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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당이득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부당이득법을 경제

적인 효율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부당이득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급여부당이득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배분적 효율의 관점에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분쟁으로 인

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다. 비채변제의 경우에 채

무 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제한 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그러한 청구가 거

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이나 전용물소권의 경우에

는 급여를 한 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보다 부당이득이 발생할 위험에 더 잘 대

처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한 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불허함으로써 그에게 위험

을 부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가 악의였거나 또는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생산적 효율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위하여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범의 목적을 따져 볼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성 비교 이론도 억지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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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법 가운데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또는 소유권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상당히 많으나,1) 부당이득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쉽게 찾기 어렵다.2) 그 이

유 중 한 가지는, 법경제학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부당이득법(law of 

unjust enrichment)이 충분히 독립된 분야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부당이득법이 독

립된 분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만큼 법경제학이 연구되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3) 또 다른 설명으로는, 법경제학은 주로 손해의 방지를 위한 법

의 개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데, 부당이득법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부당이득법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몇 가지의 다른 

개념을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4)

그러나 필자는 부당이득법을 경제적인 효율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이 부당이득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부

당이득법을 경제적인 효율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다. 그런데 실제로 부당이득에

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각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그 설명

이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는 주로 급여부당이득, 그 가운데에도 급여부당이득의 성

립이 배제되는 경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선 ‘급여부당이득’이라는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말

은 일반적으로 ‘급부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다. 급부부당

 1) 다음의 책들이 국내의 최근 연구 상황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2011;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Ⅱ], 
2013. 앞의 책에는 김일중, “재산권의 법경제학”, 고학수⋅허성욱, “불법행위법의 법경
제학”, 윤진수⋅이동진, “계약법의 법경제학”이 실려 있고, 뒤의 책에는 이동진, “물권
법의 법경제학”, 윤진수, “가족법의 법경제학”이 실려 있다.

 2) Niva Elkin-Koren, Eli M. Salzberger, “Towards an Economic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0 (2000), p. 569 참조.

 3) Dan Priel, “The Law and Politics of Unjust Enrichment”, 63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2013), pp. 539 ff.은 미국에서는 법경제학이 발전하였으나 부당이득법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부당이득법이 근래에 집중적인 연
구의 대상이지만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4) Christopher T. Wonnell, “Unjust Enrichment and Quasi-Contracts”, in Gerrit de Geest 
ed., Contract Law and Economics (2011), pp. 45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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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재산의 이동이 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이동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고,5) 급부(Leistung)란 의식적이고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타

인 재산의 증가행위라고 한다.6)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급부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급부(給付)라는 용어는 일본민법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민법은 급부 대

신 급여(給與)라는 용어를 사용한다.7) 단적으로 일본민법 제708조의 표제는 “不法

原因給付”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민법 제746조의 표제는 “不法原因給與”이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종래 쓰이던 ‘급부부당이득’ 대신 ‘급여부당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민법이 명문으로 급여부당이득의 성립을 배

제하고 있는 비채변제(제742조)와 불법원인급여(제746조), 그리고 학설상 문제되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과 전용물소권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왜 급여

부당이득의 성립이 배제되는가는 경제적인 효율의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

다고 여겨진다. 

다른 한편 이 글은 부당이득을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법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이 민법, 더 나아가서는 법 일반

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예로서 이 주제를 채택한 것이

다.8)

이 글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급여부당이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그 전제가 되는 부당이득의 유형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각 부당이익의 유형

이 어떤 경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따져 본다. 이어서 이 글의 주된 

관심 대상인 비채변제,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과 전용물소권 및 불법원인급

여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5) 金亨培, 事務管理⋅不當利得, 2003, 82-83면 이하; 金曾漢⋅金學東, 債權各論, 제7판, 
2006, 695면도 같은 취지이다. 

 6) 金亨培(주 5), 91면. 
 7) 예컨대 제451조 제1항, 제466조, 제478조 등.
 8) 경제적 효율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윤진수,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주 1), 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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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당이득의 유형론

1. 통일설과 유형론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의 유형론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이론이 우리나라에 도입

된 것이다. 독일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급여로 인하여 또는 그 밖

의 방법에 의하여 그의 손실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것을 취득한 자는, 그 타인

에 대하여 반환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9) 이처럼 부당이득에 관하여 포

괄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法律上 原因없이 他人의 財産 또는 勞務로 

因하여 利益을 얻고 이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利益을 返還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제741조와 유사하다.

독일 민법 제정 후 초기의 학설과 판례는 부당이득을 공평(Billigkeit)을 근거로 

하는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로 파악하였다.10) 이러한 학설은 우리나라에도 받아들

여져서, 과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는 부당이득제도를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통일적

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통일설).11)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통일설에 대하

여, 그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빌부르크(Wilburg)와 폰 케머러(von Caemmerer)가 부당이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는 유형론12)을 주장하였으며,13) 이러한 유형론이 현재 독일

의 통설이 되었다.14)

 9) Wer durch die Leistung eines anderen oder in sonstiger Weise auf dessen Kosten etwas 
ohne rechtlichen Grund erlangt, ist ihm zur Herausgabe verpflichtet.

10) 자세한 것은 예컨대 Dieter Reuter/Michael Martinek,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Handbuch des Schuldrechts, Bd. 4, 1983, S. 22 f.; Frank L. Schäfer, Das Bereicherungsrecht 
in Europa, 2000, S. 323 f. 참조. 民法注解 XVII, 2005, 165-166면(梁彰洙)은, 독일 민
법은 부당이득의 기초로서 공평의 원리를 내세우는 입장을 부정하는 보통법의 학설을 
이어받아 법문화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기초를 공평의 이상에서 찾는 것은 이와 같
은 보통법학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 민법 제정 
후 초기의 학설은 공평의 원리를 부당이득법의 기초로 삼고 있었다.

11) 예컨대 金曾漢, 債權各論, 1988, 404-405면; 郭潤直, 債權各論, 제6판, 2005, 345-346면 등.
12)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형론을 ‘분리설(Trennungslehre)’이라고 부르고 있다. 통일설

은 ‘Einheitslehre’라고 부른다.
13)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1934; Ernst von Caemmerer, “Bereicherung und unerlaubte 
Handlung”, in Festschrift für Ernst Rabel, 1954. 후자의 논문은 Ernst von Caemmerer, 
Gesammelte Schriften, Bd. 1, 1968에도 실려 있다. 

14) 자세한 것은 Schäfer(주 10), S. 366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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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유형론이 받아들여져서, 유력한 견해가 되었다.15) 

유형론이 종래의 통일설을 비판하는 근거는, 공평이라는 이념만으로는 부당이득의 

다양한 유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는 개별 유형에 따라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6)

2. 유형론에 의한 부당이득의 분류

유형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우선 급여부당이득(Leistungskondiktion)

과 그 밖의 부당이득, 즉 비급여부당이득(Nichtleistungskondiktion)으로 나누고, 비

급여부당이득을 다시 몇 가지로 세분한다. 그리고 이른바 침해부당이득(Eingriffs- 

kondiktion)이 비급여부당이득에 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비급

여부당이득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용지

출부당이득(Aufwendungskondiktion, Verwendungskondiktion)17)과 구상부당이득

(Rückgriffskondiktion)을 비급여부당이득으로 분류하는 예가 많다.18) 

급여부당이득은 일단 급여가 이루어졌으나 급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 원

인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나중에 소멸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다. 급여부당이득을 부당이득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류하는 학설은,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요건인 수익자의 이익, 손실자의 손실,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

계 등은 급여부당이득에서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고, 이는 급여의 내용과 급여의 

실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19)

대법원의 판례도 이러한 독자적인 급여부당이득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

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

15) 金亨培(주 5), 77면 이하; 梁彰洙(주 10), 161면 이하; 金曾漢⋅金學東(주 5), 695면 
이하

16) 梁彰洙(주 10), 162면 이하 참조.
17) Aufwendung과 Verwendung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은 독일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자에 따라서는 Aufwendung을 모든 자발적인 비용 지출을 가리키는 
상위개념이고, Verwendung을 특정 목적물에 관한 비용지출에 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도 한다. Günter Christian Schwarz/Manfred Wandt, Gesetzliches Schuldverhältnisse, 2. 
Aufl., 2006, S. 211 참조.

18) 金亨培(주 5), 80면; 金曾漢⋅金學東(주 5), 698면(여기서는 구상부당이득을 ‘상환부당
이득’이라고 부른다) 등. 독일의 학설로는 MünchKommBGB/Schwab, 6. Aufl., 2013, § 
812; Schwarz/Wendt(주 17), S. 132 ff. 등.

19) 金亨培(주 5), 87면; 梁彰洙(주 10), 175면; 안춘수, “부당이득관계의 당사자확정의 구
조”, 法學硏究, 제21권 제3호(2011), 91면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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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는데,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는,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는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된다는 것이다.20)

침해부당이득이란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재화를 권한 없이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다.21)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와 유사하지

만, 이익을 얻은 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반

환 범위가 이익과 손실 중 작은 것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용지출부당이득이란 손실자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에는 비

용 지출로 인하여 타인 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필요비), 또는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유익비)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 일부

는 비용상환의 근거가 부당이득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22) 부당이득이 그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23)

구상부당이득이란 타인의 채무(그 채무가 동시에 자신의 채무일 수도 있다)를 

변제한 경우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을 구상하는 것이다. 다만 구상부

당이득을 독립된 부당이득의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

다.24) 실제로는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구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많

은 경우에는 법률이 그 구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대채무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25조), 보증인의 주채무자나 공동보

2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부당이득의 유형론을 지지하는 양창수 
대법관이 이 판결의 주심이었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병준⋅정신동, “부당이
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재산법연구, 제27권 제1호(2010), 27
면 이하가 있다.

21) 梁彰洙(주 10), 243면.
22) 예컨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88조) 등.
23) 예컨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제203조); 유치권자의 소유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제325조) 등.
24) 상세한 것은 최명구,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2010), 2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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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구상권(제441조, 제444조, 제448조) 등. 그러나 그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구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25) 그 근거는 결국 부당이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26) 물론 이를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제425조)을 유추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 유추의 실질적인 근거는 부당이득의 이념일 것이다.27)

3. 평가

이러한 유형론 내지 급여부당이득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유형론은 주로 독일에서 발전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28) 2007년에 발표된 공통참

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29) 제7권(Book VII)은 부당

이득(Unjustified Enrichment)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본 조항인 VII.-1:101의 제1항

25) 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대법원ﾠ1971. 2. 9.ﾠ선고ﾠ70다2508ﾠ판결ﾠ등). 나
아가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6. 1. 27.ﾠ선고ﾠ2005다19378ﾠ판결; 2009. 8. 20.ﾠ선고ﾠ2007다7959ﾠ판결.

26) 종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 더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 근
거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컨대 康奉碩, “부진정연
대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법적 성질”, 民事判例硏究, 제26권(2004), 144면은 
그 근거를 형평에서 찾으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具南
秀, 民法上 求償權의 構造 및 體系에 관한 硏究,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9는 여러 경우에 관하여 구상권의 근거를 부당이득에서 찾고 있다. 또한 金炯錫, 
“第三者의 辨濟⋅求償⋅不當利得”,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2005), 353면 이
하는 제3자의 변제가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
는 근거는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27) 대법원ﾠ1976. 7. 13.ﾠ선고ﾠ74다746ﾠ판결ﾠ등 일련의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
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요건
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8) Christiane Wendehorst, “Die Leistungskondiktion und ihre Binnenstruktur in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in Reinhard Zimmermann (Hrsg.), Grundstruktur eines 
Europäischen Bereicherungsrecht, 2005, S. 58, 64; Daniel Visser, “Unjustified Enrich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Mathias Reimann and Reinhard Zimmer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2006, pp. 994 ff.

29) 이는 200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5년에 유럽 사법에 관하여 공통
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을 만들기 위하여 유럽민법전 연구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과 현재의 유럽공동체사법 연구그룹(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에게 의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유럽민법전 연구그룹이 만든 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Unjustified Enrichment와 
같다. 박희호, “DCFR 부당이득편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2009), 90-92
면 참조. 국내에서는 ‘공통참조요강초안’ 또는 ‘공통준거기준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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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의 불이익에 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30) 따로 유형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고 있다.31) 다만 인

과관계(귀속, attribution)를 다루는 VII.-4:101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유형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즉 (a) 손실자의 자산이 손실자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것, (b) 손실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것, 

(c) 수익자가 손실자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 특히 수익자가 손실자의 권리나 법적

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 (d) 수익자 자산의 가치가 손실자에 의하여 증

가되는 것 및 (e) 수익자가 손실자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이다.32) 이들 중 (a)

와 (b)는 급여부당이득에 해당하고, (c)는 침해부당이득에 대응하며, (d)는 비용지

출부당이득에, (e)는 구상부당이득에 각 대응한다.

영국법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이득의 근거 부존재

(absence of basi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착오(mistake)나 강박(duress)과 같은 여

러 종류의 부당요소(unjust factor)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아 왔다.33)

독일에서도 근래에는 유형론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부당이득을 단일한 것으로 이

해하는 이른바 신통일설(die neuen Einheitslehren)이 등장하였고,34) 또한 통일설과 

30) VII.-1:101: Basic rule
   (1) A person who obtains an unjustified enrichment which is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is obliged to that other to reverse the enrichment.
31)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4, 
2009, p. 3843; Christian von Bar and Stephen Swann, 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Unjustified Enrichment, 2009, p. 179; 박희호(주 29), 93-94면. Detlev W. Belling, 
“European Trends in the Law on Unjustified Enrichment - From the German 
Perspectiv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44, 2013, p. 59는 DCFR 및 같은 내용
인 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Unjustified Enrichment가 유형론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독일 법률가들에게는 실망스럽다고 한다.

32) VII.-4:101: Instances of attribution
   An enrichment is attributable to another’s disadvantage in particular where:
   (a) an asset of that other is transferred to the enriched person by that other;
   (b) a service is rendered to or work is done for the enriched person by that other;
   (c) the enriched person uses that other’s asset, especially where the enriched person 

infringes the disadvantaged person’s rights or legally protected interests;
   (d) an asset of the enriched person is improved by that other; or
   (e) the enriched person is discharged from a liability by that other.
33) Robert Goff and Gareth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8th ed., 2011, 1-18 ff. 이를 소개

한 국내의 문헌으로는 박세민, “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법학논

집, 제18권 제3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3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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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론 논쟁이 고도로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한, 실제 법적용을 위하여 직접

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35)

그렇지만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을 위해서는 유형론

이 의미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특히 부당이득이 손실을 입는 자의 행위로 인하

여 생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급여

부당이득에서는 부당이득이 손실자의 급여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급여를 한 자는 

급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가

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를 한 자에게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한 위험

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급여부당이득에서는 

부당이득 자체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이 부정되는 사

례가 자주 생기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가령 부당이득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민

법 제741조에서 제746조까지의 규정 가운데 일반조항인 제741조를 제외하면 나머

지 조항들은 모두 급여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들이다. 다른 한

편 독일에서는 급여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급여부당이득은 배제된

다는 논의가 있는데,36)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급여부당이득에서는 

급여를 한 자가 급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급여

부당이득에 의한 규율이 그러한 위험 예측을 고려하지 않는 비급여부당이득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

다.37)

마찬가지 맥락에서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기능 자체도 부당이득의 각 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4) 상세한 소개는 Schäfer(주 10), S. 402 ff. 참조.
35)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39. Visser(주 28), pp. 994 ff.는 독일법과 영미법

의 부당이득 분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겉보기보다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
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36) Staudinger/Lorenz, Neubearbeitung 2007, § 812 Rdnr. 62 참조.
37)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계약상의 비용상환청구

권과 비용지출부당이득의 관계이다. 대법원ﾠ2003. 7. 25.ﾠ선고ﾠ2001다64752ﾠ판결; 
2009. 3. 26. 선고ﾠ2008다34828ﾠ판결은,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
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
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계약에 의한 규율이 비용지출부당이득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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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기능

1. 부당이득법이 추구하여야 할 경제적 효율

일반적으로 효율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38) 우선 배분적 효

율(allocative efficiency)이란 한정된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의 효율을 말

한다. 만일 자원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렇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법경제학에서는 법제도를 설계

하고 운영할 때 이처럼 한정된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내지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생산적 효율(productive efficiency)이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서 어떻게 하면 그에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가, 또는 일정한 

자원을 투입하여 어떻게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대

개 특정의 재화를 생산할 때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지기 때문에 

생산적 효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달성 내지 재화의 생산이 사회 전

체적으로 보아 효율적인가, 즉 배분적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배분적 효율의 문제를 따져 본다.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것은 원래 일어나

서는 안 될 재화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재화가 누

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알기 어렵다. 예컨대 채무가 존재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 그 돈의 가치는 원

칙적으로 손실자(변제자)나 수익자(수령자)에게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9)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당이득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게 된

다. 따라서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

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부당이득은 불필요한 재화

의 이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재화의 이동을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하

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후적으로 일단 일어난 재화의 

이동을 그 전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그러한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나 비용이 소요된다. 사후에 일

38) 윤진수(주 8), 3-4면 및 그곳에 소개된 문헌 참조.
39) Peter K. Huber, “Mistaken Transfers and Profitable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s: An 

Economic Analysis”, 49 Louisiana Law Review 71, 7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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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어난 재화의 이동을 복귀시키기 위하여는 재판이나 집행 등의 비용이 소요된

다. 반면 사전에 그러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당사자들이 이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또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지출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유용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

용을 줄이는 것이 배분적 효율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

전적 비용과 사후적 비용,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위 두 비용의 합계를 줄이는 것

이 효율의 관점에서는 요청된다. 사실 사법상의 많은 문제는 이와 같이 거래비용

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40)

다만 구상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는 구상의 근거가 되

는 타인의 채무 변제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러한 변제를 억제하려

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당이득에 기한 구상을 인정하는 것은 그

러한 변제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가 문제된다.

다른 한편 부당이득 중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생산적 효율의 관점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제1차적인 목적이 불법적인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급여 자체의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어떤 것을 

불법적인 거래라고 하여 금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지를 위하여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생산적 효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침해부당이득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기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침해부당이득부터 시작하는 편

이 이해하기 쉽다. 만일 침해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컨대 다른 사람이 나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나는 소유

권을 행사하여 그 사람을 나의 토지로부터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침해부

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동안 그 토

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본 반면, 그 사람은 이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

40) 윤진수(주 8),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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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침해부당이득이라고 하

여 항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하여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

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41)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임차인의 점유

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이를 반환하여

야 한다.42)

만일 손실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가 그러한 손

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가 비용을 지출하

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으로는 반환을 받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령 상대방이 무

자력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이 처음부터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봉

쇄되는 것이므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되고, 따라서 그 자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경제학적 논의와 같은 것이다. 배타적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자는 현실

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배타적 재산권이 인정되어,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침해에 대하여 

법이 개입하여 소유권을 지켜준다면, 개인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비록 법의 집행

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줄어

들 것이다. 나아가 그가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할 인센티브도 감소된다. 이

것이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한 법경제학의 일반적인 

설명이다.43)

41) 대법원ﾠ1977. 9. 28.ﾠ선고ﾠ77다1241, 1242ﾠ전원합의체 판결.
42) 대법원ﾠ1981. 1. 13.ﾠ선고ﾠ80다1201ﾠ판결; 1989. 2. 28.ﾠ선고ﾠ87다카2114, 2115, 2116ﾠ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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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은 침해부당이득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일단 배타적인 재산권이 이미 설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배타

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미 

설정된 재산권의 보호는 공허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쓸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예

컨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높은 담장을 설치하

고, 경비원을 고용하여 계속 순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이 개입하

여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면, 소유자는 좀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44)

다른 한편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에 왜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손실자가 

입은 손실이 수익자가 얻은 이익보다 큰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부당이득에서는 수익자가 이득을 얻게 된 데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것을 반환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이익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이는 

위험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체계상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으

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면왜 법은 이익은 ― 비록 손실자의 손실을 한도로 하기는 

하지만 ― 반환하게 하는가?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만을 반환한다면, 그는 재

화의 이동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상태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적어도 사전적으로는(ex ante) 자

기가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에 수익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대체로 불법행

위에 해당할 것이다. 예컨대 사기나 강박 등. 그렇지만 만일 수익자가 자신의 이익 

범위를 넘는 손실자의 손실까지 보상하여야 한다면, 수익자는 재화의 이동이 생기

기 전보다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43)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6th ed., 2003, pp. 32 ff.; Steven Shavell,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2004, pp. 11 ff.; Robert Cooter and Thomas S. 
Ulen, Law & economics, 5th ed., 2008, p. 80 ff.; 윤진수(주 8), 15면 등 참조.

44) Schäfer(주 10), S. 711도 같은 취지이다. 다른 한편 Reinhard Ellger, Bereicherung durch 
Eingriff, 2002, S. 248 ff.는 배타적인 재산권의 보장이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는 관점에서 침해부당이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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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한다면, 손실자의 손실 범위 안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수익자에게 따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반환하

지 않게 하는 것보다 손실자에게 유리한 반면, 수익자에게는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효율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급여부당이득

급여부당이득의 경우에도 사정은 기본적으로는 침해부당이득과 마찬가지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손실과 그에 따르는 이익이 손실자가 급여를 함으로

써 발생하고, 손실자가 급여를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러므로 손실의 발생 여부는 제1차적으로 손실자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손실의 발생이 손실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침해부당이득과는 다르다.

급여부당이득이 생긴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급여를 하려는 자가 매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급여를 하였

으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한 것은 그대로 급여자의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하려는 자가 손실을 입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

다. 그러나 급여부당이득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면, 그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줄

어들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의 거래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점에서 효율을 

증진시킨다.45) 물론 급여자가 이러한 위험을 예상하고, 급여를 반환받지 못할 가

능성을 계산에 넣어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반대급여에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위험회피적(risk-averse)이므로, 그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반대급여의 

액수는 실제의 위험보다 더 커지게 되며, 이 또한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급여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손실자가 급여를 할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자신이 결정하므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보다는 작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일단 발생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비용보다 적다면, 급여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감수하게 하

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비채변제의 문제를 살펴

45) Huber(주 39), p. 80; Wonnell(주 4), p.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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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다시 언급한다.

4. 비용지출부당이득

민법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인정하

고 있다. 그런데 효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

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비용 상환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수익자의 의사

에 관계없이 수익자와 비용지출자 사이에 계약을 성립하게 하여 수익자에게 비용

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점유자가 집을 수리하고, 나아가 

유익비까지 지출하였으나, 소유자는 그 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처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점유자가 선의, 즉 자신이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비용 상환을 

인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점유

자가 어느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

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타인의 소유라고 밝혀지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점유자는 그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

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게 될 우려가 있다.46)

특히 비용지출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진다. 민법상으로는 타

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비용을 지출

한 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가 유익비의 상환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악의의 점유자가 비용 지출에 관하여 소유자의 동

의를 얻는 데는 특별히 정보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 민법은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

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996조).47)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

46) Huber(주 39), p. 99는 착오로 인한 가치 증가의 경우에 이득의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착오로 인한 개선을 피하기 위한 과다한 유인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면서, Levmore가 
이러한 경우에 반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착오를 범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는 것{Saul Levmore, “Explaining Restitution”, 71 Virginia Law 
Review 65, 87 (1985)}은,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착오를 회피할 필요가 없는데도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47) 이준현, “점유자-회복자 관계에 관한 민법개정 제안”, 민사법학, 제53호(2011), 219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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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객관적으로는 이익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도, 수익자의 주관적인 의사에는 부

합하지 않는, 이른바 강요된 이익(aufgedrängte Bereicherung)의 경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주장이 있다.48)

미국 법의 전통적인 태도는 가치증가(improvement)를 한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각 주는 이른바 ‘가치증가 법률(betterment 

acts)’ 또는 ‘점유 원고 법률(occupying claimant acts)’이라는 성문법을 제정하여, 선

의로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자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49) 2010년 미국법학원(The American Law Institute)이 발간한 

제3차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50)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즉 

타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가치를 착오로 증가시킨 사람은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소유자에게 강요된 교환을 하게 하는 착오로 인한 

가치증가에 대한 구제는, 소유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51) 

DCFR은 이 점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가치를 증가시킨 사람은 그 손실에 대하여 임의로 착오 

없이 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

한다.52)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이를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제203조를 개정하자고 제안한다.

48)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194 ff. 또한 梁彰洙(주 10), 377-378면 참조.
49)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Vol. 1, 2011, §10 comment a, b (pp. 111 ff.); Andrew Kull, “Mistaken 
improvements and the restitution calculus”, in David Johnston and Reinhard 
Zimmermann eds., Unjustified Enrichment: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2, pp. 
376 ff.

50) 정확한 명칭은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이다. 
그 보고자는 Andrew Kull 교수이다.

51) §10. Mistaken Improvements
   A person who improves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acting by mistake, has 

a claim in restitution as necessary to prevent unjust enrichment. A remedy for mistaken 
improvement that subjects the owner to a forced exchange will be qualified or limited 
to avoid undue prejudice to the owner. 
  뿐만 아니라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 제4항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원리
(limiting principle)로서, 이득 반환의 책임이 선량한 수익자로 하여금 강요된 교환
(forced exchange)에 복속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52) Von Bar and Swann(주 31), Article 6:101 notes 17 (p. 490). DCFR VII.-2:101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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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상부당이득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일반적

으로는 변제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자는 

변제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권한

에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가령 어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와 같은 경우에, 먼저 변제를 한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하지 못한다면,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어, 채무자들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므로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53)

그런데 문제는 변제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은 제3자가 채무자의 요구가 없

거나 나아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변제자

의 구상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륙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제3자에

게도 구상을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그러한 제3자는 쓸데 없이 간섭

하는 것으로 보아,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54) 그런데 미국의 제3차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 제22조는 채무자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제3자도 변제를 하고 채무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다. 즉 원래 채무 대신 부당

이득채무로 바뀌더라도 채무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생활 필수품을 제

공하여야 하는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절박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경우 및 채무자가 

공공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행이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일반적인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채무자와 합의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한다.55)

민법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없고, 또 이해관계 없는 

는 손실자가 손실에 자발적으로 착오 없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은 정당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3) 건설공제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54) Nikki Cohen and Daniel Friedmann, “Payment of Another’s Deb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Ⅹ, 2007, ch. 10 ss. 12 ff.

55)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49), §22 comment b, f. (pp. 31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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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469조). 따라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당사자가 이를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변제

할 수 있고, 또 구상도 할 수 있다. 다만 제480조는 이러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56)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채무자가 손해를 입는 일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도 허용하지 않을 적극적인 이유

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변제에 

의한 대위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이 인정된다는 데 대해 이제까지 별

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원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의 구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각 주의 입법 또는 판례

에 의하여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

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57) 그런데 

이에 대하여 미국의 법경제학자들 상당수는 구상을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

율적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구상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동불법행위자 각자

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오히

려 구상 청구를 인정함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의 비용만을 증가시키므로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이다.58) 이는 대체로 불법행위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을 때, 

기여과실 규칙(contributory negligence rule)을 채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손

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과 비교과실 규칙(comparative negligence rule)을 채

56) 그러나 金炯錫(주 26), 354-355면은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
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739조 제3항이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제3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에 의하여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57) 권영준,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민사법학, 제64호(2013), 323면 
이하 참조.

58) William M. Landes and Richard A. Posner, “Joint and Multiple Tortfeasors: An 
Economic Analysis”, 9 Journal of Legal Studies 517, 529-530 (1980);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Contribution and Claim Reduction Among Antitrust 
Defendants: An Economic Analysis”, 33 Stanford Law Review 447 (198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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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논쟁과

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을 부정하는 견해는 비교과실 

규칙보다는 기여과실 규칙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59)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구상을 인정하는 것이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반론

도 있다.60)

Ⅳ. 비채변제의 경제적 분석

1. 법률과 판례

민법 제742조는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

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또는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61) DCFR

은 일반적으로 손실자가 손실에 임의로 착오 없이 동의한 때에는 이익이 정당화된

다고 규정한다.62)

그런데 프랑스 법계의 나라들에서는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판례는 주관적 비채변제(l’indu subjectif)와 객관적 비채변제(l’indu ob-

jectif)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변제자의 착오가 반환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주관적 비채변제란 진정한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이행을 채권자 아닌 제3

자에게 하는 경우, 또는 거꾸로 진정한 채권자가 그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행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객관적 비채변제란 변제에 대응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즉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그 근거

가 되는 권원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63)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손실자가 적극적으로 착오를 주장 증명할 필요는 

59) Posner(주 43), pp. 172 ff. 등.
60) 이동진,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

(2012), 73면 이하 등. 
61) 독일 민법 제814조; 스위스 채무법 제63조 제1항; 오스트리아 민법 제1431조 등.
62) VII.-2:101 (1) (b).
63) Cass. ass. plén., 2 avril 1993, D. 1993.373 등. Philippe MALAURIE, Laurent AYNÈS, 

Philippe STOFFEL-MUNCK, LES OBLIGATIONS, 5e édition, 2011, no. 1043; 정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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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상대방이 손실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반환청구는 배제된

다는 설명도 있다.64)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어도 변제를 강

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

다.65) 그리하여 원고가 공장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 인수하지 않은 매도인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부득

이 변제하게 된 경우66)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를 그 지

정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분할매매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대한주

택공사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여 납입할 의무가 없는 분할매매대금 지급 연체

료를 지급한 경우67)에는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분석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채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였다면, 그 변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반환되

어야 하고, 변제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의 근거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그러한 자는 

공평의 이상에서 보아 보호할 필요가 없고,68)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금반언의 원

칙에 반한다는 것이다.69) 민법 제742조와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814조에 대한 독일 학설의 설명도 대체로 반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에서 찾고 있다.70) 그러나 

“프랑스의 부당이득법”, 財産法硏究, 제29권 제2호(2012), 73-75면 참조.
64) Peter Schlechtriem, Restitution und Bereicherungsausgleich in Europa, Bd. Ⅰ, 2000, S. 

115; Staudinger/Lorenz, § 812 Rdnr. 1 등.
65) 대법원ﾠ1988. 2. 9.ﾠ선고ﾠ87다432ﾠ판결; 1996. 12. 20.ﾠ선고ﾠ95다52222, 52239ﾠ판결 등.
66) 위 대법원ﾠ1988. 2. 9.ﾠ선고ﾠ87다432ﾠ판결; 1992. 2. 14.ﾠ선고ﾠ91다17917ﾠ판결 등.
67) 대법원ﾠ1997. 7. 25.ﾠ선고ﾠ97다5541ﾠ판결.
68) 郭潤直(주 11), 361면.
69) 金亨培(주 5), 120면.
70)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2; Reuter/Martinek(주 10), S. 183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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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금반언 또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

동의 금지는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제742조는 변제

를 받는 상대방이 채무 없음을 안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 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제한 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그러한 청구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러

한 자가 일단 변제를 한 후 다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채무 변제를 거

부하였더라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소송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이 그러한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채무자가 일단 

변제하고 반환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

게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카나

리스는 비채변제 반환 금지의 근거를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에서 찾으

면서도, 이는 신뢰보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없음을 알면서도 급여를 한 

자는 이행의 거부라는 자기 보호를 위한 쉬운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희소한 자원인 법원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

다.71)

이렇게 볼 때 판례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변제자가 비록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

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자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변제를 하였다가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변제를 거절하는 것보다 손해가 적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이

러한 판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72)

반대로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변제자가 채무의 존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분쟁을 종

료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73) 이 경우에는 변제자는 청

71)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Ⅱ Halbband 2, 1994, 
S. 160 f. 梁彰洙(주 10), 386면도 이를 인용하면서 지지하고 있다.

72) 梁彰洙(주 10), 394면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임의성｣이 없다기보
다는 ｢합리적 사정｣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한다. 독일의 판례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와 같이 압박을 받은 경우나, 자신의 자동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견인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다.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10 참조.

73) 국내의 학설로는 梁彰洙(주 10), 392-393면; 독일에 관하여는 Staudinger/Lorenz,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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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다는 의식적인 결정

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74)

결국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

럼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보아야만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Ⅴ.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1. 판례와 학설

대법원ﾠ2003. 12. 26.ﾠ선고ﾠ2001다46730ﾠ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가인유통이라는 회사는 피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를 호수별로 분할하여 분양하여, 원고들이 가인유통으로부터 상가를 분양

받았다. 원고들은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가인유통에 지급하거나 가인유통의 지시

에 따라 피고가 개설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 후 가인유통이 피고에 대한 매매대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송금을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

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급부관

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하였지만, 그것은 원고들의 가인유통에 대한 급부

와 가인유통의 피고에 대한 급부가 아울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Rdnr. 6; 미국에 관하여는 American Law Institute(주 49), §6 comm. e 등. 또한 Von 
Bar and Swann(주 31), Article 2: 101 note 77 참조.

74) American Law Institute(주 49), §6 com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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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은 가인유통과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원고들과 가인유통 사이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상대방인 가인유통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데, 왜냐하면,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

다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판결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른바 3각관계의 부당이득 문제이다. 즉 재화의 

이동에 3인이 관여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사건을 3각관계 중 한 유형인 지시

(Anweisung)에 의한 단축급여(gekürzte Leistung)의 문제로 파악하여, 급여는 피지

시자인 원고가 지시자인 가인유통에게, 지시자인 가인유통은 제3자인 피고에게 한 

것이지 피지시자인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급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대체로 독일의 판례와 같다.75) 그러나 이처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급여가 있는가 

하는 기준에 의한 해결에는 문제점이 있다.76) 첫째, 위와 같은 경우에 왜 원고와 

가인유통, 가인유통과 피고 사이에만 급여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급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이 우선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

한 근거로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살펴

볼 대법원ﾠ2005. 7. 22.ﾠ선고ﾠ2005다7566, 7573ﾠ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

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77)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75) BGHZ 40, 272 등.
76) 梁彰洙(주 10), 208면 이하 참조.
77) 裵豪根,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
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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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급여를 한 것이므

로 낙약자와 제3자 사이의 급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

례는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한 것이다.78)

2. 분석

그러므로 위 2001다46730ﾠ판결의 주된 논거는 결국 피지시자인 원고들이 제3자

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독일의 카나리

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79) 

카나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하자 있는 원인관계(계약관계)에서의 

당사자들이 취득하는 대항사유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제3

자가 부당이득관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서는 안 된다. 둘째, 원인관계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3자의 관계에서 

취득하는 대항사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셋째, 무자력의 위험은 정당하게 분배

되어야 한다. 즉, 계약당사자는 스스로 상대방을 선택하였고, 그에 있어서 상대방

의 자력을 신뢰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원칙적으로 신뢰한 결과, 즉 상대방의 무자

력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80) 이러한 주장

은 결국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위험을 자신이 부

담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각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남아프리카의 학자인 다니엘 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 례해설, 제57호(2006), 309면 이하는 이 판결을 대법
원ﾠ2003. 12. 26.ﾠ선고ﾠ2001다46730ﾠ판결과 같이 단축된 급부이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 판결과 같은 취지, 대법원ﾠ2010. 8. 19.ﾠ선고ﾠ2010다31860, 31877ﾠ판결.

78) 이 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하여는 梁彰洙(주 10), 209면 이하 참조.
79)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金大元,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

을 매수한 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 례해설, 제47호(2004), 91-92면 참조.

80) Claus-Wilhelm Canaris, “Der Bereicherungsausgleich im Dreipersonenverhältnis”, in 
Gesammelte Schriften, Bd. 3, 2012, S. 719 ff. 원래의 출전은 Festschrift für Karl Larenz 
zum 70. Geburtstag, 1973이다. 또한 Larenz/Canaris(주 71), §70 Ⅵ 1. (S. 24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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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3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험부담 분배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즉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에 따르는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

여야 하고, 채무를 2중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채권을 두 번 주장할 수 있어서는 안 되고, 계약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의 항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81)

이러한 위험부담 분배의 문제는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

다.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는 것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떤 위험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누가 그 위험

을 가장 작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인가(the superior risk bearer) 하는 기준

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면에서 효율적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신

의 예금통장의 비 번호를 자기의 전화번호 끝 네자리로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예금주 집에 들어가서 예금통장을 훔친 후 비 번호가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내고 

은행에 가서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은행은 그 도둑에 대한 예

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에 의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ﾠ2007. 10. 25.ﾠ선고ﾠ2006다44791ﾠ판결의 원심판결은, 이러한 경

우에 은행이 단순히 인감대조 및 비 번호의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보아 예금 지급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서,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 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

다는 점을 들고 있다.82) 즉 이 판결은, 예금통장이 절취되어 부당인출되는 위험을 

비 번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예금주가 은행보다는 더 작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위험은 비 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예금주에게 부

담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83)

81) Daniel Visser, “Searches for Silver Bullets: Enrichment in Three-party Situations”, in 
David Johnston and Reinhard Zimmermann eds.(주 49), pp. 530 ff.

82) 같은 취지, 대법원ﾠ2013. 1. 24.ﾠ선고ﾠ2012다91224ﾠ판결.
83) 그런데 서희석, “훔친 통장과 인장을 이용한 예금인출의 유효성”, 소비자문제연구, 제

35호(2009), 41면 이하, 특히 53면 이하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의 관리의무를 부여하
는 것이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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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보는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누가 위험을 가장 작은 비

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시에 의한 단축된 급여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급여를 

한 피지시자가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은 제3자보다 중간자인 지시자의 무자력 위험

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지시자가 결과적으로 손

실을 보게 되는 것은, 대개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에 이행하거나 하

지 않고, 먼저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지시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제3자로서는 피지시자

보다 더 용이하게 그러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급여를 

한 사람과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험에 대비할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급여를 한 사람이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지시자의 무자력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위험 전가를 위한 소송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

에 따라 제3자에게 급여를 한 사람은 지시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고, 제3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도록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DCFR은 손실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또는 존재하였다고 생각된 채무를 이행함

으로써 수익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손실자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였으면 

이익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VII.-2:102). 그 근거는, 다른 사람

에 대하여 (진정한 또는 외관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구

제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으

로부터 반대급여를 기대하였을 것이고,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던 망외의 이익을 얻게 하

는 것이며, 원래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계약 상대방의 도산 위험을 회피하

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84)

이 아니라고 하여 이 판결을 비판한다. 그렇지만 예금자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기 어려운 것으로 정하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한데 비하여,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져야 한다면 예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번 확인하여야 하므로, 어느 쪽이 비용
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하는 점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은행이 자기의 전화번호와 같은, 제3자가 알아내기 쉬운 번호를 비밀번호로 
하지 못하게 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필자의 강의 시간에 수강생
이 제기하였던 의문이다. 이 또한 거래비용 절감의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으나, 지급 
당시의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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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이러한 경우에 피지시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는 원래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는 지시자에 대

하여 반대급여를 하였을 것인데, 제3자가 피지시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

다면, 그는 지시자에게 한 반대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청구가 실

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는 지시자와 피지시자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는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비

용이다.

3. 제3자가 악의이거나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런데 제3자가 악의이거나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하

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선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ﾠ2008. 9. 11.ﾠ선고ﾠ2006다46278ﾠ판결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조합

원들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직접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에게 납부하였는데, 위 추가부담금 

납부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 조합원들이 공사 시행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서 위 대법원ﾠ2003. 12. 26.ﾠ선고ﾠ2001다46730ﾠ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급부는 원고들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추가부담금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재건축조합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도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재

건축조합의 지시 등으로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삼선동재건축조합과 사이의 재건축사업공사계

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로서 원고들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

로 피고가 그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에게 추

가부담금 등을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임시총회와 정산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

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이득자가 손실자의 부당한 출연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잘 알 수 있었을 

84) Von Bar and Swann(주 31), Article 2:102 comments B. 5 (pp. 30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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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이득이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침해부당이득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손실자가 스스로 이행한 급부의 청산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관계에 관련된 이 사건에는 원용될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조합원이 피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원인인 추가부담금 

납부결의가 무효였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들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에는 그 결의가 무효임을 몰랐던 조합원들보다는 그 무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공회사가 그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을 더 쉽게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연방대법원 1983. 6. 16. 판결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지

급지시를 철회하였고, 수취인이 이를 알았는데도 은행이 착오로 수취인에게 수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은 수취인에 대하여 그 지급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신뢰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85) 이러한 독일의 판례는 위와 같이 급여자와 지시자 사이의 급여를 하

게 된 원인관계(보상관계)가 무효임을 제3자가 안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가지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 악의의 제3자가 계약 당사자보다 더 쉽게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이 취급할 수 있다.86)

또 다른 경우로는 제3자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이 때에는 제3자에

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서는 그 이익을 얻기 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

출할 이유는 없고, 따라서 그 점에서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제3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러한 손실

은 손실자가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상계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경

85) BGHZ 87, 393 = NJW 1983, 2499. 독일의 학설은 대체로 이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110 ff.; Staudinger/Lorenz, § 812 
Rdnr. 51 (S. 144 ff.); Larenz/Canaris(주 71), S. 229 ff. 등. 또한 金亨培(주 5), 300-301
면 참조.

86) Christian-Michael Kaehler, Bereicherungsrecht und Vindikation, 1972, S. 105 f.; 201 ff.는 
아래에서 설명할 독일 민법 제822조는 제3자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제3자
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만, 제3자가 악의인 경우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는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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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87) 그 

근거로는 민법 제472조가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든다.88) 이러한 설명은 법률적인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그러한 경우에 본인이 무상으로 그러한 이익을 얻

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 전용물소권에 관하여 살펴볼 

때 다시 언급한다.

참고로 영국 High Court가 2012. 3. 2. 선고한 Investment Trust Companies (In 

Liquidation) v Revenue and Customs Commissioners 판결을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영국 국세청

(HMRC)에 납부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

하여 부정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였던 원고가 직접 국세청을 피고로 하

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었다. 헨더슨 판사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 이익(direct benefit)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가 문제라고 하면서, 

관련 판례와 문헌을 상세히 인용한 다음, 간접적 수익자(indirect recipients)에 대하

여 자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명확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

반적으로는 직접적 이득(direct enrichment)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제한

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어느 경우에 그러한 예외를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원고의 

지급과 간접적 수익자의 이득 사이에 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필요

성; 이중으로 보상받을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당사자 사이의 계약들과

의 충돌을 회피할 필요성, 특히 계약과 저촉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계약의 상대

방을 건너뛰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구제수단을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 그

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하였다.89)

4.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이러한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가 제3자에 

87) 梁彰洙(주 10), 194면; Staudinger/Lorenz, § 812 Rdnr. 34 등.
88) 梁彰洙(주 10), 194-195면.
89) [2012] EWHC 458 (Ch), paras.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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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

인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판례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

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

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90) 이 문제에 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으나,91) 판례의 결론은 지지될 수 있

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제3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

함인데, 이것이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 아니기 때문이다.92)

그리고 채권이 양도되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는데, 그 후 채권 발

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

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양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도 역시 3각관계 문제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ﾠ2003. 1. 

24.ﾠ선고ﾠ2000다22850ﾠ판결은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양수인반환설)도 있으나,93) 반대하는 견

해(양도인반환설)도 있다.94) 반대하는 견해는 이 문제를 지시사례와 마찬가지로 

90) 대법원ﾠ2005. 7. 22.ﾠ선고ﾠ2005다7566, 7573ﾠ판결; 2010. 8. 19.ﾠ선고ﾠ2010다31860, 31877
판결.

91) 판례지지: 裵豪根(주 77). 판례반대: 김병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
환관계”,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2012), 409면 이하.

92)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194; Von Bar and Swann(주 31), Article 2:102 
Comm. B. 8.

93) 梁彰洙,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民法硏究, 
제7권, 2003, 371면; 김동훈, “채권양도와 계약해제”, 試硏究(2003. 6), 290면; 박세
민, 三角關係上의 不當利得, 2009, 394면 이하 등.

94)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다수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민사법학, 제30호
(2005), 301면 이하; 鄭泰綸,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비교사법, 제14권 제4호(2007), 205면 이하; 전재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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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즉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는 양수인이 무자력이 되거나 

이득의 소멸로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위험을 채무자에게 돌리지만, 이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무자력위험은 그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한 타방당사자가 부담하여

야 하고 제3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계약법 일반원칙에 반하고, 채무자

보호라고 하는 채권양도법의 원칙에도 반하며, 원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양수

인을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 해석함으로써 원계약상 채무들간의 쌍무성을 부인하

거나, 채무자와 양도인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대항사유를 부당하게 박탈하

여서도 안된다고 한다.95) 

다른 한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청구하

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96)

이 문제에 관하여는 독일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판례와 다수설은 채무자는 양도

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양수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도 적지 

않다.97) 양수인청구설은, 채권양도의 경우는 지시사례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

우와는 달리,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

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자신이 정당하게 변

제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으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양수인

에게 변제할 때에는 양수인의 무자력 위험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98) 

생각건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채권양도의 경우도 지시사례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채무

수인이 매매잔대금 채권 양수인에게 일부 변제 후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
회복 청구의 상대방”, 법률신문 제3686호(2008. 10. 2.), 14면; 김창희, “지명채권양도 
후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圓光法學, 제27권 제3호(2011), 249면 이
하; 배성호,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법학연구, 제37집(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67면 이하. 또한 김형배(주 5), 327
면 이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관하여).

95) 최수정(주 94), 314면. 같은 취지, 金亨培(주 5), 327면; 전재우(주 94), 14면; 김창희
(주 94), 259면 이하; 배성호(주 94), 284면 등.

96) 鄭泰綸, “民法 제548조 제1항 但書의 제3자의 범위”, 民事判例硏究, 제31권, 2009, 
325면 이하. 김창희(주 94), 270면도 양도인 청구설의 근거로서 이 점을 들고 있다.

97) 독일 판례와 학설의 상황에 대하여는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202 ff; 
Staudinger/Lorenz, § 812 Rdnr. 41; 鄭泰綸(주 94), 212면 이하 등 참조.

98) MünchKommBGB/Schwab, § 812 Rdnr. 20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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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단 채권자와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인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그로 인한 

위험을 양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양수인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할 이유도 없다.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무자가 불리하여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리하게 될 이유도 없기 때

문이다.99) 양도인이 무자력이라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청구하려고 하겠지만, 양

수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양도인의 무자력까지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양수인은 다시 양도인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채무자가 직접 양도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관철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

다. 제일 큰 문제는, 양도인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에게

는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지시사례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채권

이 양도되면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더 이상 변제 또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

으므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것이 곧 양도인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래의 급여 개념을 전제로 하는 한, 이 점이 양도인반환설

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양도인의 반환의무를 긍정하는 설

은,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다거나,100) 양도인은 양

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출연 자체를 이득하였고, 따라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101) 이는 말하자면 양도인에게 이익이 있었다고 의제하

는 것에 가깝다.102)

다른 한편 양도된 채권의 발생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수인이 제548

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99) 전재우(주 94), 14면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100) Larenz/Canaris(주 71), S. 238.
101) 최수정(주 94), 327면.
102) Kupisch, Gesetzespositivismus im Bereicherungsrecht － Zur Leistungskondiktion im Drei- 

Personen-Verhältnis, 1978, S. 84{최수정(주 94), 318면 주 43)에서 재인용}. 양도인반환
설을 지지하는 Stephan Lorenz는, 확립된 급여개념에 의하여 부당이득관계를 확정하
는 것에서 벗어나서, 양도된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관계에 청산을 지탱하는 기능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Staudinger/Lorenz, § 812 Rdnr.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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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쌍무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그러한 부담을 안

고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는 계약 해제의 항변을 양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가령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

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채무자는 해제의 해방효에 따라 양수인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채무자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여 선의의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103)과는 구별된다. 그러

므로 양수인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채무의 변제를 받았

어도, 양수인이 부담하고 있던 계약 해제의 위험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변제받았던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Ⅵ. 전용물소권

1. 판례와 학설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 actio de in rem verso)이란, 계약상의 급여가 계약상대

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 급여를 행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104) 예컨대 어떤 물건

의 소유자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의 수리를 맡겨 그 물건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수리한 수급인(급여자)이 도급인(중간자) 아닌 소유자(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엄 하게 본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소유자에게 급여를 한 것은 아니므로, 급여부당이득이라기

보다는 비용지출부당이득에 해당하겠지만, 그 이익이 청구자의 급여에 의하여 발

생한 것이므로 급여부당이득과 접한 관련이 있다.

대법원ﾠ2002. 8. 23.ﾠ선고ﾠ99다66564, 66571ﾠ판결은, 건물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피고에게 건물의 수리를 맡겨, 건물의 가치

103) 대법원ﾠ2011. 4. 28.ﾠ선고ﾠ2010다100315ﾠ판결.
104) 金亨培, “不當利得과 多數當事者”, 試硏究(2004. 12), 35면 등. 문자 그대로는 이익

에(in rem) 轉用된 것(verso)에 대한(de) 訴權(actio)을 의미한다. 위 같은 면.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280면은 ‘利益轉用訴權’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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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한 경우에, 피고가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즉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

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

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

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

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

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

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105)

학설상으로는 전용물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106) 제한적으로

만 인정하려는 견해,107) 전면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108)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급여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전용물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중간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급부자에게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는 극히 복잡한 관계를 

낳게 되며, 급여자가 스스로 부담한 위험이 현실화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을 제3

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고, 급여자는 수익자가 중간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대항받지 않고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급여자는 중

간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행사하면 그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용물소권을 인정하

105) 대법원ﾠ2005. 4. 15.ﾠ선고ﾠ2004다49976ﾠ판결; 2010. 6. 24.ﾠ선고ﾠ2010다9269ﾠ판결; 
2011. 11. 10.ﾠ선고ﾠ2011다48568ﾠ판결; 2013. 6. 27.ﾠ선고ﾠ2011다17106ﾠ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106) 梁彰洙(주 10), 231면 이하; 金亨培(주 104), 36면 이하; 諸哲雄, “3자관계에서의 부
당이득: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스티스, 제67호(2002), 54면 이하; 홍
성주,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 判例硏究, 제14집(釜山判
例硏究會, 2003), 74면 이하 등.

107) 鄭泰綸, “轉用物訴權에 관한 一考察”, 비교사법, 제9권 제1호(2002), 214면 이하; 김
판기, “轉用物訴權”, 法曹(2006. 10), 152면 이하.

108) 정상현⋅이승현,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 成均館法學, 제24권 
제3호(2012), 37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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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법상의 명문규정이 없고, 외국에서도 서구의 입법례가 전용물소권의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도 부정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109) 또한 중간자가 수익자에

게 무상으로 출연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

당이득반환채무자가 반환할 것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악의자일 경

우에만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민

법 제747조 제2항의 가치평가에 반한다고도 지적한다.110) 다만 이 설에서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본인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근거로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

다는 민법 제472조 등에서 행하여진 평가를 이러한 경우에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든다.111)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은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인용하면서, 

중간자가 무자력이고,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수익자의 이득이 정당화될 수 있

는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물소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

러한 경우에는 부정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112)

반면 전면적 인정설은, 급부자의 중간자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

인 수익자에게 전용되어 이득으로 귀속되는 반면, 중간자의 반대급부는 실현되기 

곤란하여 급부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이득과 손실 사이에 사회통념상

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급부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의 행사로서 전용물소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113)

2. 분석

앞에서 3각관계의 지시사례에서 일반적으로 피지시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

109) 梁彰洙(주 10), 231면 이하.
110) 諸哲雄(주 106), 72면.
111) 梁彰洙(주 10), 194-195면. 諸哲雄(주 106), 75면도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

을 인정한다.
112) 鄭泰綸(주 104), 214면 이하. 김판기(주 107), 153면 이하는, 급여자가 중간자에 대하

여 이행한 급부가 중간자-수익자간의 무상관계에 의해 수익자에게 귀속하여, 중간자
는 수익자에게 아무런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을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3) 정상현⋅이승현(주 108), 37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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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전용물소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급여자는 중간자와 거래를 한 이상, 그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은 스스

로 부담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수익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시사례와 마찬가지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 비효율적

이다.114)115)

그러나 수익자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수익자가 무상으로 이

익을 얻은 경우에는 전용물소권을 인정하고 있다.116)

 독일 민법은 제822조에서 무상의 제3취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는데,117)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8) 프랑스의 판례는 1892년 이른바 부

디에(Boudier) 판결 이래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근래의 판례는 제3취

득자에게 중간자와의 사이에 계약과 같은 이익의 원인이 없어야 하고,119) 어느 자

114) DCFR VII.-2:102 (b)도 이익이 손실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 이행의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할 때에는 이득은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용물소권과 같은 경우
를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이다. Von Bar and Swann(주 31), 2:102 Comments C. 11 
(p. 308) 참조.

115) Levmore(주 46), p. 88은,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하
는 보통법의 원칙은 신용의 위험을 하수급인에게 돌림으로써, 하수급인이 원수급인
의 신용을 조사하여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과의 거래에서 위험 수수료를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영국의 버크스는 손실자는 자기가 선택한 계
약 상대방과 거래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고, 손실자가 무자력한 중간자를 건너뛰
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도산법 체제가 파괴된다고 지적한다. Peter Birks “At 
the Expense of the Claimant: Direct and Indirect Enrichment in English Law”, (2000) 
Oxford U Comparative L Forum 1 at ouclf.iuscomp.org, Ⅲ (3) (d).

116) Wendehorst(주 28), S. 110 f. 참조.
117) 제822조: 수령자가 취득한 것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출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

령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배제되는 한도에서, 제3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로부터 
법적 원인 없이 출연을 받은 경우에 준하여 반환의 의무를 진다(Wendet der 
Empfänger das Erlangte unentgeltlich einem Dritten zu, so ist, soweit infolgedessen die 
Verpflichtung des Empfängers zur Herausgabe der Bereicherung ausgeschlossen ist, der 
Dritte zur Herausgabe verpflichtet, wie wenn er die Zuwendung von dem Gläubiger 
ohne rechtlichen Grund erhalten hätte). 
  이 규정은 선의의 수익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현존이익을 상실하여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에 적용된다. 중화민국 민법 제183조, 이탈리아 민법 제2038
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118) Staudinger/Lorenz, § 822 Rdnr. 1; Hans Josef Wieling, Bereicherungsrecht, 4. Aufl., 
2007, S. 84 등.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 尹眞秀   143

의 재산이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의 희생하에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타인

이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이나 준계약, 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소권”도 가지지 못할 경우에만 부당

이득반환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120)

미국의 제3차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청

구인이 제3자에게 계약상의 이행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약정 보상을 받지 못하였

고, 청구인의 보상되지 않은 이행이 피고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몇 가지 조건이 갖

추어졌을 때에는 청구인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그중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이 없다면 청구인이 이행에 대하여 보상을 받

을 수 없고, 피고가 청구인의 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지급할 책임 없이 무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121) 일본의 판례는 처음에는 전용물소권에 기한 부당이

득 반환청구를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하다가,122) 나중에는 수익자가 대가관계 없

이 이익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123)124)

수익자가 중간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

로 부정하는 학설이 지적하는 문제점, 즉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수익자에 대

하여 어떤 반대급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 전용

물소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익자도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

가 이러한 경우에 수익자로서는 중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

득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려고 

119) 무상의 계약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학설이나 하급심 판례는 포함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120) MALAURIE, AYNÈS, STOFFEL-MUNCK(주 63), nos. 1056 et s.; 정태윤(주 63), 85면 
이하 참조.

121) §25 (2) (b): Absent liability in restitution, the claimant will not be compensated for the 
performance in question, and the defendant will retain the benefit of the claimant’s 
performance free of any liability to pay for it. 

122) 일본 最高裁判所 1970(昭和 45). 7. 16.(民集 24-7, 909면 이하)
123) 일본 最高裁判所 1995(平成 7). 9. 19.(民集 49-8, 2805면 이하)
124)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김판기(주 107), 13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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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이다.125)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상대방의 일방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무상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와 일반채

권자 사이에 누가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좀더 생각해 볼 필

요는 있으나, 이 때에는 일반원칙에 돌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

와 전용물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먼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예로서 대법원ﾠ1999. 3. 9.ﾠ선고ﾠ98다46877ﾠ판결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공무원인 피고의 처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및 피고의 진급 준비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60,000,000원을 차용

하였는데, 실제로 그 차용금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 분양금이나 피고의 진급시험 

준비를 위하여 절에 가서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의 처가 아

파트분양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

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

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하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

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

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60,000,000원이라는 큰 돈을 차용하는 것이 과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민법 제832조) 

또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

를 통상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지, 아파트를 분양

125) Doug Rendleman, “Quantum Meruit for the Subcontractor: Has Restitution Jumped Off 
Dawson’s Dock?”, 79 Texas Law Review 2055, 2075 f. (2001)는, 수익자가 중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공짜로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도 손실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면서, 법
원은 손실자가 부담하기로 한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도산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을 방지하는 관련 계약법 원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구제를 허용하고 보상을 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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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하여 큰 돈을 차용하는 것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126) 이 판결이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러한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보다는, 피고의 처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종국적으로

는 피고의 이익으로 귀착되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

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처가 차용한 

돈이 남편의 이익으로 귀착되었지만, 이를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기준에 따른다면 남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127) 그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설도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본인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28) 그런데 위 사

건에서 피고의 처가 피고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그 차용이 일상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권대

리인이 본인이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

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47조 제2항이 부당이득반환채무자가 반환할 것

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악의자일 경우에만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무상출연 일반

에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법의 가치평가에 반한다고 하는 반론이 있

다.129) 논리적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이유만으

126) 洪春義, “日常家事의 範圍”, 判例月報, 355호(2000. 4.), 8면 이하는 이 판결에 대하
여, 일상가사의 예외에 해당하는 금전차용에 있어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라는 판단기준은 지나치게 넓은 개념이고, 공동생활의 필요에 필수적인 자금조달인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금전차용의 일상가사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지출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도 문제가 있고, 차용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27) 대법원ﾠ1997. 11. 28.ﾠ선고ﾠ97다31229ﾠ판결은, 주택 구입 비용이나 꿈마을아파트의 
구입 비용의 지출이 부부가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
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구입을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128) Staudinger/Lorenz, § 812 Rdnr. 34에 의하면 독일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 점이 인정되
었다고 한다.

129) 주 110)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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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상수익자에 대하여는 그가 악의가 아닌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747조 제2항과 같이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

적물을 양수한 제3자가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악의였

어야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130) 민법상으로도 악의

자 또는 무상취득자는 선의의 유상취득자보다 덜 보호를 받지만, 무상취득일 뿐만 

아니라 악의여야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른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747조 

제2항은 민법상 이질적인 규정으로서, 목적론적 확장(teleologische Extension)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Ⅶ. 불법원인급여

1. 종래의 이론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존재 이

유에 대하여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다. 즉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반사적으로 그러한 불법원인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그 급여를 여전히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른 수익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부

당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몇 가지의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131) 우선 제재설 

또는 형벌설은 위 규정은 불법한 행위를 하고도 이것을 이유로 법률의 구제를 구

하는 급여자의 비난받을 심정과 성격에 대하여 제재 내지 민사적 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법적 보호거절설은 위 규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복구하려고 꾀하는 자에 대해서 협력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균형사상설은 양 당사자가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점유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2)

130) 梁彰洙(주 10), 571면 참조.
131) 학설의 소개는 民法注解 XVII(주 10), 444면 이하(朴炳大); 宋德洙, “不法原因給與”, 

民法學論叢⋅第二(厚巖 郭潤直先生 古稀紀念), 1995, 426면 이하; 嚴東燮, “不法原
因給與의 任意返還約定”, 民事判例硏究, 제19권, 1997, 240면 이하 등 참조.

132)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는 嚴東燮(주 131), 246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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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재설 또는 형벌설은 제재나 형벌이 민사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

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왜 급여를 한 자만이 제재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불

문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33) 또한 법적 보호거절설은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거절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왜 보호를 거절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균형사상설이 기존의 상태를 그대

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나름

대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일반예방 또는 억지(抑止) 이론이 가

장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인다.134) 가령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교제비조로 돈을 주었다가, 그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135) 돈을 주

었던 사람은 별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 되므로, 돈을 주는 데 큰 위험을 부담하

지 않게 되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더 쉽게 돈을 주

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돈의 반환을 청구하

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136) 이 점

에서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불법행위의 억지에서 찾는 것137)과 공통점이 있

다.138)

이에 대하여는 급여를 받은 자가 여전히 급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적

인 행위의 억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133) 대법원ﾠ2010. 9. 30.ﾠ선고ﾠ2010다50922ﾠ판결은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私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라고 한다.

134) Claus-Wilhelm Canaris, “Gesamtunwirksamkeit und Teilgültigkeit rechtsgeschäftlicher 
Regelungen”, in Festschrift für Ernst Steindorff zum 70. Geburtstag, 1990, S. 523 ff.; 
Larenz/Canaris(주 71), S. 162 f.; Staudinger/Lorenz, § 817 Rdnr. 5; MünchKomm- 
BGB/Schwab, § 817 Rdnr. 9; 최봉경, “不法原因給與”,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2006), 
169면 이하 등. 朴炳大(주 131), 448면은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입법취지를, 불법원인
급여를 한 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은 규범체계와 재판제도를 유지하
는 근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불법원인의 
억제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다고 서술한다.

135) 대법원ﾠ1991. 3. 22.ﾠ선고ﾠ91다520ﾠ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136) 朴炳大, “不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스티스, 제76호(2003), 86-87

면 참조.
137)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스티스, 통권 제109호(2009) 참조.
138) Larenz/Canaris(주 71), S. 16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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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급여를 하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급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행위의 억지를 위하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뇌물수수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대

가를 추징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급여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받은 사람도 이

익을 보유할 수 없게 되므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뇌물이 수

수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위법

한 행위에 대하여 항상 몰수나 추징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

원인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처럼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금지를 불법한 행위의 억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반환금지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출발점이 된

다. 즉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금지로 얻을 수 있는 불법한 행위의 억지라는 이익을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고, 그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면, 반환 금지를 고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139) 다른 한편 불법원인급여의 반

환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적용

먼저 우선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위를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여 금지하는 법규범의 목적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반

환을 불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금지규범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환을 불

허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손실보다 작은 것이 되므로, 반환을 불허할 필

요가 없다.140) 근래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당해 법규범의 목적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141)

139) 이는 배분적 효율에 관한 이른바 Kaldor-Hicks 기준을 충족시킨다. 비례의 원칙 가운
데 이른바 법익의 균형성을 Kaldor-Hicks 기준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
여는 윤진수(주 8), 39-40면 참조. Larenz/Canaris(주 71), S. 163 f.; 최봉경(주 134), 
203면 이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불법원인급여 반환금지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
고 한다.

140) 尹眞秀, 不動産의 二重讓渡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95면 참
조. 朴炳大(주 136), 91면 이하도 규범목적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41) 독일에 관하여는 Staudinger/Lorenz, § 817 Rdnr. 2; MünchKommBGB/Schwab, § 817 
Rdnr.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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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 VII.-6:103은, 이익 취득의 근거가 된 계약이나 다른 법률행위가 근본적 

원칙의 침해나 강행적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

이 원칙이나 규정의 목적에 어긋날 때에는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42) 그리고 미국의 제3차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 제32조는 위법

하거나 공공정책의 이유로 효력이 없는 약정에 따라 급여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

은 경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반환이 금지의 정책(policy)에 의

하여 요청될 때. 둘째, 반환의 인정이 금지의 정책을 좌절시키지 않을 때. 그러나 

청구인이 효력이 없는 약정에 따른 반대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부당이득이 존재하

지 않고, 또 청구인의 부정한(inequitable) 행위가 있으면 배제된다고 규정한다.143)

종래 판례와 학설상 제746조의 “불법원인”의 의미에 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였

다.144) 판례는 이는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145) 다수설도 이를 지지한다. 반면 강행법

규 위반도 포함한다는 설도 있고, 선량한 풍속 위반만을 말하고, 사회질서 위반은 

제외된다는 견해146)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은 실제 문제의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에 따라 불법원인 해당 여부를 정하면 된다. 예컨대 대법원ﾠ1988. 

11. 22.ﾠ선고ﾠ88다카7306ﾠ판결은,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금지하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업면허 대여계약이나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지만, 위 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

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업양도양수계약 

142) VII.-6:103: Illegality
    Where a contract or other juridical act under which an enrichment is obtained is void 

or avoided because of an infringement of a fundamental principle (II.-7:301 (Contracts 
infringing fundamental principles)) or mandatory rule of law, the enriched person is not 
liable to reverse the enrichment to the extent that the reversal would contravene the 
policy underlying the principle or rule.

143) 제63조는 선량한 청구인이라면 허용되었을 이득의 반환은 청구된 책임의 원인인 거
래에 관한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4) 朴炳大(주 131), 470면 이하 참조.
14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등.
146) 후설: 宋德洙(주 131), 43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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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대여된 건설업면허의 반환에 대한 약정까지 그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 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법

에 어긋나는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금지하는 범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는데,147) 만일 그러한 재산의 

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는 결

과적으로 강제집행하려는 채권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므로 반환청구를 허용

하여야 한다.148) 

다른 한편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일방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면, 그러

한 일방 당사자가 한 급여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금지의 목적에 어긋난다. 

대법원ﾠ2007. 2. 15.ﾠ선고ﾠ2004다50426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고율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

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

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

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

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여

기서 불법성비교 이론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다. 즉 이러한 고율의 이자 지급을 

무효로 하는 것은,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차주의 반환청구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여 거부하는 것은 그 보호의 목적에 어긋나고, 따라서 이 경우에

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149)

그리고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도 이러한 억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만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반환을 언제나 인정하지 않아서 수익자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자가 급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147) 대법원ﾠ1980. 4. 8.ﾠ선고ﾠ80다1ﾠ판결 등.
148) 朴炳大(주 136), 93-94면도 같은 취지이다.
149) 尹眞秀,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008), 3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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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동기를 제공하여,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

록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기적인 방법으로 내기바둑을 

하여 도박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도박채무의 변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반

환을 부정한다면, 수익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채무를 변제받으

려고 할 것이다.150) 이처럼 수익자가 적극적으로 불법원인급여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수익자가 그처럼 행동하도록 하

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된다.

판례151)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

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

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고 하는 불법성 비교론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수익자보다 급여

자의 불법성이 미약한가 하는 점은 종래의 논의에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으

나, 억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데 수익자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한 경우에는 불법성 비교론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

이다.15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이 

사기도박의 경우에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또 대법원ﾠ1999. 

9. 17.ﾠ선고ﾠ98도2036ﾠ판결은, 포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제공하

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피해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화대를 교부한 것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를 한 경우로 보아야 하지만, 이

15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참조.
151) 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외에도 대법원ﾠ1993. 12. 10.ﾠ

선고ﾠ93다12947ﾠ판결;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대법원ﾠ2007. 2. 15.ﾠ선고ﾠ
2004다50426ﾠ전원합의체 판결 등.

152) 그런데 朴炳大(주 136), 99-100면은 불법성 비교론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불
법성의 정도만으로 보면 급부자가 수익자보다 약하더라도 불법성의 내용이 매우 중
대한 반도덕성이나 사회적 악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 급부에 이른 경위에 있어 수익자의 기망, 유인 등이 개재되어 
있거나 급부의 목적이나 동기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급부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에
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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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익자인 포주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해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라고 하여 반환청구를 허용한 것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ﾠ1993. 12. 10.ﾠ선고ﾠ93다12947ﾠ판결

에서 불법성 비교론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

건에서는 원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매수하려다가 매수하지 못

하게 되자, 위 재산을 명의수탁받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이를 매도하라고 권

유하여 매수하였는데, 종중의 제소에 의하여 위 매매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

라고 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위 종중으로부터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당

하여 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제1심 피고들로서는 원고측의 권유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에 절대로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피고들의 위와 같

은 불법성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제1심 피고들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측의 불법성보다 더욱 크고, 원고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면 

원고로서는 실제 소유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추탈당한 데 반하여 

그 대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알면서도 명의수탁자

에게 적극적으로 매도할 것을 권유한 서울특별시의 불법성이 명의수탁자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대법원이 반대로 보았음은 수긍하기 어렵다.153)

153) 金文洙, “民法 제746조 本文의 適用制限에 관하여”, 判例硏究, 제6집(釜山判例硏究
會, 1996), 203면 이하; 尹眞秀, “占有를 상실한 不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
滅時效⋅不動産의 二重讓渡와 不法原因給與”,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0권(2000), 59
면 주 49). 다른 한편 宋德洙, “民法 제746조에 있어서 不法性의 比較”, 民事判例硏

究, 제18권(1996), 316면 이하는 불법성 비교 이론을 거부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
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만이 문제일 뿐 선량한 풍속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론에는 찬성한다. 반면 文興洙, “不法原因給與規定의 意義 및 適用範圍”, 
法曹(1996. 12), 138면은 판례를 지지한다. 또한 朴炳大(주 136), 89면은 매수인이 명
의수탁자에 비하여 불법성에서 현저하게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금의 
반환을 긍정하게 되면 명의수탁자로서는 그러한 불법적 처분을 감행할 경우에는 장
차 대금반환의 위험을 감내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불법처분의 유인은 감
소되지만, 만일 대금반환을 부정하게 되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종중이 재산의 환원을 
주장하든 아니하든 매매대금 취득의 이득은 누릴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므로 불법자
행의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반환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시 대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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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불법원인급여 반환 약정의 유효 여부이다. 우선 급여를 

하기 전에 미리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에 대하여는 학설이나 판례

상 다툼이 없다.154) 문제는 급여를 한 다음 비로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후의 반환약정도 무효라고 한 것155)과 유효하다고 한 것156)

이 있다. 후자의 판결은,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

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

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반환약정 자체

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

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

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반

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학설로는 사후의 반환약정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로 보이지만,157) 경우

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설도 있다. 즉 반환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민법 제103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목적의 것

인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범죄를 행하는 대가를 먼저 수수한 

당사자가 그것을 하지 않고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지만, 

이미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

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158)

얼핏 생각하기에는 사전의 반환약정은 무효이지만, 사후의 반환약정을 무효로 

할 이유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사전의 반환약정은 불법원인급여를 하려는 사람의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한다. 따라서 

사전의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반면 사후의 반환약정은 그처럼 불법적

인 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환을 부정하는 것이 매수인의 불법원인급여를 적극 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
법이 될 것이다.

154) 朴炳大(주 131), 520면;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등.
155) 대법원ﾠ1995. 7. 14.ﾠ선고ﾠ94다51994ﾠ판결. 
156) 대법원ﾠ2010. 5. 27.ﾠ선고ﾠ2009다12580ﾠ판결. 
157) 金亨培(주 5), 149면; 嚴東燮(주 131), 246면 이하.
158) 宋德洙(주 131), 452-454면; 朴炳大(주 131), 521-522면; 註釋民法 債權各則 5, 제3판

1999, 531면(朴基東). 대법원ﾠ2010. 5. 27.ﾠ선고ﾠ2009다12580ﾠ판결은 朴炳大(주 131)
의 서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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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후의 반환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약정

이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면, 불법원인급여를 하는 자는 급여를 하기 전에도 급여

를 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수익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도로 반환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는 급여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후의 반환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사후의 반환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적

인 거래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후반환약

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Ⅷ. 결    론

이 글에서는 부당이득법은 경제적인 효율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급여부당이득을 예로 들어 서술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부당이

득법의 목적은 배분적 효율 또는 생산적 효율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배분적 

효율의 관점에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

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는 누가 그러한 분쟁의 발생을 더 

잘 예방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는 누가 부당이득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더 쉽게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귀착된다. 비채변제의 문제나 3각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또는 전용물소권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견지에서 쉽게 설명

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생산적 효율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불

법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선의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현존이익에 한정되

는 이유라든지,159) 쌍무계약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일방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가 불능으로 되면 다른 일방은 어떤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가160) 하는 점

159) 영미법에서는 이 문제를 ‘change of posi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 문
헌으로는 최준규,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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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흥미 있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

석은 아직 탐구하여야 할 것이 많은, 미개척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4. 6. 20    심사완료일 2014. 8. 19    게재확정일 2014. 8. 29    

160) 이른바 2청구권독립설과 차액설의 대립. 金亨培(주 5), 25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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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Law

Yune, J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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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few literatures on the economic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law. 

However, analyzing unjust enrichmen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is one of the ways to better understand it.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on unjust enrichment by performance.

Distributive efficiency can be achieved when the cost arising from the unjust 

enrichment dispute is minimized. When one pays a non-existing debt knowing its 

non-existence, it is reasonable to reject an unjust enrichment claim, since allowing 

such a claim would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 In cases of the enrichment in a 

three-party situation and actio de in rem verso, a performer can better avoid the risk 

of unjust enrichment than a beneficiary in general. For that reason, a payer should 

bear the risk. Only when a beneficiary gets the benefit in bad faith or without paying 

equivalent value, the unjust enrichment claim can be justified. 

When the enrichment is accrued as the underlying contract becomes void by reason 

of illegality, the rejec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claim is jus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tive efficiency, since the rejection can deter illegal contract. 

Keywords: Unjust enrichment, unjust enrichment by performace, distributive effi-

ciency, productive efficiency, payment of a non-existing debt, enrichment 

in a three-party situation, actio de in rem verso, enrichment by reason of 

illegality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