

한 의사관여도 없이 그 금전으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있다면, 반대로 이제 Y의 입장에서 위에서 본 대로 Y는 M에 대하여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외에 X에 대하여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또 원래 X의 소유인 금전으로 Y의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것이 

X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M이 X로부터 차용하 으나 의무

의 내용대로 반환하지 않은 금전을 가지고 Y의 Z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에도 역시 Y가 얻은 채무소멸의 이익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긍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앞의 設例에서 Y의 이익이 X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이 뒤의 예에 대하여도 과연 Y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긍정할까? 이를 긍정한다면, 이는 금전대여자로 하여금 차

용금의 용도를 추적하여 ―차용자에 대한 계약상의 차용금반환청구와는 별도

로― 그 사용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물음에는 否定的으로 대답하

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곧 ｢편취｣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그 각 

위법성의 정도의 차이가 부당이득의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결

정함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금전소유자가 원래의 불법취득행위자에 대

하여 물을 수 있는 것이 불법행위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책임인지에 따라 달라

짐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대로 我妻榮은 우선 부당이득의 핵심적 요건인 ｢법률상 원인｣을 

公平說的으로 把握한 다음,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M의 편취 기타 범죄

행위의 희생자인 X를, 많은 경우에 자력이 없어서 X의 권리를 실효 있게 만
족시킬 수 없는 그 행위자 M을 넘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感覺

이 여기서 문제의 해결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Y의 부당이

득반환의무를 당연히 긍정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는 Y가 

그 경우에 M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전혀 주목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앞의 I.1.에서 본 具體例의 해결과 관련하여 X의 손실과 Y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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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한에서는, 我妻榮의 주장은 일단 그럴 듯하다고 여겨진다. M이 X에게서 편취

한 금전을 그대로 Z에게 지급하면 ｢인과관계｣가 긍정되어 Y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그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아서 또는 M의 다른 돈과 섞어

서 지급하면 ｢인과관계｣, 나아가 Y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인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일본판례｣는 무슨 이유로 금전소유권의 귀속을 문제삼고 있

는 것일까? 여기서 확인하여 둘 것은, 我妻는 ｢종전의 판례｣가 편취자측, 즉 

위의 설례에서 M이 금전소유권을 취득하 는지 여부만을 문제삼은 것처럼 설

명하고 있지만, 뒤에서 보는 대로 일본의 戰前의 판례에서 금전소유권의 귀속

을 문제삼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전수령자측, Z 또는 특히 Y의 善意取得 여하

를 따져서 그가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적어도 그 하나의 근거로 하여 

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인하는 것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이다(앞의 Ⅱ.의 

재판례 ⑧, ⑨, ⑫, ⑮ 참조).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금전도 일반적으로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역시 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

다. 즉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사람이 그 반환의 목적물을 선의취득

하 다면, 이로써 그 목적물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가진다고 할 것

이어서,54)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다.55) 이렇게 보면, 戰前
의 일본판례는 금전도 일반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선의

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금전수령자측에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

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 던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시 말

하면, 我妻가 애써 외친, 논의의 초점을 ｢인과관계｣로부터 ｢법률상 원인｣으로 

이동하자는 주장은, ｢종전의 판례｣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서는 이미 실현되

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54) 즉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양수인 측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 물권적 차원에서 양수인이 무권리자와의 양도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긍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 차원에서 그 계속적 보유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
해할 것이다. 이는 독일의 확고한 통설이고 판례이다. 우선 Staudinger/Grunsky(1999), §
812 Rn. 28; § 816 Rn. 17 f. 참조.

55) 善意取得이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지에 관한 일본의 학설상황에 
대하여는 우선 新版 注釋民法(18)(1991), 415면 이하(田中整爾 집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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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blem of unjust enrichment by deb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

Chang Soo Yang
*

56)

This article deals with a famous problem in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It considers whether and under what condition a debtor, whose 

debt was paid with money acquired by a wrongdoing, for example, by deceit, 

embezzlement or theft, either of the debtor himself or of a third party, will be 

liable, based on the grounds of unjust enrichment (Art. 741 of the Korean 

Civil Code), to compensate the same amount to the original source of the 
money.

This paper, however, does not focus on the proposals for “right” solutions 

to the problem. Rather it surveys the theory-historical (dogmengeschichtlich) 

backgrounds of the view now prevailing in Korea. Such an examination will 

reveal how the predominant view is deeply rooted in the outdated 

understanding of the unjust enrichment law, which sees its foundation in the 
“equitable” solutions of various “contradictions” between the legal institutions, 

and thus desires to make it “superior” to any other positive laws. The article, 

then, tries to show that the prevailing view is limited in its perspectives by 

the fact that its main support is derived from the Japanese civil law 

jurisprudence and court rulings before and in the 1930's and totally neglects 

their developments thereafter.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right” solutions of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by accepting the totally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unjust enrichment 

law. That is generally known as “typological approach.”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