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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非債辨濟
―民法 제742조의 立法趣旨에 따른 再照明―

1))

梁 彰 洙*

Ⅰ. 序

1.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가 행하여

지는 경우는 종종 관찰된다. 일상생활에서 늘상 발생하는 소액의 채무를 깜빡 잘

못하여 이중으로 변제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변제하는 일은 반드시 드물지만은 

않다. 또 그러한 채무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애

초부터 무효임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또는 이를 알면서도 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 즉 非債(indebitum: indu: Nichtschuld)에 대한 

辨濟로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급부의 수령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변제자에
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法理는 어느 나라에서든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것

은 독일민법 제741조나 이를 본받은 우리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법체계에서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면, 로마법은 그러한 일반법리는 이를 알지 못하 지만, 非債의 不當利得返還
訴權(condictio indebiti)을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나 독일과는 

달리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는 프랑스민법에서도 비채변제의 반환

에 관한 규정은 애초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나아가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나라들에서조차 비채변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채변제에 관한 입법례에 대하여는 뒤의 Ⅱ.1.(1) 참조). 우리 민법 제742조도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41조에 바로 이어서 非債辨濟에 대하여 규
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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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채의 변제가 그 수령자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그것이 변제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에는 얼핏 별다른 의문이 없다

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민법 제742조는 오히려 그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

을 규율내용으로 한다. 즉 “債務 없음을 알고 이를 辨濟한 때에는 그 返還을 請
求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할까? 변제의 수령자로서는 문제의 급부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도 
없으면서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부당

이득제도의 기초를 이룬다는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입법자는 무슨 이유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 으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일까?

한편으로 민법 제742조에 대한 현재의 판례나 학설을 개관하여 보면, 이 규정

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 보지 못할 것이 아닌 
일정한 경우에도 그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간취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 어도 그가 변제하여야 할만한 合
理的 事情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뒤의 

Ⅲ.3.(2)(나) 참조)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적용은 민법 제742조의 입법이유와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닐까?

3. 本稿에서는 우선 민법 제742조의 立法理由를 다시 한 번 음미하여 보고자 
한다(Ⅱ). 그 전제로 비채변제에 관한 입법례와 同條의 체계적 지위에도 언급한
다. 그리고 그 음미의 성과로 얻어진 시각에 입각해서 현재의 비채변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다시 설명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먼저 同條에서 정하는 반
환청구권 배제의 要件을 살펴보고(Ⅲ), 나아가 그 배제의 효과에 대하여도 간단

히 다루기로 한다(Ⅳ).
이러한 작업에 의하여, 민법 제742조를 目的論的으로 縮小解釋하여 거기서 정

하고 있는 비채변제에서의 반환청구권 배제를 보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적 기초

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그에 의하여 민법 제742조의 法理를 보다 통
일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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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民法 제742조의 沿革과 立法理由

1. 沿革과 立法例

(1) 非債辨濟에 관한 立法例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급부를 한 경우에 그

가 일정한 요건 아래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어느 

法體系에서도 인정되고 있었고, 이는 契約이나 不法行爲에 버금가는 체계적 지위
를 가지는 ｢不當利得｣이라는 통일적 법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다름이 없
었다.

(a) 로마법에서는 非債辨濟(indebitum solutum)를 이유로 하여 condictio(不當利
得返還訴權1))이 인정되었다.2) 이 소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변제자가 ｢선의로｣, 
즉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면서 非債(indebitum)를 변제하 을 것이 

요구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善意는 변제자측은 물론 수령자 
측에서도 요구되었으니, 만일 상대방이 상응한 채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면서 

변제를 수령하면, 이는 ｢窃盜(furtum)｣에 해당하여(Scaev. D.13,1,18), 窃盜訴權
(actio furti)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한편 비채의 부당이득

반환소권은 처음부터 채무가 전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가 성

립하 으나 무효이거나 나중에 소멸한 경우, 나아가 채무에 항변(exceptio)이 부

착된 경우에도 인정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帝法에서 非債辨濟返還訴權 또는 非債의 不當利得返還訴權
(condictio indebiti)은 독자적 유형으로 인정되어 學說彙纂과 勅法集의 독립항목의 

1) 로마법에서 condictio는 반드시 우리 민법상의 不當利得에 해당하는 사안유형만을 포
함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가령 무방식의 소비대차에 기한 차주의 채무 등), 이를 ｢부
당이득반환소권｣이라고 옮기는 것에는 誤解의 素地가 없지 않다.

2) 우선 Kaser, Das Römische Privatrecht, Bd.1, 2.Aufl.(1971), § 139 Ⅲ(S.596) 참조. 물
론 후에 관용된 ｢非債의 不當利得返還訴權(condictio indebiti)｣이라는 용어가 이미 古
典期에 쓰여졌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同所, Anm.34 참조.

3) 무엇보다 Ulp. D.12,6,1: “비채를 착오로 변제한 사람은 이 소권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는 배제된다(Et 
quidem, si quis indebitum ignorans solvit, per hanc actionem condicere potest; sed si 
sciens se non debere solvit, cessat repetitio).”(大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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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으로 등장하 다(D.12,6; C.4,5). 유帝法은 법률의 착오(error iuris)도 반환청

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일반화하 고 또 ｢선의｣의 입증책임을 일반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부담시켰다고 한다. 또한 변제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제한 경우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배제되지 아니하

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 다(C.4,5,11).4)

(b) 프랑스민법도 非債辨濟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同法은 초기 
보통법학의 전통에 좇아서5) ｢準契約(quasi-contrat)｣의 하나로 ―事務管理(gestion 

d'affaires)와 함께― 非債辨濟(répétition de l'indu)를 규정한다(프랑스민법 제1376

조 내지 제1381조).6)

프랑스법상의 비채변제제도의 特徵을 들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7)

첫째, ｢주는 채무｣의 이행만이 이 제도로 처리되고, ｢하는(또는 하지 않는) 채
무｣의 이행은 거기서 말하는 ｢변제(paiement)｣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무관리 또는 

후에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바의 ｢부당이득(enrichessement sans cause)｣

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된다.

둘째, 프랑스민법의 규정은 변제자의 ｢착오｣를 비채변제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明定하지 않는데,8) 판례나 학설은 이를 긍정한다. 그런데 그 경우의   

｢착오｣란 물론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상의 錯誤와는 
다른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일단 변제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수

증을 잃어버리고 이를 찾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다시 변제하 는데 나중에 이를 

다시 발견하여 二重給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여기의 ｢착오｣가 긍정된다. 

4) 이상 Kaser, Das Römische Privatrecht, Bd.2, 2.Aufl.(1975), § 270 Anm.13(S.422f.) 참조.
5) 이에 대하여는 우선 Helmut Coing, Europäisches Privatrecht, Bd.1: Älteres Gemeines 

Recht(1985), § 78 Ⅱ(S.394ff.) 참조.
6) 이미 프랑스민법 제1235조 제1항은 辨濟(paiement)와 관련하여 “변제는 모두 負債를 
전제로 한다. 의무 없이 변제된 것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Tout paiement suppose 
une dette: ce qui a été payé sans être dû est sujet à répétition)”고 정한다.

7) 이는 주로 Starck/Roland/Boyer, Obligations, T.3: Régime général, 4ème éd.(1992), 
no. 237 et suiv.(p.141 et suiv.); Ferid/Sonnenberger, Das Französische Zivilrecht, Bd.2 
(1986), 2 N 4ff.(S.428ff)에 의하 다.

8) 다만 프랑스민법 제1377조 제1항에서 정하는 他人債務의 錯誤辨濟의 경우는 예외이
다. 이에 대하여는 여기서 詳論하지 않는데, 우선 梁彰洙, “他人債務의 錯誤辨濟”, 人
權과 正義 324호(2003. 8), 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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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제자의 重過失 있는 ｢착오｣는 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9) 또한 수령자측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비채가 변제된 경우는 변제자에게 착오가 있는 것과 同視
되어서, 비록 변제자가 비채의 사실을 알았어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셋째, 비채변제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內容에 관하여 보면 선의자의 반환의무가 
현존이익으로 감소된다는 법리(우리 민법 제748조 제1항 참조)를 알지 못한다.

(c) 부당이득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가지는 法制들에서도 비채변제에 대하여
는 별도의 규정이 두는 것이 통상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獨逸民法 
제813조 제1항 제1경우가 “채무이행의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급부자가 급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때 … 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비채

변제의 경우를 일반부당이득에 관한 同法 제812조 제1항 제1문과는 별도로 정하

고 있다.
독일민법의 제정 전에는 事情이 달랐다. 사비니는, 비채변제의 경우에 반환청

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채무의 존재에 관한 변제자의 착오에서 찾았다.10) 그리

하여 예를 들면 빈트샤이트는 그의 판덱텐교과서 에서 변제자가 채무의 존재를 

착오로 믿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착오에 대하여 ｢과책 없어야(entschuldbar)｣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11)

독일민법의 起草過程에서는 이 점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
기 위하여는 그 변제가 행하여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주장과 입증만으

로 족한가, 아니면 급부가 채무의 존재에 관한 착오에 기하여 야기되었음을 특히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루어졌다. 제1위원회는 前者의 입장
을 취하기로 하여, 반환청구자가 착오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상대방

에게 채무의 부존재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결정하

다. 理由書 는 우선 여기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立證責任뿐이며, 요구되

9) 이태리민법에서도 비채변제를 이유로 하는 반환청구에서 “변명될 수 있는[과책 없는] 
착오(errore scusabile)”를 요구한다(제2036조 제1항).

10)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Bd.3(1840), S.360f.; Bd.4(1841), S.34 
Anm.C; 그리고 무엇보다 Bd.5(1841), S.521f. 참조.

11)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d.2, 9.Aufl.(1906), § 426, 3(S.896f.). 그
리고 당시의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 다고 한다. Staudinger/Lorenz(12.Aufl., 1986), 
§ 814 Rn.1 참조(RGZ 44, 136, 141을 인용한다). 그러나 빈트샤이트도, 단순한 의심
은 착오와 동시되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한 積極的 認識(positives Wissen)만이 반환청
구권을 배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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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착오｣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 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명확하게 한

다.12) 나아가 “반환청구자로 하여금 착오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法域에서의 경
험에 의하면,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반환청구자가 실체적 권리에 반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구도 착오 없이는 비채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추

정에 기하여 그러한 입증을 사실상 요구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實際
上의 適切性과 合目的性의 관점에서｣ 보아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착오에 대하여 과책 없어야 된다거나(“최근의 입법은 모

두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실착오와 법률착오를 구분하는 태도는 취하지 아

니하기로 하 다.13)

그 후의 입법과정에서도 이 立法的 選擇에는 異論이 없었고, 단지 字句나 位置
와 같은 ｢편집상의 수정｣에 그치고 있다.

(d) 또한 스위스에서도 債務法 제63조 제1항은 “비채를 임의로 변제한 사람은 

그가 채무에 대하여 착오에 빠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同法 제62조 제1항의 一般不當利得과는 별도로 
정한다. 

스위스의 학설은, 이 규정이 급부부당이득의 한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

면서, 채무의 이행이 自意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통상의 부당이득요건 외에 특히 
변제자의 錯誤를 별도로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4)

(2) 民法 제742조의 沿革

(a) 민법 제742조는 依用民法 제705조와 같은 내용을 정한다. 우리 민법의 제
정과정에서 민법 제742조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15) 그런데 依用民法 
제705조가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를 한 자가 그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았던 때

12) 이 점은 現今 독일의 학설에서도 다를 바 없다. 우선 MünchKomm/Lieb, § 814 BGB, 
Rn.2(3.Aufl., 1997, S.1304) 참조.

13) 이상 Motive, Bd.2, S.833f. = Mugdan, Bd.2, S.465f. 참조.
14) 예를 들면 Guhl/Merz/Koller,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8.Aufl.(1991), § 

27 Ⅳ(S.208); Honsell/Vogt/Wiegand(Hrsg.), Obligationenrecht I(1992), Art.63 Rn.1 
(S.426)(Schulin 집필) 참조.

15) 가령 民法案審議錄, 上卷(1957), 435면 下段은 “現行法 제705조와 同一趣旨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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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꽤나 번잡한 문언을 취하

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 민법 제742조는 그야말로 간단명료하다.

(b) 일본민법 제705조의 입법과정에서 同條에 대한 입법이유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설명이 행하여지고 있다.

“本條는 不當辨濟 또는 非債償却의 반환청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

로서,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를 한 자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급

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가 공히 인정하는 바이

다. 그런데 변제자가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아직 歸一되지 않는다. 

즉 旣成法典[일본 구민법을 말한다] 財産編 제365조 제1항은 프랑스민법 기타 

이에 모방한 여러 나라의 입법례에 좇아 변제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착오로 변제하 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함에 반하여, 작센민법 기타 두

셋의 입법례는 단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함으로써 족하고 착오는 법

률상 이를 추정된다고 한다. 무릇 本條와 같은 경우에 변제자로 하여금 채무의 

존재에 관한 착오를 증명하게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그로 말미암아 때때로 

사실에 반하는 결과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필경 수익자는 채무

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本案[일본민법 초

안]은 실제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제자는 단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

할 것을 요하고 착오를 증명할 것까지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변제자

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급부를 한 때에는 물론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수익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변제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하 다.”16)(꺾음괄호 안은 引用者가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이로써 일본민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스위스채무법 제63조 제1항의 경우와는 

명백하게 달리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부인

하는 상대방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民法 제742조의 立法理由

(1) 이상의 입법례와 연혁에서도 알 수 있는 대로, 비채변제를 이유로 하는 반

16) 未定稿本 民法修正案理由書, 60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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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구권과 관련한 法問題의 要目이 되었던 것은, 비채변제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제한 또는 부인되는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채무 없는 사람이 자의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급부를 한 경우에는 통상

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라고 이해되는 채무 그 자체 또는 변제목적(causa 

solvendi)이 없거나 달성될 수 없어서, 급부수령자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그가 

이를 계속 보유할(Behalten-dürfen) 근거가 없으므로 원래라면 그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

면서 변제를 하는 때에는, 혹 변제의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도 있고, 혹 그것이 소위 自然債務의 이행인 경우도 있고, 혹 변제자가 채무를 

추상적․무인적으로 승인하여 변제하는 경우 등도 있지 않을까. 나아가 이와 같

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라도, 

급부자에 초점을 두고 보면, 도대체 채무가 없음을 잘 알면서(또는 경우에 따라
서는 일정한 過失에 기하여 그것을 잘 알아보지 아니하고서) 굳이 변제를 한 사

람이 나중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法秩序가 그대로 용납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사람의 일시적이고 무정형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주었다가는 뺏고 하

는 것을 법질서가 정당한 것으로 뒷받침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민법 제742조는 이러한 規律觀點에서, 비록 급부수령자에게 그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급부자가 급부 당시 “債務 없음을 알”았던 때에

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 제

742조는 그 앞의 민법 제741조에서 일반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설정한 “法律上 原
因 없이”라는 핵심적 요건을 보다 제한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이 

배제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17)

(2) 한편 민법 제742조의 입법이유와 관련하여 이를 단지 “변제자가 그 변제를 

할 때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返還請求權을 주어
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18)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여겨진다. 

17) 우선 MünchKomm/Lieb, § 814 BGB, Rn.1(S.1306) 참조.
18) 郭潤直, 債權各論, 제6판(2003), 360면. Esser, Schuldrecht, Bd.2, 4.Aufl.(1971), § 103 

I 4 a(S.353)도, 독일민법 제814조 제1경우를 “급부자의 보호무가치(Schutzunwürdig-
keit des Leistenden)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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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의 변제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앞의 (1)에서도 시사한 바를 부연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민법 제742조는 한편으로 비채변제의 사안에서의 效率的인 法的 解決의 추구
라는 관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헤크가 말하는 대로 “급부자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 경우에는 그는 실제로는 채무의 변제라는 효과가 아

니라, 다른 무엇을 ―증여를 위해서든, 화해를 위해서든, 도의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든 또는 드러나지 않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든― 의욕한 것이다.”19) 

이와 같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에 수반하여 

흔히 수령자의 급부를 정당화할만한 ｢법률상 원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사

후에 변제자가 그것이 없음을 들어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存否에 관한 분
쟁의 원인을 제공하여 법 또는 법원에 무익한 부담을 제기한 변제자에게 불리한 

법적 해결을 줌으로써 그 분쟁을 간명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법 제742
조의 취지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법 제742조는 신의칙의 한 파생원칙인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

태(venire contra factum proprium)는 금지된다는 원칙에 의하여도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20) 그런데 同條는 수령자가 악의이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어도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742조를 변

제를 수령함으로써 변제수령자에게 발생한 信賴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는21) 위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칙을 동조의 입법이유로 

끌어들임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정은, “채무 없음을 알면서 급부한 자는 자기 보

호의 훨씬 단순한 가능성, 즉 이행의 거절[또는 단지 이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가

능성을 스스로 포기하 는데도, 후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귀한 ｢資源｣인 법원
의 보호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와 같은 자신의 선행행태와 참을 수 

없는 모순에 빠뜨렸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22) 그러므로 민법 제742조에서 작용

19) Heck, Grundriß des Schuldrechts(1929), § 142, 2 b(S.424).
20)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d.2, Hbbd.2, 13.Aufl.(1994), § 68 Ⅲ 1 a 

(S.160f.); M ünchKomm/Lieb, § 814 BGB, Rn.2(S.1303f.); Reuter/Martinek, Ungerecht-
fertigte Bereicherung(1983), § 6 I 1(S.183f.); Koppensteiner/Kram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2.Aufl.(1988), § 7 I 3(S.54) 등 참조. 특히 독일의 판례(예를 들면 
BGHZ 36, 232, 235; BGHZ 73, 202, 205 등)는 이러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21) 그러나 Reuter/Martinek(前註), 同所는 그와 같이 설명한다.
22) 헤크가 앞의 註 19의 본문에서 인용한 에 바로 이어서, “이제에 와서 그 효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여도, 법질서는 이러한 그의 意思變更을 보호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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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 금지의 원칙은 信賴原則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比
例原則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바의 그것이라고 볼 것이다.23)

3. 民法 제742조의 體系的 地位

(1) 민법 제742조는, 앞의 2.(1) 말미에서도 말한 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적 요건을 정하는 제741조를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사안 중의 일정한 경우, 즉 

非債辨濟의 事案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强化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변제수령자로서는 그가 받은 급부를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이

지만 그래도 그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 음을 주장하여 그 반환청

구를 부인할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 민법 제742조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특별한 要件强化가 인정되는 이유(이에 대하여는 위의 2. 참조)는 물론

이고,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는 범위 및 요건이 특히 문제된다.

(2) 한편 민법은 제742조에 이어서 제743조 내지 제745조의 3개조에서 변제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743조는 채무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변제

한 경우를 정하므로, 여기서는 애초 비채변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가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 정하는 민법 제742조와는 일단 

규율대상을 달리하나, 예를 들면 정지조건부․시기부 채무 기타 ｢장래｣의 채무와 
같이 말하자면 兩者의 경계에 놓여 있어 논의를 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나아가 제744조는 소위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同條도 비채변제가 행하여진 것(“債務 없는 자가 … 辨濟한 경우”)을 전제로 하

지만, 그것이 “錯誤로 인”한 경우, 즉 변제자가 채무가 있다고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를 두고, 나아가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제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민법 제742조와는 규율 역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제745조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

이익도 없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설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3) 이상 인용문을 포함하여 Larenz/Canaris(註 20), § 68 Ⅲ 1 a(S.161). 여기서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귀한 ｢資源｣인 법원의 보호”라는 문언에서 첫째 이유로 든 ｢효율적
인 법적 해결의 추구｣라는 관점을 아울러 추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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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하여 규율한다. 이 역시 변제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가 부담하지 아니하

는 채무를 변제하 다는 점에서 비채변제의 한 경우이기는 하나 그 특징은 ―변

제수령자의 입장에서 보면 변제자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채권을 가지고 있

었다는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주관적으로 역시 그 변제가 “錯誤로 인”하여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제744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민법 

제742조와는 규율 역이 같지 않다.
결국 제744조, 제745조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하는 바의 반환청구배제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터인 경우에 대하여 나아

가 특별히 그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별도의 사유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Ⅲ. 民法 제742조의 適用要件

1. 債務履行을 위한 給付

(1) 먼저 債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일정한 給付가 행하여져야 한다. 급부가 辨
濟原因(causa solvendi)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贈與原因(causa 

donandi)이나 貸與原因(causa credendi)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예를 들면 약혼자의 업소에서 노무를 제공하 는데 

후에 약혼이 파기된 때 등과 같이 소위 ｢目的不到達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
(condictio ob rem)｣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급부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
이 아니므로 민법 제742조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배제될 여지가 없다.24)

給付原因에 관한 合意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즉 수

령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면 이해되는 바대로 판단된다.25) 또 給付 
자체가 반드시 새로이 행하여질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요컨대 채무이행

의 사실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므로 채권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두었던 證據金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損害賠償債務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 요
건을 충족한다.26)

24) 독일의 학설로 우선 M ünchKomm/Lieb, § 814 BGB, Rn.4(S.1304) 참조.
25) 郭潤直(註 18), 361면(註釋債各(Ⅲ), 182면(金先錫 집필)도 참조)이 “給付者만이 贈與

意思를 가졌을 뿐이고, 辨濟의 受領者에게 그런 意思가 없었다면, 贈與契約은 성립하
지 않고 不當利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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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辨濟의 當事者와 관련하여 본다.

(a)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제3자로서 이행한 경우(민법 제469조)라도 민법 제

742조에 의하여 변제자의 반환청구가 부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채무 없

음을 알면서 제3자로서 변제한 경우가 그러하다(한편 이 경우 악의의 주체가 누구

인가에 대하여는 뒤의 3.(4) 참조). 물론 그 경우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면, 민법 
제742조의 적용이 문제되기 전에 애초부터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b)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라도 이행의 상대방이 채권자(또는 변제수령권을 

가지는 사람)가 아닌 사람이어서 변제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

742조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가 그러하다. 수령자가 스스로를 眞正한 權利者라고 믿었는지 여부는 향이 
없다. 물론 그 경우에 민법 제470조, 제471조에 의하여 변제가 유효하면, 애초부

터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변제자가 행한 급부가 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 던 債務의 “內容에 좇은”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일부급부나 불완전급부의 경우에도 민법 제742조가 

적용된다.27) 즉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아니한 급부라도 변제자가 그 채무가 존재하
지 아니함을 알면서 이를 실행하 던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4) 원래 의미의 辨濟 외에 代物辨濟․供託․相計와 같은 변제에 준하는 사유
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代物辨濟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42조의 적용이 

긍정되고 있다.28) 나아가 供託이나 相計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 없음을 알면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供託物回收
權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또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자신의 

債權으로 非債와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를 유추적용하

여, 自動債權의 소멸을 인정할 것이다.

26) 註釋債各(Ⅲ), 182면(金先錫 집필). 日大判 1915(大 4).4.20(民錄 21, 547)의 사안이다.
27) 同旨: 郭潤直(註 18), 361면; 松坂佐一, 事務管理․不當利得, 新版(1973), 180면.
28) 註釋債各(Ⅲ), 184면(金先錫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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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

여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9)

2. 債務의 不存在

변제자가 당해 급부에 의하여 이행하려고 한 債務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여

기서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1)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 던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 었다고 생각하여 상속인이 이를 변제하는 경우

가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채무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無效인 경우나30) 채무가 일단 발

생하 으나 후에 그 원인인 행위의 취소․해제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取消나 解除의 경우에 급부 당시에는 아직 취소 등의 의사표
시가 행하여지지 않아서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 으나 그 후에 그 의사표시로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한편 그때 取消權 등의 존재를 
알면서 급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뒤의 3.(1)(가) 말미 참조).31)

또 하자 없이 성립한 채무가 변제․상계 등의 사유로 이미 소멸한 경우(소위 

二重辨濟)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나아가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을 量的으
로 초과한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소위 過剩辨濟)에 그 초과부분은 역시 이에 해
당한다.

한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하여, 채권이 바로 소멸한다는 소위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이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 시효소멸을 알면서 변제한 경

29) 同旨: 註釋債各(Ⅲ), 183면(金先錫 집필). 한편 大判 76.12.14, 76다2212(集 24-3, 453)
은 “변제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는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설시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압류․전부명령상의 제3채무
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원래의 채무액을 넘어― 임의로 변제한 事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권의 이전이 강제집행의 결과로 행하여졌을 뿐이므로, 위 설시
는 先例로서 기능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30)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또는 强行法規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법 제746조(不法原因給與)에 의하여 반환청구
권의 배제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이들 경우 전부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
다는 의미가 아니다).

31) 同旨: 郭潤直(註 18),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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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時效利益을 포기하 다고 볼 것이고, 그 정을 모르고 변제하 어도 이는 

“道義觀念에 適合한” 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742조의 적용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停止條件附 또는 始期附 법률행위에서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법률행위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일

단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 으므로 적어도 ｢채무의 부존재｣라는 민법 제742조

의 適用要件은 이를 충족한다.32) 그런데 아직 급부가 반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하거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이를 ｢기한전 변제｣와 동시하여 민

법 제743조를 유추적용할 것이고, 이제 이는 非債辨濟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3) 한편 위 경우에 변제자가 조건의 성취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 

대하여는 뒤의 3.(3) 참조.

3. 辨濟者가 債務 없음을 알았을 것

(1) 민법 제742조에 의한 반환청구권 배제를 위하여는 급부의무의 부존재 자

체에 대한 積極的 認識이 요구된다. 이는 앞의 Ⅱ.2.에서 본 민법 제742조의 立
法趣旨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가) 채무의 부존재를 법적으로 야기시키는 事實, 즉 채무의 부존재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要件事實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34) 또 자

32) Enneccerus/Lehmann, Recht der Schuldverhältnisse, 15.Bearbeitung(1958), § 223, I 2 c 
(S.894); 松坂佐一(註 27), 178면. 다만 조건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효
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가 행하여진 셈이 되어 애초 

非債辨濟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초 민법 제742조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이
에 대하여는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上卷(1981), 144면 註 1 참조.

33) 스위스의 同旨의 견해로 우선 Andreas von Tuhr/Hans Peter, Allgmeiner Teil des 
Schweizerischen Obligationenrechts, Bd.1, 3.Aufl.(1984), § 52 IV 2 u. Anm.34(S.479); 
일본의 학설로 四宮和夫(前註), 144면; 新版 日注民(18), 663면(石田喜久夫 집필) 참조. 
독일의 Enneccerus/Lehmann(前註), 同所는, 조건이 성취한 후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惡意의 抗辯(exceptio doli)(우리 법으로 말하면 信義則을 기초로 할 것이다)을 
할 수 있다고 한다.

34) 독일의 판례․통설이다. 우선 MünchKomm/Lieb, § 814 BGB, Rn.10 m.w.N.(S.1305) 
참조. Staudinger/Lorenz, § 814 Rn.3은 같은 취지에서, “채무 부존재의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事實的 事情들(tatsächliche Umstände)을 안 경우에도, 변제자가 이로부터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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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법률관계를 잘못 평가하여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변제한 경우는 물

론이고,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을 품었던 경우에도 민법 제

7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5) 그러므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무효라고 

하여도, 또 그것을 무효로 하는 사유를 전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변제자

가 그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의심하거나 적어도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
편 변제자가 자신의 法律關係의 내용 또는 채무의 存否를 잘못 안 것에 대하여 
過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結論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6)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도 변

제자가 취소권 또는 해제권의 존재를 안 것만으로는 민법 제742조의 要件이 충
족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변제자가 취소권자 또는 해제권자라

면, 그러한 변제행위는 法定追認事由(민법 제145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해제권
의 抛棄로 해석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 독일에서는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

도 “당사자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um des lieben Friedens willen)”,37) 즉 법적 또

는 사실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역시 나중에 그 반

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38)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급부는 나중에 채무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

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조건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하는 ｢채무 없

음의 적극적 인식｣과 評價上으로 同視되는 사유로 보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

환청구가 배제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런 채무가 없다는 귀결을 도출하지 아니하 던 한, 반환청구는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앞의 註 11도 참조.

35) 同旨: 四宮和夫(註 32), 146면.
36) 同旨: 郭潤直(註 18), 362면; 大判 98.11.13, 97다57337(공보 98하, 2857). 日大判 1941 

(昭 16). 4.19(新聞 4707, 11)도 同旨.
37) von Caemmerer, Leistungsrückgewähr bei gutgläubigem Erwerb, in: Festschrift für 

Gustav Boehmer(1954), S.161의 표현.
38) 우선 Staudinger/Lorenz, § 814 R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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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뒤의 V.1.에서 보는 대로 여기의 ｢적극적 인식｣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內心的 事實의 입증은 실제로는 쉽지 않
으며, 많은 경우에 다양한 間接事實을 기초로 하여 推斷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하급심에서는 强行法規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한 채무
가 이행된 경우에는 事實上의 推定 등의 방도로 입증의 곤란을 완화하려는 경향
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39) 그러나 여기서 ｢적극적 인식｣의 대상은 채무의 부존재
이고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事情들이 아니며, 또 “법의 무

지는 변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지에 대한 非難을 가능하게
는 할지언정 事實의 차원에서 무지를 ｢인식｣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또 위와 

같은 태도는 강행법규를 둔 취지를 몰각하여 급부수령자의 부당한 이익을 정당

화하는 결과에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 민법 제742조를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쉽사리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뒤의 (2)(나)(d)도 참조).

(2)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

로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 변제자가 返還請求權을 留保한 경우이다. 大判 92.2.14, 91다17917(공보 
917, 1019)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이 경우에는 후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민법 

제742조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40)

(나)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여야 할만한 合理的 事情이 있었던 
경우에도 반환청구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1) 앞의 Ⅱ.2.에서 본 대로, 

39) 註釋債各(Ⅲ), 187면(金先錫 집필).
40) 日最判 1960(昭 60).5.6(民集 12-7, 1127)은, 임대인으로부터 차임의 지급을 최고받고 
그 액이 강행법규이 정하는 借賃의 범위를 넘는 사실을 알면서도 債務不履行責任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여 “훗날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것”을 유보하고 
부득이하게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任意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는 일본민법 제705조의 적용을 부정하 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재판
례에 대하여는 “留保附로 변제하 다는 사정을 任意的 辨濟가 아님을 인정하는 ―중
요하기는 하나― 하나의 자료로 보고 있다고도 생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四宮和夫
(註 32), 148면 註 1 참조.

41) 四宮和夫(註 32), 146면은 같은 취지에서 “알면서 변제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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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2조의 입법취지가 우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런 사정도 없는데 변제한 경우에 나중에 그 반환청구를 인

정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익한 부담이라는 데에 있으므로, 변제 당시에 이를 하

여야 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돌아

가 是認되어야 하는 것이다.

(a) 이 점에 관하여 基軸的인 지위에 있는 판결인 大判 88.2.9, 87다카432(集 
36-1, 29)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

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

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

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辨濟에 
있어서의 任意性 또는 ｢自由로운 意思｣를 민법 제742조 적용의 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다.42) 그런데 변제자가 예를 들면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

기 위하여” 변제를 決意한 경우에, 그 결의가 그러한 사실상 손해와 사후적인 반

환청구로 인한 위험․비용․노력 사이의 비용/편익 계산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

라면(많은 경우에는 그러할 것이다)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서 이에 ｢임의성｣이 없

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合理的 事情｣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
다고 생각되나, 이는 판단의 실질적 기준을 달리하는 문제는 아니다.

(b) 이러한 민법 제742조의 ｢目的的 縮小解釋｣은 이미 大判 60.9.29, 4293民上
208(要集 民 I-2, 1115)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의에 반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없음을 알았어도 반환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大判 67.9.26, 

67다1683(同所) 등에서도 인정되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大判 79.11.27, 78다
2487(總覽 4-1(A), 864-6)은, 고용주가 일정한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근로자에 대

이라고 한다. 한편 郭潤直(註 18), 361면은, “그 변제를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만한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不當利得의 返還請求를 인정하여도 本條
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대체로 本文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
되나, 다만 ｢객관적｣ 사정의 존재를 강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42) 독일에서도 급부가 예를 들면 강제집행이 임박하 다는 사정과 같이 ｢압박 아래서

(unter Druck)｣ 행하여진 경우에는 반환청구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우선 
M ünchKomm/Lieb, § 814 BGB, Rn.11(S.1305); Staudinger/Lorenz, § 814 Rn.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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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외에는 퇴직금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퇴직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하 는데, 그 후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依法措置하겠다는 勞動廳의 
指示가 있어서 이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한 事案에서 “반환청구할 의사로 

[퇴직금의 지급을] 하 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과연 앞의 (a)에서 본 바와 같은 ｢任意性｣ 기준 자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지를 의심스럽게 하 다. 특히 大判 80.11.11, 80다71(공보 648, 13392)은 “채무부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소송계속 중 그 채무로 인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

서 부득이 그 채무를 변제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

제한 것이 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제 변제의 ｢不得已함｣도 
비채변제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징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위 大判 88.2.9.은 이와 같이 민법 제742조에 의하여 반환청구의 배제

를 확장하는 방향의 판결들에 대하여, 앞의 大判 79.11.27.은 “노동청의 지시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변제를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며, 뒤의 大判 80.11.11.도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

제가 임의의 변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

라고 ―아마도 통상 허용되는 이해와는 거리가 있는― 이해를 스스로 보이면서, 

위와 같은 一般論을 전개하 던 것이다. 말하자면 위 大判 88.2.9.은, 이들 두 판

결은 당해 사건의 개별적 특수사정에 규정되었던 것이어서,43) 將來의 法適用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c) 그 후의 판결은 大判 92.2.14, 91다17917(공보 917, 1019); 大判 92.7.28, 

92다18535(공보 929, 2650)44); 大判 96.12.20, 95다52222 등(공보 97상, 347); 大
判 97.7.25, 97다5541(공보 97하, 2687) 등에서 보는 것처럼, 위 大判 88.2.9.의 

법리에 좇아 대체로 비채변제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意思｣를 부인하고, 변제자의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다.

(d) 이 制限法理를 실제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假執行宣告 있는 敗訴判決을 받

43) 註釋債各(Ⅲ), 184면(金先錫 집필)은 이들 판결에 대하여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해
결로서는 正當할는지 모르나, 위와 같은 判示 자체에는 疑問이 있다”고 한다.

44) 자기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이를 모르고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
행하 는데, 그 후 그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수표금을 지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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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이 그 판결에서 명하여진 채무를 임의로 이행한 경우,45) “[소외 회사로부

터 공장을 인수한] 피고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 회사의 [원고 韓電에 대한]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부득이하게 변제하게 된” 경우,46) 근로자가 국내장기연수를 받은 후 의무

복무기간 경과 전에 퇴직하여 연수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

24조(현재의 제29조)에 반하여 무효인 違約金約定에 따라 반환한 경우,47) 주택공
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 으나 목적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하자가 있어 분할납입금에 대하여 연체료납부채무가 없음에도 주공의 위약주장

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한 경우48) 등과 같이 적어도 典型的인 ｢힘의 不均衡｣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제한법리는 일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强行規定이 있
는 경우에 그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약대로 

이행한 경우에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민법 제652조나 중개수수료에 관한 不動産仲介業法 제20조49) 등의 적용에 있어서 

임차인 등이 무효인 약정내용대로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가 그러하다. 일본의 재판

례에서 法定制限을 초과하는 利子나 借賃 등이 지급된 경우에 민법 제742조의 적

용을 부정하고 반환청구를 인정한 것도50)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45) 大判 67.9.26, 67다1683(要集 民 I-2, 1115)의 사안.
46) 위 大判 88.2.9 및 大判 92.2.14, 91다17917(공보 917, 1019)의 사안. 특히 후자의 사
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
음에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돈의 반환을 유보하고 피고에게 위 체납요금을 원

고명의로 납부”하 다고 한다.
47) 大判 96.12.20, 95다52222 등(공보 97상, 347).
48) 大判 97.7.25, 97다5541(공보 97하, 2687)의 사안.
49) 大判 2002.9.4, 2000다54406(공보 2002하, 2308)이 판시한 대로, 동조 및 동법시행규
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

고 할 것이다.
50) 우선 新版 日注民(18), 665면 이하(石田喜久夫 집필) 참조. 일본의 裁判例로는 채권자
가 효력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한다고 위협하여서 변제한 경우에 대한 日大判 
1917(大 6).12.11(民錄 23, 2075); 임대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통제법규에 위반한 
차임청구를 하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두려워하여 임차인이 변제한 경우에 대한 日最
判 1960(昭 35).5.6(民集 14-7, 1127); 주택소유자로부터 차임지급을 최고 받고, 나중에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방어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응한 경우에 대한 日最
判 1965(昭 40).12.21(民集 19-9, 2221); 나아가 제한초과의 이자약정을 하 는데 “저
당권의 실행이 두려워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대한 東京高判 1980(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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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한편 채무자가 ― 수증을 발견할 수 없는 등으로― 변제 당시 채무 없음

을 證明하는 것이 困難하다고 생각하여 변제한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독일
에서는 논의가 있다.51)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유보｣(앞의 (가) 참조)하고 

변제하 어야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은 역시 ｢변

제하여야 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52)

(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으나, 계약이 일정한 하자로 인하여 효
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원래의 內容대로 실행되리라고 믿고(따라서 상대방

의 반대급부를 얻기 위하여는 當方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믿고) 또는 하자가 치유

되리라고 믿고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변제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상대방이 급부를 하지 아니하

거나(그에게 급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하자가 종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신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태｣라

고 할 수 없으며, 만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자신의 급부

를 실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급부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부

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53)

예를 들면 비록 방식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도 일방 당사자가 

이를 잘 알면서 상대방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 후에 상대방이 가령 계약
의 무효를 내세워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급부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급부 당시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반환청구를 배제할 수는 없다.

(3) 한편, 앞의 (2)(다)에서 본 경우와 유사하나 반드시 동일하지는 아니한 것

으로서, 장래 채권관계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채권관계의 내용이 되는 급

부를 미리 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11.25(判例タイムズ 435, 100); 채무정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채업자의 “강경한 추
심을 면하기 위하여”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대한 橫浜地判 1987(昭 62).5.6(判例
時報 1255, 30) 등이 있다.

51) 우선 Staudinger/Lorenz, § 814 Rn.7 참조.
52) 同旨: MünchKomm/Lieb, § 814 BGB, Rn.12(S.1305).
53) 이상에 대하여 M ünchKomm/Lieb, § 814 BGB, Rn.4(S.1304); Staudinger/Lorenz, § 

814 Rn.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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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를 들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

이 매도인에게 대금의 일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엄 한 의미에서는 非債의 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채권관

계의 成否가 未定인 동안에 그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장래의 채권관계에의 기대
가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 제742조의 바

탕에 있는 모순행위금지의 원리(이에 대하여는 앞의 Ⅱ.2.(2) 참조)에 비추어도 
정당화된다. 나아가 그 변제가 “채무 없음을 알”고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후에 채

권관계가 원래의 의도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예를 들면 위의 예에서 매매계

약이 결국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非債辨濟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 indebiti)의 문제가 아

니라, 소위 ｢目的給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n ob rem)｣의 문제로 파

악할 것이다.54)

(나) 앞의 2.(2)에서 본 대로 停止條件附 또는 始期附 법률행위에서 아직 조건
이 성취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법률행위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일단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 으므로, 적어도 ｢채무의 부

존재｣라는 要件은 이를 충족한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의 성취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
에서 그 급부가 비채변제임을 이유로 하여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급부는 통상 장차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에 대

한 변제로 충당할 취지로 미리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급부는 채무 없이 행하여졌어도 앞의 매매계약 교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급부목적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된다.55)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에 

조건의 미성취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56)

始期가 도래하지 아니한 債務를 변제한 경우도 이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그 경우 변제자는 장차 기한도래로 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충당할 의사가 변

54) 이상의 문제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우선 Gerhard Welker, 
Bereicherungsausgleich wegen Zweckverfehlung?(1974), S.103ff. 참조.

55) 同旨: 독일의 학설로 Enneccerus/Lehmann(註 32), § 224, I 1 b(S.897); 일본의 학설로 
末弘嚴太郞, 債權各論(1919), 972면; 松坂佐一(註 27), 178면.

56) Enneccerus/Lehmann(註 32), § 223, I 2 c(S.894)(｢원인이 주어졌으나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condictio causa data, causa non sec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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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43조

의 類推適用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 한편 大判 93.6.22, 91다21435(集 41-2, 123); 大判 93.9.14, 91다41316(集 
41-3, 15); 大判 95.4.28, 93다26397(공보 993, 1950) 등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기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에 대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

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57)

종전에 필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행위는 나중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기까지는 무효이므로(소위 ｢유동적 무효｣), 이와 같이 무효

인 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급부는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58) 그러나 앞

의 (가)에서 본 대로 장래에 유효한 변제원인이 성립할 것을 기대하여 미리 변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목적의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동안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에서 허가 없는 상태, 즉 부동적 무
효의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다.

(4) 債務 없음을 알아야 하는 主體는 누구인가?

(가) 민법 제742조는 원칙대로라면 인정되어야 하는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것이
므로, 그 반환청구의 주체(반환청구권자)가 되었을 사람이 채무 없음을 알아야 

57) 朴海成, “國土利用管理法上의 許可 없이 체결한 賣買契約과 不當利得”, 民事判例硏究 
[XVI](1994), 109면 이하는 大判 93.7.27, 91다33766(공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評釋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판례의 태도를 지지한다. 同旨: 諸哲雄, “流動
的 無效인 賣買契約이 確定的 無效로 된 경우의 不當利得返還義務”, 判例月報 1997년 
5월호, 14면 이하.

58) 梁彰洙, “1993년 民法 判例 槪觀”, 同, 民法硏究 제3권(1995), 499면 이하. 民法注解
[Ⅻ], 148면(李宙興 집필)도 그러한 견해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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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제3자가 제3자로서 비채를 변제한 경우(민법 제469조)에는 채무

자가 아니라 그 제3자가 기준이 된다.59)

한편 타인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기준이 된다. 그 

채무의 내용이 법률행위를 실행하는 것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도 민법 제116조 제1항을 類推適用할 것이다.60) 法人을 數人이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급부에서 법인을 대표한 사람이 기준이 되므로, 그가 채무 없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비록 다른 대표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반환청구는 배제되지 아

니한다.

(나) 채무자 등의 지시를 받고 급부를 사실상 실행한 사람(履行補助者)이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인식이 채무자 등의 인식과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반환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민법 제742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391조의 유추적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大判 92.1.21, 90다17576 등(공보 916, 868)은, 학교법인의 상호신용금고

에 대한 채무가 제3자에 의하여 면책적으로 인수됨으로써 학교법인이 더 이상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법인의 이사장과 설립자가 

대립하여 법정싸움을 벌리는 등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담당자이던 서

무과장이 채무소멸사실을 모르고 위 신용금고에 채무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 다. 그러나 이로써 판례의 태도를 이행보

조자가 채무 없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판결은 정면에서 인식의 주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으며, 또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5) 채무 없음을 알았음을 판단하는 基準時期는 급부의 실행 당시이다.61) 급부 
후에 채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취소나 해제

를 할 수 있으나 취소 등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동안에 급부를 실행

한 경우에 민법 제742조의 적용이 없음(앞의 2.(1) 참조)은 이로부터도 추론된다.

59) 大判 90.6.8, 89다카20481(集 38-2, 48)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비채를 
변제한 경우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도 같다. 우선       
M ünchKomm/Lieb, § 814 BGB, Rn.15(S.1306) 참조.

60) 독일의 학설로 同旨: Staudinger/Lorenz, § 814 Rn.4.
61) 독일의 학설로 우선 M ünchKomm/Lieb, § 814 BGB, Rn.3(S.1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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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民法 제742조상의 法律效果

1. 返還請求의 排除

민법 제742조에 의하여 반환청구는 배제된다. 따라서 급부수령자는 그 급부를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고, 辨濟原因의 缺如 내지 辨濟目的의 不到達를 이유로 한 
법적 주장은 이제 허용되지 아니한다.

급부가 소유권의 이전 등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배

제되는 것의 ｢反射的 效果｣로 물권변동 자체가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민법 제742조의 적용에 의하여 제2의 급부에 대한 반환청구가 배

제되는 때에는 매도인은 제2의 급부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不法原因給與에 대한 민법 제746조에 관하여 大判(全) 79.11.13, 79다483(集 27- 

3, 140)이 취하는 태도의 귀결로서 인정된다.

2. 民法 제742조의 適用範圍

(1) 앞의 Ⅲ.3.(4)에서도 언급한 대로 소위 ｢목적급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condictio ob rem)｣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62) 즉 이 경우에는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급부를 실행한 때라도 반환

청구가 배제되지 아니한다.

(2) 不法原因給與에서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급부자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민법 제7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63) 그 예외는 “不法
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인정되는 것이어

서, 급부자의 주관적 용태 여하를 묻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다.

62) 同旨: Enneccerus/Lehmann(註 32), § 223, I 3(S.895); 四宮和夫(註 32), 148면; 松坂佐
一(註 27), 180면.

63) Enneccerus/Lehmann(註 32), § 223, I 2 c(S.895); 四宮和夫(註 32),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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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立證責任

(1) 非債를 辨濟한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반환청구의 대

상인 급부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과 당해 채무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에서 정하는 반환청구의 배제사유, 즉 변제자가 채

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64) 

한편 그 입증에 대하여는 앞의 Ⅲ.3.(1)(나)도 참조.

(2) 한편 상대방이 변제자가 채무의 부존재를 알았음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반환청구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만한 合理的 事情(앞의 Ⅲ.3.(2)(나) 참조)의 존재

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65) 반환청구를 유보하 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논

의가 있으나, 이러한 例外的 事情은 역시 반환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
킴이 타당할 것이다.66)

Ⅴ. 結論

1. 앞의 Ⅱ.2.에서 본 대로, 민법 제742조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

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으리라고 생각된다.

첫째, 일정한 法政策的 考慮이다. 어떠한 先在의 채무가 없음을 스스로 알면서
도 변제를 위하여 급부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변제자에게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증여 목적일 수도 있고, 도의상․의례상의 급부일 

수도 있고, 반드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변제자에게 유리한 어

떠한 결정이나 태도 또는 나아가 어떠한 반대급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급부의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채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반환청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변제자

64) 同旨: 大判 62.6.28, 4294民上1453(集 10-3, 118)(“반환청구자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족한 것이고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지

급하 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다”).
65) 同旨: 郭潤直(註 18), 362면; 註釋債各(Ⅲ), 186면(金先錫 집필).
66) 同旨: 註釋債各(Ⅲ), 186면(金先錫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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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지 채무 없이 변제하 다는 것만을 주장하여 이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

해 오더라도, 이 경우에 ｢법률상 원인｣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변제자이므로(그는 애초 그러한 급부를 할 의무가 없었고, 또 이를 알

고 있었다), 그 반환청구를 부정함으로써 그 다툼이 법원 등에 의하여 심리되어

야 하는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변제자의 반환청구는 矛盾行爲禁止의 原則에 반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채무 없음을 알면서 급부한 자는 자기 보호의 훨씬 단순한 가능성, 즉 이행

의 거절이라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 는데도, 후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귀

한 ｢資源｣인 법원의 보호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와 같은 자신의 선행
행태와 참을 수 없는 모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67)

이상을 종합하면, 민법 제742조는 한편으로 비채변제의 사안에서의 효율적인 

法的 解決의 추구에, 다른 한편으로 선행행위에 모순하는 변제자의 행태에 대한 
제재에 그 입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민법 제742조의 해석에 관하여 일정한 구체적 

귀결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변제자가 채무의 부존재를 적극

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그 채무의 존재를 의심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거나(앞

의 Ⅲ.3.(1)(가)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여야 할만한 合理的 
事情이 있었던 경우에도 동조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앞의 Ⅲ.3.(2)(나) 참조) 하는 것이 그러하다. 또 장래 채권관계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채권관계의 내용이 되는 급부를 미리 행하는 경우도 엄 한 의미

에서는 非債의 변제에 해당하지만 후에 채권관계가 원래의 의도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앞의 Ⅲ.3.(3) 참조) 등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7) 앞의 註 22 및 그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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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r Ausschluss des Rückforderungsanspruchs 

bei Kenntnis des Leistenden vom Fehlen 

einer Verpflichtung (Art. 742 KBGB)
― Die ratio legis und ihre Konsequenzen―

68)

Chang Soo YANG
*

Art. 742 KBGB sagt lakonisch, daß der Leistende nicht zurückfordern kann, 

was er mit Kenntnis der Nichtschuld geleistet hat. Ohne Zweifel betrifft diese 

Vorschrift die condictio indebiti, und zwar den Ausschluss der condictio bei 

Kenntnis des Leistenden vom Fehlen einer Verpflichtung. Aber koreanische 

Rechtsprechung wendet die Vorschrift ziemlich einschränkend an, und in 
manchen Fällen, wo man ohne jede Schwierigkeit sagen kann, daß der Leistende 

bei der Leistung gewußt hat, daß er dazu nicht verpflichtet war, bejaht sie     

möglicherweise gegen den Wortlaut der Vorschrift den Rückforderungsanspruch 

des Leistenden. Z. B. bei einer Leistung unter Vorbehalt oder ohne völlig freie 

Leistungswille, also unter Druck ― etwa bei einer bevorstehenden Zwangsvoll-

streckung ―, oder wenn der Leistende einen beachtlichen Grund gehabt hat, 
Nichtschuld zu zahlen, etwa weil er keine Beweismittel für seine Nichtschuld hat, 

die er erst nachträglich findet, greift die Vorschrift anerkanntermaßen nicht ein. 

Wie kann dies erklärt bzw. gerechtfertigt werden? In diesem Aufsatz beschä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ieser Frage. Dort möchte er zeigen, daß die ratio legis 

des Art. 742 für dessen restriktive Anwendung spricht.

Der Artikel beruht sich auf dem Fehlen schützwürdiger Interessen. Wenn der 
Leistende gewußt hat, daß die Verbindlichkeit nicht besteht, so hat er in 

Wirklichkeit den Erfolg dieser Tilgung nicht gewollt, sondern etwas anderes, sei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3호 : ?∼?198
es, daß er schekungshalber, vergleichshalber, zur Erfüllung einer Anstandspflicht 

oder um einer verdeckten Gegenleistung willen geleistet hat. Wenn ihm jetzt 

dieser Erfolg nicht mehr ausreichend erscheint und die Rückforderung der 

Leistung sucht, so hat die Rechtsordnung kein Interesse daran, die Änderung 

seines Willens zu schützen. Dagegen spricht auch der Verbot widersprüchlichen 

Verhaltens. Derjenige, der trotz Kenntnis vom Fehlen einer Verpflichtung leistet, 
sich aus freien Stücken einer überaus einfachen Möglichkeit des Selbstschutzes 

― nämlich durch Leistungsweigerung― begibt und sich zu diesem seinem 

Vorverhalten in einen untragbaren Widerspruch setzt, wenn er anschließend dann 

noch den Schutz der Gerichte in Anspruch nehmen will.

Aber wenn jemand unter Vorbehalt zahlt, oder weil er unter dem Druck eines 

vorläufig vollstreckbaren Titels steht und die Zwangsvollstreckung scheut, oder in 
ähnlichen Fällen, dann dürfen diese Interessen nicht als schutzunwürdig oder 

dessen Verhalten als widersprüchlich bewertet werden, und ist die Rückforderung 

zuzubilli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