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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타인의 생활영역에 권한 없이 개입하여 개입당한 본인에게 ‘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타인 생활영역 개입 사안에서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일반부당이득
규정(제741조 이하)과 함께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3조), 불법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39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있다. 우리 민법이 일반 부당이득규정을 두고 있음
에도 제203조나 제739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로마법 이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타인 생활영역 개입의 대표적 사안으로 이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부여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로마법 이래 ‘무단사무관리’ 또는 ‘불법관리’라는 논의하에 다루어졌다.
로마법상으로도 사무관리요건이 결여되어 사무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익조정에 관
하여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지출액이 아닌 이득액에 대한 상환청
* 본 연구는 뺷2018년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뺸에 선정되어 법이론연구센
터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경북대학교 강사. ich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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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고전후기에 이르러 통설이 된다. 금지된 개입 사안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에 이르러서야 칙법을 통해 해결을 보게 되는데, 사무본인이 관리자에게 관리금지
통보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소유물반환청구 상황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로마법에서는 악의의 항변의 형태
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점유자의 선악불문 인
정하는 민법(제203조 제1항, 제2항)과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로마법에서도 악의의 점유자
가 입은 “난처한” 손해에 대하여는, 파울루스와 같이 부당이득법적 사고를 근거로 비용상환
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발견되지만(Paul.D.5.3.38), 주류적인 입장은 소유자에게 불이
익을 주지 않는 제한하에 수거권을 인정하거나 건물이 해체된 경우 건축자재의 소유권 복귀
를 인정하여 회수권을 부여하는 데 그쳤고, 후대에 가면서는 악의자의 경우 의사에 기한 처
분(‘증여 추정’)으로 보아 회수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간다.
정리하면 타인 생활영역 개입과 관련하여 로마법은 고전기 이전부터 고전기를 거쳐 황제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법의 발전 방향은 부당이득법적 고려
하에 이득반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본인의 사무관리 금지통보 유무
가 기준이 되고, 나아가 비용상환이 아닌 수거권 내지 회수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득자와
손실자 간의 섬세한 이득조정을 하고 있다. 나아가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강요된 이득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상환의무자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개소도 주목할 만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세차 사안’을 다루면서 민법에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타인 생활영역 개입, 사무관리, 불법관리, 강요된 이득, 회복자－점유자 관계,
비용상환청구, 증여 추정

Ⅰ. 들어가며
타인의 생활영역에 권한 없이 개입하여 개입당한 본인에게 ‘이득’을 발생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선 사무관리(민법1) 제734조 이하)가 성립되
면 사무관리법을 통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개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제750조) 성립 여부가 고려
되는데, 개입행위를 통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발생시켰다는 점
에서 불법행위는 성립되기 어렵다. 한편 부당이득법(제741조 이하)이 적용되
는 경우 개입당한 자의 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반

1)

이하에서 법명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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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무로부터 이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2)
본고에서는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으로 개입당한 사람에게 ‘이
득’이 발생한 사안에서 수익자의 반환책임 성립 여부 및 반환범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강요된 이
득(aufgedrängte Bereicherung)”의 문제를 법질서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사학적 관점에서 노무제공
또는 재산관리를 통한 이득 사안과 나아가 타인 물건에의 비용지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로마법상의 몇몇 개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법과 비교함
으로 시사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로마법의 태도
1. 서
타인사무 개입의 경우 로마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이 없으면 사무관리법이 적용되었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은 타인
의 사무(negotium alienum)를 관리하였을 것, 타인의 사무로서 관리할 의사
(animus aliena negotia gerendi)를 가지고 관리하였을 것, 사무의 관리가 사

무본인의 이익으로 이루어졌을 것(utiliter gestum)이다(제734 제1항 참조).3)
이 문제는 부당이득법에 관한 유형설에 의하면 사무관리법의 보충규범에 해당하는 ‘비용부당이득
(Verwendungs-oder Aufwendungskondiktion)’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뺷민법주해뺸(박영사,
2005), 제741조, 371면 이하(양창수 집필부분) 참조. 이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는 침해부당
이득 사안에서의 침해자의 이득환수 또는 이득토출(disgorgement) 문제와는 구별된다. 이에 관한
국내 논의로는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뺷비교사법뺸 제25권 제2호(2018.
5), 577면 이하;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뺷저스티스뺸 통권 제169호(2018.12), 37면 이하 참조.
3) 최병조, 뺷로마법상의 사무관리 :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뺸 서울대학교 출반부(2001), 6면 이하.
민법상 사무관리의 성립요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곽윤직, 뺷채권각론뺸 (2003), 337면 이하;
김증한․김학동, 뺷채권각론뺸 (2006), 672면 이하; 송덕수, 뺷채권법각론뺸 (2017), 431면 이하 참조.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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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로서 사무본인과 사무관리자 사이에
는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였다. 우선 사무관리자는 적절한 시점까지 사무관리
계속의무를 부담하였고(제737조 참조) 관리의 결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
무를 부담하였다(제738조, 제684조 참조). 그리고 사무본인은 관리행위로 인
하여 사무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고 부담한 채무로부터 해방시킬 의
무가 있었고(제739조 제2항 참조)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로 인하여 받은 불
이익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었다(제740조 참조). 이를 위해 사무본인에게는
사무관리자를 상대로 직접소권(actio negotiorum gestorum)이, 사무관리자
에게는 사무본인을 상대로 반대소권(actio negotiorum gestorum contraria)
이 인정되었다.4)

2. 무단관리 사안
사무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중에서 관리자에게 사무관리의사가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5)
D.3.5.5.5 Ulpianus 10 ad ed.
Sed et si quis negotia mea gessit non mei contemplatione, sed sui lucri causa,
Labeo scripsit suum eum potius quam meum negotium gessisse (qui enim
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
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4) 최병조(2001), 12면 이하 참조.
5) 민법 학설에서는 이를 ‘준사무관리’라고 하여 여기에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잘못 알고 관리
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이를 자기의 사무로서 관리하는 ‘불법관리’를 포함
시키고 있다. 준사무관리 인정설로는 김증한․김학동(2006), 686면 이하 참조. 부정설로는 곽윤직
(2003), 343면; 송덕수(2017), 438면(단 부당이득법에 의한 초과이익 반환을 긍정하는 입장). 준사
무관리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의 중점은 불법관리자가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놓여 있는데, 김증한․김학동(2006), 686면 이하와 송덕수(2017), 438면은 이를 긍정
하나(전자는 비용상환의무를 긍정하나 후자는 불명확함), 곽윤직(2003), 343면(본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였더라면 얻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것만을 본인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견
해)은 이를 부정한다. 참고로 독일은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민법 제687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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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aedandi causa accedit, suo lucro, non meo commodo studet) : ¶ sed nihilo
minus, immo magis et is tenebitur negotiorum gestorum actione. ipse tamen si
circa res meas aliquid impenderit, non in id quod ei abest, quia improbe ad
negotia mea accessit, sed in quod ego locupletior factus sum habet contra me
actionem.
(그런데 어떤 자가 나의 사무를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한 경우에는, 라베오는 기술하기를, 그는 나의 사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한다(탈취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지 나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 그러나 그 자 역시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무관리소권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나의 물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는 부당하게 나의
사무에 개입했으므로 그에게 결하는 상당액이 아니라, 내가 이득을 한 상당액만큼
그는 나를 상대로 소권을 가진다.)6)

일찍이 라베오(주 활동시기 : 기원전 25~기원후 10/11)는 타인의 사무를
자신의 이익으로 관리한 경우(自益사무관리) 사무관리소권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라베오의 태도에 대하여 고전후기 법률가인 울피아누스(주
활동시기 : 190~223)는 그것이 객관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관리
소권에 의한 정산을 긍정한다.7) 이는 한편으로는 관리자가 사무관리소권을
통한 취득물 등 인도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무단관리자가 비용지출한 것에
대한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사무에 개입
을 하였으므로8) 상환범위는 지출액이 아니라 사무관리본인의 이득액으로
6)
7)
8)

번역은 최병조(2001), 53면을 따랐다.
라베오를 비판하는 이 견해가 고전후기 통설로 추측된다. 최병조(2001), 53면 각주 93 참조.
한편 중세 법학에서 이 개소를 일반부당이득제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논거로 원용하고자 하는
소수설이 있었지만(Martinus Gosia. ca. 1120~1160), 다수설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다수설은 위
개소를 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사무관리소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
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Jan Hallebeek, “Developments in Mediaeval Roman Law”,
Eltjo J. H. Schrage (ed.), Unjust Enrichment The Comparative Legal History of the Law of
Restitution, 2nd. ed. (1999), 106면 이하 참조. 중세법학자들 간의 논쟁을 정리한 기본사료집인
Gustav Haenel, Dissensiones Dominorum sive Controversiae Veterum Iuris Romani Interpre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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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다.

3. ‘금지된 개입’ 사안
아래 인용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법은 이른바 ‘금지된 개입’ 사안
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인에 의해 금지된 개입 사안에서의 비
용상환에 대하여 고전기 법률가들 사이에서 학설대립이 있었는데,9) 유스티
니아누스 황제는 기본적으로 부정설을 취한 율리아누스(주활동시기 : 기원후
125~170)의 견해를 따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황제의 권위로 매듭

짓고자 하였다.
C.2.18.24 Imperator Iustinianus (a.530)
Si quis nolente et specialiter prohibente domino rerum administrationi earum
sese immiscuit, apud magnos auctores dubitabatur, si pro expensis, quae circa
res factae sunt, talis negotiorum gestor habeat aliquam adversus dominum
actionem. 1. Quam quibusdam pollicentibus directam vel utilem, aliis negantibus,
in quibus et Salvius Iulianus fuit, haec decidentes sancimus, si contradixerit
dominus et eum res suas administrare prohibuerit, secundum Iuliani sententiam
nullam esse adversus eum contrariam actionem, scilicet post denuntiationem,
quam ei dominus transmiserit nec concedens ei res eius attingere, licet res bene
ab eo gestae sint. 2. Quid enim, si dominus adspexerit ab administratore multas

9)

qui Glossatores vocantur (Lipsiae : 1834), p.241 § 159; p.275 § 33 참조(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서 검색 가능).
그 한 예로 다음의 개소 참조.
D.17.1.40 Paul. 9 ad ed.
Si pro te praesente et vetante fideiusserim, nec mandati actio nec negotiorum gestorum est : sed
quidam utilem putant dari oportere : quibus non consentio, secundum quod et Pomponio
videtur.
(내가 현재하고 거부하는 너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위임소권도 사무관리소권도 없다. 그런데
준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私見으로는 그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데, 이것이 폼포니
우스의 견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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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as utiliter factas et tunc dolosa adsimulatione habita eum prohibuerit, ut
neque anteriores expensas praestet? quod nullo patimur modo : sed ex quo die
attestatio ad eum facta est vel in scriptis vel sine scriptis, sub testificatione tamen
aliarum personarum, ex eo die pro faciendis meliorationibus nullam ei actionem
competere, super anterioribus autem, si utiliter factae sunt, habere eum actionem
contra dominum concedimus sua natura currentem.
(어떤 자가 사무본인이 원하지 않고 특별히 금지함에도 함부로 그 재산관리에 개입

하였다면, 그가 행한 것에 관한 비용상환을 위하여 이러한 사무관리자가 사무본인
을 상대로 어떤 소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위대한 권위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있어
왔다. 1. 소권을 본래소권이나 준소권으로 인정하는 법학자들이 있고, 살비우스
율리아누스도 가담했던 이를 부정하는 다른 법학자들이 있기에, 짐이 이 문제를
결판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사무본인이 반대하고 또 그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
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율리아누스의 견해에 좇아 어떠한 반대소권도 그[= 사무본
인]를 상대로 인정되지 않는바, 단 사무본인이 그에게 자신의 재산에 손대는 것을
불허하면서 그 내용을 그에게 알린 통지 도달 후에 그러하며, 그에 의하여 재산이
잘 관리되었더라도 그러하다. 2. 사무본인이 사무처리자에 의하여 많은 비용이 유
용하게 지출되었음을 주시하고, 그때 가서 악의적으로 부지(不知)를 가장한 채 이
미 지출한 것을 상환하지 않기 위하여 그에게 금지시킨 경우에는 어떠한가? 짐은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면으로든 아니면 서면으로가 아니면 복수의
제3자의 증인 참여하에 통지된 날로부터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그에게 어떠한 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의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익하게
지출된 것인 한에서 그가 사무본인을 상대로 그 본성상 시효에 걸리는 소권을 가지
는 것을 짐은 인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自益사무관리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으나 고전후
기에 이르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무관리에 해당하면 사무본인의 이득액을
상환하는 쪽으로 해결되었다. 위의 칙법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본인이 명
시적으로 금지한 개입 사안을 다룬다. 이에 대하여 고전성기를 대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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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가인 율리아누스는 개입자에게 어떠한 반대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
해였다.10)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따르면서 재산관리
10) 참고로 율리아누스는 고전기법상 공여(datio. 오늘날 ‘급부’ 개념에 해당)를 요건으로 하는 이득반
환청구소권(condictio)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의 개소들 참조.
D.12.1.12 Pomponius 6 ex Plaut.
Si a furioso, cum eum compotem mentis esse putares, pecuniam quasi mutuam acceperis eaque
in rem tuam versa fuerit, condictionem furioso adquiri Iulianus ait : nam ex quibus causis
ignorantibus nobis actiones adquiruntur, ex isdem etiam furioso adquiri. item si is qui servo
crediderat furere coeperit, deinde servus in rem domini id verterit, condici furiosi nomine posse.
et si alienam pecuniam credendi causa quis dederit, deinde furere coeperit et consumpta sit ea
pecunia, condictionem furioso adquiri.
(네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신착란자였던 자로부터 금전을 소비대차로서
수령하였고 그것이 너의 이익으로 사용된 경우, 정신착란자이더라도 이득반환청구소권이 취득된다
고 율리아누스는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소권이 취득되는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는
정신착란자에게도 소권이 취득되기 때문이다. 또 노예에게 대여한 자가 정신착란자가 되었고, 그
후에 그 노예가 주인의 이익으로 그것을 전용한 경우, 정신착란자의 명의로 이득반환청구소권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자가 타인의 금전을 [그 타인의 의사 없이] 대여 원인으로 주었고,
그 후에 정신착란자가 되고 또 그 금전이 소비된 경우, 이득반환청구소권이 정신착란자에게 취득된
다고 한다.)

아울러 율리아누스는 무권리자의 처분 사안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에 대한 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이른바 ‘condictio pretii’).
D.12.1.23 Africanus 2 quaest.
Si eum servum, qui tibi legatus sit, quasi mihi legatum possederim et vendiderim, mortuo eo
posse te mihi pretium condicere Iulianus ait, quasi ex re tua locupletior factus sim.
(너에게 [물권적으로] 유증된 노예를, 나에게 유증된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점유하고 또 매도한 경
우, 율리아누스 가로되, 그 노예가 사망하면 너는 나에게 가액을 이득반환청구소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너의 재산에 기하여 내가 이득하였기 때문이다.)
D.39.6.19 Iulianus 80 dig.
Si filio familias res mortis causa data fuerit et convaluisset, donator actionem de peculio cum
patre habet : at si pater familias, cum mortis causa donationem accepisset, in adoptionem se
dederit, res ipsa a donatore repetitur. nec huic similis est is, qui rem, quam mortis causa
acceperat, alii porro dederit : nam donator huic non rem, sed pretium eius condiceret.
(家子에게 물건이 死因贈與되었고 증여자의 건강이 회복된 경우, 증여자는 특유재산소권을 父를
상대로 가진다. 그리고 家父가 사인증여를 받고서 스스로 입양간 경우, 물건 자체가 증여자에 의하여
반환청구된다. 그러나 사인증여받은 물건을 타인에게 전전 공여한 자는 이 경우와는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증여자는 이 자에게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의 가액을 이득반환청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D.39.6.37.1 Ulpianus 15 ad l. Iul. et Pap.
Iulianus ait : si quis servum mortis causa sibi donatum vendiderit et hoc vivo donatore fecerit,
pretii condictionem donator habebit, si convaluisset et hoc donator elegerit. alioquin et ipsum
servum restituere compellitur.
(율리아누스 가로되, 어떤 자가 자신에게 사인증여된 노예를 매도하는데 이것을 증여자 생전에 한
경우, 증여자는 가액의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것인데, 그가 치유되었고 이것을 선택한 경우에 그
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예 자체를 반환하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율리아누스는 유명한 ‘타인토지 건축사안’(aedificatio in area aliena)에서는 점유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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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통지 여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본인이 관리자에게 관리금지
를 통지한 후라면 재산관리가 잘 되었더라도 관리자에게는 어떠한 비용상환
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관리 중에 본인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 관리자에게 재산관리금지 통지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 대
하여 위 칙법의 제2항에서 역시 관리금지 통지를 기점으로 통지 후에는 비용
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통지 전에 관리된 것에
대하여는 유익비에 한하여 비용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비용상환에 있어서 본
인의 의사를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법을 둘러싸고 중세 시대에 불법관리자
의 비용상환청구의 인정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마르티누스 고시아
(ca. 1120-1160)는 이 경우 본인은 관리자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안에서 부여되는 소권을 준사무관리소권(actio
negotiorum gestoum utilis)으로 보았다.11) 그러나 다수설은 여전히 본인이

반대하는 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였다.12)
득반환청구소권을 부정하였다(후술하는 Iul.D.12.6.33 참조).
11) 그가 일반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거로 들고 있는 또 다른 개소로 아래 참조.
D.14.3.17.4-5 Paulus 30 ad ed.
4. Proculus ait, si denuntiavero tibi, ne servo a me praeposito crederes, exceptionem dandam
: “si ille illi non denuntiaverit, ne illi servo crederet.” sed si ex eo contractu peculium habeat
aut in rem meam versum sit nec velim quo locupletior sim solvere, replicari de dolo malo
oportet : nam videri me dolum malum facere, qui ex aliena iactura lucrum quaeram. 5. Ex hac
causa etiam condici posse verum est.
12) 다만 이러한 다수설은 상속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장례가 치러진 경우 장례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였다. 아래의 개소 참조.
D.11.7.14.13 Ulp. 25 ad ed.
Idem Labeo ait, si prohibente herede funeraveris testatorem, ex causa competere tibi funerariam
: quid enim si filium testatoris heres eius prohibuit? huic contradici potest : “ergo pietatis gratia
funerasti”. sed pone me testatum : habiturum me funerariam actionem : de suo enim expedit
mortuos funerari. et quid si testator quidem funus mihi mandavit, heres prohibet, ego tamen
nihilo minus funeravi? nonne aequum est mihi funerariam competere? et generaliter puto
iudicem iustum non meram negotiorum gestorum actionem imitari, sed solutius aequitatem
sequi, cum hoc ei et actionis natura indulget.
(동일한 라베오 가로되, 상속인이 금지하는데 네가 유언자를 장례 치른 경우, 그 원인으로 너에게

254

法史學硏究 第60號

4. 타인 물건에 비용지출한 사안
전술한 바와 같이 로마법상 타인 생활영역 개입은 노무제공이나 재산관리
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경우 개입자의 비용상환 인정 문제는 사무관리법과의
관련하에서 논의되었다. 한편 타인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전통적으
로 소유물반환청구 상황을 전제로 회복자를 상대로 점유자가 비용상환청구
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타인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사
안도 타인 생활영역에의 개입 사안의 일종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
기로 한다.
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 인정여부

소유물반환청구 사안에 있어서 타인 물건의 점유 중에 점유자에 의해 비
용이 지출된 경우, 이른바 회복자－점유자 사이에서의 정산이 문제된다(이른
바 Eigentümer-Besitzer-Verhältnis.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참조). 이때
소유자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면 점유자가 항변으로 점유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3)
고전성기를 대표하는 켈수스(주요활동시기 : 100~130)에 의하면 회복자

－점유자 관계에서 다양한 사안유형을 전제하고, 선의 점유자의 경우에 악의
의 항변을 통해 비용상환을 인정하고 있다.14)
장례비청구소권이 인정된다. 상속인이 유언자의 아들에게 장례를 금지했던 경우라면 어떠한가? 그
에게는 다음과 같이 반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孝敬을 위하여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내가
증인 입회하에 나는 장례비청구소권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라베오 가로되]
망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장례치뤄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유언자가 실로 나에게 장례를 위임하였는
데 상속인이 금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렀던 경우에는 어떠한가? 나에게 장례비
청구소권이 인정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私見은, 정의로운 심판
인은 순수한 사무관리소권을 본받아서는 아니 되고, 보다 완화된 형평을 따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이 소권의 본질상으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13) D.6.1.27.5 Paulus 21 ad ed.
In rem petitam si possessor ante litem contestatam sumptus fecit, per doli mali exceptionem
ratio eorum haberi debet, si perseveret actor petere rem suam non redditis sumptibus. ...
(반환청구된 물건에 대하여 점유자가 쟁점결정 전에 비용지출한 경우, 원고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
은 채 자신의 물건반환청구를 고수하면, 악의의 항변을 통하여 이러한 비용지출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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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1.38 Celsus 3 dig.
In fundo alieno, quem imprudens emeras, aedificasti aut conseruisti, deinde
evincitur : bonus iudex varie ex personis causisque constituet. ¶ finge et
dominum eadem facturum fuisse : reddat impensam, ut fundum recipiat, usque
eo dumtaxat, quo pretiosior factus est, et si plus pretio fundi accessit, solum
quod impensum est. ... ｢constituimus vero, ut, si paratus est dominus tantum
dare, quantum habiturus est possessor his rebus ablatis, fiat ei potestas : ｣neque
malitiis indulgendum est, si tectorium puta, quod induxeris, picturasque
corradere velis, nihil laturus nisi ut officias. ¶ finge eam personam esse domini,
quae receptum fundum mox venditura sit : nisi reddit, quantum prima parte
reddi oportere diximus, eo deducto tu condemnandus es.
(네가 부주의로 매수한 타인의 토지에 네가 건축 또는 파종을 하였고, 그 후에 [소

유자에 의하여 토지가] 추탈된다. 훌륭한 심판인은 관련된 사람들과 사정들을 살펴
보고 그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 소유자도 동일한 것을 하려고 했다고
하자. 그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액증가된 것을 한도로 비용을
상환해야 하고, [비용지출한 것을] 초과하여 토지가 가액증가한 경우에는 비용지출
14) 한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을 통한 비용상환청구가 문제된 사
안에서 율리아누스는 이 경우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법률행위(negotium)도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부정한다.
D.12.6.33 Iulianus 39 dig.
Si in area tua aedificassem et tu aedes possideres, condictio locum non habebit, quia nullum
negotium inter nos contraheretur : nam is, qui non debitam pecuniam solverit, hoc ipso aliquid
negotii gerit : cum autem aedificium in area sua ab alio positum dominus occupat, nullum
negotium contrahit. sed et si is, qui in aliena area aedificasset, ipse possessionem tradidisset,
condictionem non habebit, quia nihil accipientis faceret, sed suam rem dominus habere incipiat.
et ideo constat, si quis, cum existimaret se heredem esse, insulam hereditariam fulsisset, nullo
alio modo quam per retentionem impensas servare posse.
(너의 대지에 내가 건축을 하고 네가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득반환청구소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인
데,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negotium)도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채인 금전을
변제한 자는, 그 자체로써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 것인데, 자신의 부지에 타인에 의하여 세워진 건물
을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행위도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지에 건축
한 자가 스스로 점유를 인도한 경우에도, 그는 이득반환청구소권을 가지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아무 것도 수령자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고,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어떤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임대아파트를 보강공사한
경우, 유치를 통하여 비용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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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만을 상환하면 된다. … ｢그런데 우리는15)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바, 이 물건
들이 수거되면 점유자가 가졌을 만큼의 액수를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공여할 용의
가 있다면, 소유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의자들에게는 관용
이 베풀어져서는 안 되는바, 가령 네가 회칠한 것과 그림을 긁어내려는 경우에 너
는 단지 손해만을 끼치려는 것이다. ¶ 소유자가 반환받은 토지를 곧 매각하려는
사람이라고 하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상환의무있다고 말한 것을 소유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너는 유책판결받아야 한다.)

위 개소는 점유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선의로 건축이나 파종하였는데 토
지소유자가 나중에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사안을 전제한
다.16) 이러한 사안에서 켈수스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비
용상환의무를 인정한다. 먼저 소유자도 그러한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라면
그로 인한 토지 가액의 증가분에 대한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다만 지
출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으로 소유자가 반환받을 토지를 곧 매각하려는 경
우였다면 역시 지출액 한도로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소유자가 상환의무
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유자는 그 액수 상당을 공제할 수 있다. 켈수스가 상
정한 두 가지 경우는 전자는 비용지출액의 절약에 해당하고 후자는 이득실현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복자의 의사에 부합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는 가액증가분에 대한 비용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
15) 성중모, 뺷고전기 로마법상 소유물반환청구소권에 있어서 물건에 관한 연구 : 학설유집 제6권 제1장
의 해석과 주해뺸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1999), 113면, 주 53에서는 이는 존엄의 복수
(pluralis dignitatis)로 ｢ ｣부분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constituere’ 동사
가 사용된 것도 칙법 쪽을 지지한다. Heumann/Seckel, s.h.v.) 다만 해당 칙법은 전승되지 않는다.
16) 주지하듯이 로마법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속하고(Superficies solo cedit), 타인 토지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권에 속하게 된다(Gai.2.74). 따라서 이 경우 건물축조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비용상환청구가 문제된다. 반면 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제99조 제1항),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게 된다
는 점에서(제213조, 제214조 전단) 다른 양상으로 분쟁이 전개된다. 그런데 수목의 식재나 파종
사안의 경우에는 로마법과 마찬가지로 부합법리가 적용되므로(수목 식재 사안 : D.41.1.7.13 Gaius
2 r. c. sive aur. = Inst. 2.1.31-32; 파종 사안 : D.41.1.9.pr. Gaius 2 r. c. sive aur.) 원칙적으로
동일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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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
켈수스는 위의 개소에서 점유자의 선의를 전제로 소유자도 동일하게 비용
지출을 하려고 했던 경우와 소유자가 회복한 물건을 매각하려는 두 가지 경
우에 비용상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고전기 법은 그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선의로 비용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을 인정했
던 것으로 보인다.17) 다음의 가이우스 개소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D.41.1.7.12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aedificaverit, ... certe si dominus
soli petat aedificium nec solvat pretium materiae et mercedes fabrorum, poterit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i, utique si nescit qui aedificavit alienum esse
solum et tamquam in suo bona fide aedificavit. ...
(반대로 어떤 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건축자재로 건축한 경우…확실히 건축한

자가 토지가 타인 소유인 줄 모르고 자신의 토지인 듯 선의로 건축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청구하면서 건축자재의 대금과 장인(匠人)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나 악의의 항변으로써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악의의 점유자가 비용지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개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D.6.1.37 Ulpianus 17 ad ed.
Iulianus libro octavo digestorum scribit : si in aliena area aedificassem, cuius
bonae fidei quidem emptor fui, verum eo tempore aedificavi, quo iam sciebam
alienam, videamus, an nihil mihi exceptio prosit : nisi forte quis dicat prodesse
de damno sollicito.* ¶ puto autem huic exceptionem non prodesse : nec enim
debuit iam alienam certus aedificium ponere : sed hoc ei concedendum est, ut
17) 점유중인 경우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선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을 통해 유치권을
가지고 이를 통해 비용상환을 받게 된다. Kaser, Bd. 1 (1971),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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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 dispendio domini areae tollat aedificium quod posuit.
(율리아누스는 학설집 [제8권]<제7권>에서 기술한다. 내가 실로 선의로 매수한 타

인의 부지에 건축한 경우 참으로 내가 이미 타인의 것임을 알았던 시점에 건축했으
면, 나에게 [악의의] 항변이 아무 소용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 난처한* 손해에 대하
여도 항변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 그런데 私見으로
는 이 자에게는 항변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미 타인의 것임을 확인한
자는 또한 건물을 세워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건물부지의 소유
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그가 세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허여되어야만 한다.)18)

위의 개소에서는 매수인이 부지를 선의로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타인 소유
임을 알게 된 상태에서 건축한 사안이 다루어진다. 이 경우 악의의 건축자에
게 비용상환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율리아누스의 견
해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울피아누스는 부정설을 취한다. 타
인의 소유임을 안 자는 건물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즉 부합물이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철거권, 즉 수거권(ius tollendi)을 인정한다.
한편 고전후기 법률가인 파울루스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보인다. 우선 타
인의 토지 위에 건축한 사안에서 건축자가 건물을 점유중이면 악의의 항변으
로 비용상환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건축자의 선악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D.44.4.14 Paulus libro tertio responsorum.
Paulus respondit eum, qui in alieno solo aedificium extruxerit, non alias sumptus
consequi posse, quam possideat et ab eo dominus soli rem vindicet, scilicet
opposita doli mali exceptione.
18) 번역은 최병조,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D.6.1.5.3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뺷서울대학교 법
학 제57권 제4호(2016. 12), 21면, 주 31을 기초로 일부 수정하였다. sollicitatus의 번역과 관련하여
성중모(1999), 부록 18면은 “自招한”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최병조(2016. 12), 21면,
주 31에서는 “비용상환을 악의의 항변을 통하여 받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시사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난처한”이란 역어를 택하였다. 여기서는 후자의
역어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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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스의 해답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자는 그가 점유중이고 그에게서

토지 소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물반환청구하는 경우에만, 즉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
함으로써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19)

보다 명확한 파울루스의 입장은 상속재산회복청구가 문제된 아래의 개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울루스는 먼저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비용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유익비
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더 관후한(benignius)” 해석으로 보고 있
다. 그리고 그 논거로 청구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부당이득법적 고려가 제시된다.20) 그리고 이 경우 점유자는 악의의 항변도
요구되지 않고 심판인의 직무로서 비용상환이 인정된다고 한다.
D.5.3.38 Paul. 20 ad ed.
Plane in ceteris necessariis et utilibus impensis posse separari, ut bonae fidei
quidem possessores has quoque imputent, praedo autem de se queri debeat, qui
sciens in rem alienam impendit. ¶ sed benignius est in huius quoque persona
haberi rationem impensarum (non enim debet petitor ex aliena iactura lucrum
facere) et id ipsum officio iudicis continebitur : nam nec exceptio doli mali
desideratur. plane potest in eo differentia esse, ut bonae fidei quidem possessor
omnimodo impensas deducat, licet res non exstet in quam fecit, sicut tutor vel
curator consequuntur, praedo autem non aliter, quam si res melior sit.
(명백하게 여타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실로

선의 점유자들은 그것들도 산입하지만 무단점유자는 자신을 탓해야만 하는바, 그
는 악의로 타인의 물건에 비용지출한 자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자의 경우에도
19) 번역은 기본적으로 최병조(2016. 12), 22면 이하를 따랐다.
20) Kaser, Bd. 2 (1975), 547에 의하면 상속재산회복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상속재산에 지출한 필요비
와 유익비는 고전기에는 선의의 점유자만이 상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원고

가 타인의 이익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비용상환의 권리를 인
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개소의 전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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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출한 것이 고려되는 것이 더 관후하고 (청구자는 타인의 出費에 기해서 이득
을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 자체가 심판인의 직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
서 악의의 항변도 요구되지 않는다. 물론 다음의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의 점유자는 실로 비용지출한 것을 전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바, 비용지출한 물건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데, 이는 후견인이나 보좌인의 경우에서와
같다. 그런데 무단점유자는 물건이 개량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아래의 칙법은 이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결국 파울루스의
“관후한 해석”을 따르지 않고 악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울피아누스의 견해를

좇아서 필요비상환청구는 인정하지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 수거권만 인정되는 쪽으로
결판이 났음을 알 수 있다.
C.3.32.5 Imp. Gordianus A. Herasiano (a.239)
Domum, quam ex matris successione ad te pertinere et ab adversa parte iniuria
occupatam esse ostenderis, praeses provinciae cum pensionibus quas percepit aut
percipere poterat et omni causa damni dati restitui iubebit. 1. Eius autem quod
impendit rationem haberi non posse merito rescriptum est, cum malae fidei
possessores eius quod in rem alienam impendunt, non eorum negotium gerentes
quorum res est, nullam habeant repetitionem, nisi necessarios sumptus fecerint
: sin autem utiles, licentia eis permittitur sine laesione prioris status rei eos
auferre.
(네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너에게 귀속되었다는 것과 상대방에 의하여 불법 점

유되고 있음을 증명한 가옥을, 지방수령은, 점유자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었
던 차임 및 모든 가해진 손해에 대한 배상과 아울러, 너에게 회복되는 것을 명할
것이다. 1. 그런데 점유자가 비용지출한 것은 고려될 수 없다고 타당하게 칙답되었
는데, 왜냐하면 악의의 점유자들이 타인의 물건에 비용지출하더라도, 타인의 물건
을 그들이 사무관리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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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이전 상태에 손상을 가함이 없이 그것을 수거하는 권리가 그들에게 인정
된다.)

2) 건물 해체시 건축자재의 소유권 복귀 여부

타인 토지 위에 건축한 사안에서 나중에 건물이 해체되는 경우 건축자재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로 복귀하는지 여부가 아래의 고전기 칙법에서 다루
어진다.
C.3.32.2 Imperatores Severus, Antoninus (a.213)
Si inferiorem partem aedificii, quae solum contingit, ad te pertinere probare
potes, eam, quam vicinus imposuit, accessisse dominio tuo non ambigitur. 1.
Sed et id, quod in solo tuo aedificatum est, quoad in eadem causa manet, iure
ad te pertinet. si vero fuerit dissolutum, materia eius ad pristinum dominium
redit, sive bona fide sive mala fide aedificium extructum sit, si non donandi
animo aedificia alieno solo imposita sint.
(지면에 접한 건물의 하층부가 네게 속한다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웃이

그 위에 축조했던 건물의 상층 부분은 너의 소유권에 부합한다는 데에 의심이 없다.
1. 그리고 너의 토지상에 건축된 것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적법하게 너에게

속한다. 반면에 그것이 해체되면, 그 자재는 이전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데, 그
건물의 축조가 선의로 되었든 악의로 되었든 불문하고,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축조
된 것이 증여의 의사로 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하다.)

먼저 서항과 제1항의 전단부까지는 건물소유권의 부합법리에 관하여 언급
하고, 이어서 건물이 해체된 경우 건축자재의 소유권의 복귀 문제를 다룬다.
위의 칙법에서는, 무단 건축자라 하더라도 선악불문하고 해체된 건축자재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건축자에게 “증여의 의사”
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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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개소에서 가이우스는 악의의 건축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기해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건물이 해체되더
라도 건축자재에 대한 소유권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는 결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 논거로 “타인의 것임을 인식한 토지에 함부로 건축한” 과책(過
責)을 제시한다.

D.41.1.7.12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aedificaverit, illius fit aedificium,
cuius et solum est et, si scit alienum solum esse, sua voluntate amisisse
proprietatem materiae intellegitur : itaque neque diruto quidem aedificio
vindicatio eius materiae competit. ... ¶ nam si scit, culpa ei obici potest, quod
temere aedificavit in eo solo, quod intellegeret alienum.
(반대로 어떤 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건축자재로 건축한 경우 건물은 토지가

속하는 자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토지임을 아는 때에는 자신의 의사로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실로 건물이 해체되어도 그 건축자재의
소유물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그리고 그가 [토지가 타인 소유인 줄]
아는 경우이면, 그가 타인의 것임을 인식한 토지에 함부로 건축한 점을 과책(過責)
으로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22)

21) 한편 토지 소유자가 제3자 소유의 자재로 건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자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
하지 않고, 부합되어 있는 동안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었다.
Inst.2.1.29
Cum in suo solo aliquis aliena materia aedificaverit, ipse dominus intellegitur aedificii, quia
omne quod inaedificatur solo cedit. nec tamen ideo is, qui materiae dominus fuerat, desinit eius
dominus esse : sed tantisper neque vindicare eam potest neque ad exhibendum de ea re agere
propter legem duodecim tabularum, qua cavetur, ne quis tignum alienum aedibus suis iniunctum
eximere cogatur, sed duplum pro eo praestet per actionem quae vocatur de tigno iuncto
(appellatione autem tigni omnis materia significatur, ex qua aedificia fiunt) : quod ideo
provisum est, ne aedificia rescindi necesse sit. sed si aliqua ex causa dirutum sit aedificium,
poterit materiae dominus, si non fuerit duplum iam persecutus, tunc eam vindicare et ad
exhibendum agere.
번역은 최병조(2016.12), 12면 참조.
22) 번역은 최병조(2016.12), 10면, 주 12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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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학제요에서는 가이우스를 따르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선의 건축자는 소유자가 자재의 가액과
노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악의의 항변을 제
기할 수 있고(전술한 Gai.D.41.1.7.12 참조) 건물 해체시에 자재를 소유물반
환청구할 수 있다. 반면 악의 건축자는 가이우스의 개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에 기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Inst.2.1.30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domum aedificaverit, illius fit
domus, cuius et solum est. sed hoc casu materiae dominus proprietatem eius
amittit, quia voluntate eius alienata intellegitur, utique si non ignorabat, in alieno
solo se aedificare : et ideo, licet diruta sit domus, vindicare materiam non poterit.
certe illud constat, si in possessione constituto aedificatore, soli dominus petat
domum suam esse, nec solvat pretium materiae et mercedes fabrorum, posse
eum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i, utique si bonae fidei possessor fuit qui
aedificasset : nam scienti, alienum esse solum, potest culpa obici, quod temere
aedificaverit in eo solo quod intellegeret alienum esse.
(반대로 어떤 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자재를 써서 가옥을 건축하는 경우, 가옥

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이 경우 자재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왜냐
하면, 적어도 그가 타인의 토지에 자신이 건축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면, 그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옥이 철거되었더라
도 자재를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실히 건축자가 확고히 점유 중인데
토지 소유자가 가옥을 자신의 것으로서 청구하면서 자재의 가액과 건축공의 보수
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악의의 항변으로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적어도 건축자가 선의의 점유자였다면 그러하다. 타인 토지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타인의 것임을 알았던 토지에 함부로 건축한 과책으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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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소들에서 흥미로운 것은 악의 건축자의 경우 건축자재를 의사에
기한 처분, 즉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이다.23) 그러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상환도 항변으로 제기할 수 없고, 가옥
이 철거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지 않는다. “타인의 것임을 알고도
함부로 건축한 과책”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논거이다. 이는 앞의
울피아누스 개소(Ulp.D.6.1.37)와 칙법(C.3.32.5 [a.239])에 의하면, 토지소
유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즉 부합물이 분리가능한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악의의 건축자에게도 자재의 수거권을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단호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타인 물건에 대한 비용지출 사안에서 로마법률가들은 한편으로
선의자에 대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악의의 비용지출자에
대하여는, 반대설이 있기는 하지만, 단호하게 비용상환을 거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24) 그 논거로는 타인토지 건축 사안에서는 “타인의 것임을 알고도
23) 로마법상 아래의 법리칙을 참조할 때 악의의 건축자는 사실상 그 반대의 입증이 봉쇄되어 ‘증여의
사로 한 것’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으로 최병조(2016. 12), 11면 주 12 참조.
D.50.17.53 Paulus 42 ad ed.
Cuius per errorem dati repetitio est, eius consulto dati donatio est.
(착오로 공여되면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고의로 공여되면 증여이다.)
D.50.17.82 Papinianus 9 resp.
Donari videtur, quod nullo iure cogente conceditur.
(아무런 법적 강제 없이 부여되는 것은 증여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24) 이러한 태도는 ‘화판(tabula picta) 사안’에서도 확인된다. 즉 타인의 화판에 그림을 그린 자가 선의
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Gai.2.78.
Sed si in tabula mea aliquis pinxerit ueluti imaginem, contra probatur : magis enim dicitur
tabulam picturae cedere. cuius diuersitatis uix idonea ratio redditur : certe secundum hanc
regulam si me possidente petas imaginem tuam esse nec soluas pretium tabulae, poteris per
exceptionem doli mali summoueri; at si tu possideas, consequens est, ut utilis mihi actio
aduersum te dari debeat; quo casu nisi soluam inpensam picturae, poteris me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ere, utique si bonae fidei possessor fueris. illud palam est, quod siue tu
subripueris tabulam siue alius, conpetit mihi furti actio.
(그러나 나의 화판에 어떤 자가 예컨대 초상을 그렸을 경우에는 반대 법리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화판이 그림에 부속된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의 적절한 이유는 거의 제시되
지 않는다. 분명 이 법리칙에 따라서 내가 점유 중일 때 네가 너의 초상화임을 주장하여 소유물반
환청구하면서 화판의 가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너는 악의의 항변으로써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점유하고 있으면 나에게 너를 상대로 준소권이 부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

이 경우 내가 그림의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악의의 항변으로써 배척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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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비용지출한 “과책”을 지적하면서, 그 경우에 증여 의사를 추정하고
있다.25)

5. ‘강요된 이득’으로부터의 수익자 보호 문제
타인물건 비용지출 사안에서 비용지출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유익비에 대한 비용상환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이 객관적으로
유익비라고 하더라도 회복자의 입장에서는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큰 부
담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켈수스 개소에서는 회복자인 토지소유자를 보
니, 네가 선의 점유자였기만 하다면 말이다. 네가 화판을 절도했거나 다른 자가 그랬다면 나에게
절도소권이 인정된다.)
D.41.1.9.2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Sed non uti litterae chartis membranisve cedunt, ita solent picturae tabulis cedere, sed ex diverso
placuit tabulas picturae cedere. utique tamen conveniens est domino tabularum adversus eum
qui pinxerit, si is tabulas possidebat, utilem actionem dari, qua ita efficaciter experiri poterit,
si picturae impensam exsolvat : alioquin nocebit ei doli mali exceptio : utique si bona fide
possessor fuerit [qui]<cui> solverit. Adversus dominum vero tabularum ei qui pinxerit rectam
vindicationem competere dicimus, ut tamen pretium tabularum inferat : alioquin nocebit ei doli
mali exceptio.
([쓰여진] 글자들이 종이나 양피지에 부속되듯이 그림이 화판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
판이 그림에 부속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만 항시 화판의 소유자에게 그림을 그린 자를 상대
로, 이 자가 화판을 점유한 경우, 준소권이 부여되는 것이 합당하고, 이 소권으로써 그는 그림의
비용을 상환하면 유효하게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악의의 항변이 불리
하게 작용할 것이니 항시 상환받는 자가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 그런데 화판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그림을 그린 자에게 진정한 소유물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다만 그는 화판의 가액을
상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악의의 항변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개소 번역은 기본적으로 최병조(2016. 12), 33면 이하에 따랐다. 준대물소권과 관련된 논의는 同所
참조.
25) 이러한 증여 추정에 대하여 중세의 법률가 마르티누스는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다수설은 위 로마법
개소에 충실하게 악의 점유자의 경우 증여의사 추정을 따랐다. Hallebeek (1999), 82ff. 그런데 이
와 같이 악의 점유자의 경우 증여의사 추정을 통해 비용상환을 부정하는 논리는,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 부당이득법에 관한 최신 국제모델규정인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에서 이득의 정
당화 사유로서 손실자의 손실에 대한 ‘임의동의’로 다시 나타났다(VII.-2 : 101(1)(b) 참조). 악의
비용지출자에 대하여는 비용상환을 거부하겠다는 법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상훈, 뺷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DCFR) 부당이득편 연구뺸(2017), 208면 이하 참조. 최병조(2016.12), 11면 주 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대증명을 통한 추정의 복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비용지출자의 의사는 증여 의사
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Hallebeek (1999), 85면 역시 이를 법적 의제로 보고 있다(“We are dealing
here with a legal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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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하여 회복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궁
한 경우에는 비용지출자에게 수거권(ius tollendi)만을 인정하는데, 다만 수거
를 통해 토지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물론 비용지출자가 수
거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만을 가진 경우에는 수거권의 행
사는 제한된다. 해당 개소를 다시 인용한다.
D.6.1.38 Celsus 3 dig.
In fundo alieno, quem imprudens emeras, aedificasti aut conseruisti, deinde
evincitur : bonus iudex varie ex personis causisque constituet. ¶ finge et
dominum eadem facturum fuisse : reddat impensam, ut fundum recipiat, usque
eo dumtaxat, quo pretiosior factus est, et si plus pretio fundi accessit, solum
quod impensum est. finge pauperem, qui, si reddere id cogatur, laribus sepulchris
avitis carendum habeat : sufficit tibi permitti tollere ex his rebus quae possis,
dum ita ne deterior sit fundus, quam si initio non foret aedificatum. ...
(네가 부주의로 매수한 타인의 토지에 네가 건축 또는 파종을 하였고, 그 후에 [소

유자에 의하여 토지가] 추탈된다. 훌륭한 심판인은 관련된 사람들과 사정들을 살펴
보고 그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 소유자도 동일한 것을 하려고 했다고
하자. 그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액증가된 것을 한도로 비용을
상환해야 하고, [비용지출한 것을] 초과하여 토지가 가액증가한 경우에는 비용지출
한 것만을 상환하면 된다. 비용상환하도록 강제되면 家의 수호신이나 조상의 분묘
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소유자가 가난하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이 물건들로부터
네가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 너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충분한데, 애초
에 건축되지 않았던 상태보다 토지가 악화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

한편 아래의 울피아누스의 개소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도 유사한 고려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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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7.25 Ulp. 31 ad ed.
Si servos pigneratos artificiis instruxit creditor, ¶ si quidem iam imbutos vel
voluntate debitoris, erit actio contraria : ¶ si vero nihil horum intercessit, si
quidem artificiis necessariis, erit actio contraria, non tamen sic, ut cogatur servis
carere pro quantitate sumptuum debitor. sicut enim neglegere creditorem dolus
et culpa quam praestat non patitur, ita nec talem efficere rem pigneratam, ut
gravis sit debitori ad reciperandum : puta saltum grandem pignori datum ab
homine, qui vix luere potest, nedum excolere, tu acceptum pignori excoluisti
sic, ut magni pretii faceres. alioquin non est aequum aut quaerere me alios
creditores aut cogi distrahere quod velim receptum aut tibi paenuria coactum
derelinquere. medie igitur haec a iudice erunt dispicienda, ut neque delicatus
debitor neque onerosus creditor audiatur.
(채권자가 담보물로 제공된 노예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켰다. ¶ 실로 그 노예들이
[교육을 통해] 그 기술을 이미 갖추게 되었거나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로 된 것이라

면 반대소권이 인정될 것이다. ¶ 반면에 이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로 필요한 기술인 경우에만 반대소권이 인정될 것이지만, 지출액을 대가로 채무
자가 노예를 포기하도록 강제되지는 않는다. 즉 고의․과실책임이 채권자로 하여
금 질물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채
무자로 하여금 회수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질물을 만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가령 대규모의 농지가 채무상환은커녕 경작조차 할 수 없는 자로부터 담보물로 제
공되었는데, 네가 담보물로 수령한 농경지를 경작했고 그 결과 농지의 가액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하자. 어차피 내[=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구하는 것이나, 내가
돌려받기 원하는 것을 매각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나, 또는 빈궁으로 인해 담보물을
포기하여 너[=질권자]에게 내주도록 강제하는 것[=강제적으로 유질되는 것]은 모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취약한 채무자도 짐스러운 채권자도
청허되지 않도록 하는 불편부당함이 심판인에 의해서 숙고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비용상환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비용상환 의무자측의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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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고려하는 것을, 켈수스는 “훌륭한 심판인(bonus iudex)”의 직무로 보고
있고, 울피아누스 역시 “형평(aequum)”에 기해 “불편부당함(medie)”을 숙고
하는 것을 심판인이 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무자측의 사정을
고려하는 태도는 로마법률가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데, 객관적으로 보아 그것이 재산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이득자에게는 “강요된 이득”이라는 사정이 감안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도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회복자를 보호하는 규
정을 두고 있는데, 민법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
을 허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203조 제3항).26)

Ⅲ. 민법과의 비교
1. 시사점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권한 없는 개입 사안에서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일반부당이득 규정(제741조 이하)과 함께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 무단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비니가 정초한 근대 부당이득법 이론에 토대를 두
고 일반부당이득 조항을 두고 있다(제741조).27) 이는 기본적으로는 고전기
로마법상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이 논의되었던 손실자의 공여(datio)
26)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카나리스는 강요된 이득 사안에서 수익자 보호를 위한 이득소멸항변(독일민
법 제8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이 경우 비용상환을 위해 반환의무자가 기초재산을 매각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게 되면 이는 기초재산에 대한 손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득소멸항변의 인정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2 Besonderer Teil, 13. Auflage (1994), § 72 IV 참조.
27) 사비니는 로마법상의 condictio 소권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재산으로부터 타인의 원인 없
는 이득”(grundlose Bereicherung des Andern aus unsrem Vermögen)이라는 공통원리가 적용되는
독자적 법영역으로서의 부당이득법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 5 (1841), 526. 이에 대하여는 양창수, ｢서독 부당이득법의 입법론적 전개｣,
뺷서울대학교 법학뺸 제26권 4호(1989.5), 16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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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건으로 하는 사안(즉 급부부당이득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28)
앞서 살펴본 로마법개소들에서 확인되듯이, 비용지출이나 노무제공의 이득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민법이 일반부당이득 조항
외에 제203조나 제739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법사학적 관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타인생활영역 개입의 대표적 사안으로 이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부
여된 경우 민법에서도 무단사무관리 또는 불법관리가 문제된다. 전술하였듯
이 로마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사무관리요건이 결여되어 사무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서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른바 ‘무단사무관
리’의 경우에도 지출액이 아닌 이득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고전후기에 이르러 통설이 된다. 그러나 ‘금지된 개입’ 사안에 대해서는 유스
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에 이르러서야 칙법을 통해 해결을 보게 되는데, 이때
사무본인이 관리자에게 관리금지 통보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
징이다.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로마법에서도 악의의
항변의 형태로 인정되었다. 다만 필요비를 넘어서는 유익비상환은 선의의 점
유자에게만 인정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점유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그것이 객
관적으로 유익하기만 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민법과는 차이를
보인다(제203조 제2항).29) 이 점에서 민법은 비용지출이 객관적 이익창출한
것을 전제로 비용지출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30) 상환의무자인
28) 고전기 로마법상 condictio 소권은 청구취지로부터 無因的으로 작성된 엄법소권으로 확정금(certa
pecunia)과 확정물(certae res)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권이었다. Kaser/Knütel/Lohsse (2017),
297.
29)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법상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비교에 대하여는 제철웅,
｢도급계약상의 수급인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뺷법조뺸 Vol. 561(2003. 6), 76면 이하
참조.
30)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영국법은 악의적 개입으로부터 소유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입장이다.
영국법상 잘 알려진 법언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신발을 닦았다고 할 때, 상대방은 그 신발을
신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가 전해진다(Taylor v. Laird [1856] 25 LJ Ex 329, 332
(Pollock CB) 참조). 영국법상 노무의 경우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요청되었
어야(requested)만 한다.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용상환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
가 학설상 진행중이다. 그 예로 반박불가능한 이득(incontrovertible benefit)과 임의수락(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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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대한 보호는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03조 제2항). 물론 로마법에서도 악의의 점유자가
입은 “난처한” 손해에 대하여는, 파울루스와 같이 부당이득법적 사고를 근거
로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발견되지만(D.5.3.38), 주류적인 입장
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한 하에 수거권만을 인정하거나 건물해
체의 경우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복귀를 인정하여 회수권을 부여하는 데 그쳤
고, 후대에 가면 악의자의 경우 의사에 기한 처분(‘증여 추정’)으로 보아 회
수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간다.
정리하면 타인생활영역 개입과 관련하여 로마법은 고전기 이전부터 고전
기를 거쳐 황제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법의 발전 방향
은 부당이득법적 고려하에 이득반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되 구체적 사안에
서 사안해결의 기준으로 본인의 사무관리 금지통보가 고려되고, 나아가 수거
권 내지 회수권의 인정의 방법으로 이득자와 손실자 간의 섬세한 이득조정을
하고 있다. 나아가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강요된 이득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비용상환의무자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거권만을 인정하는 개소
도 주목할 만하다.

2. 사례 해결
이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는다.31)

acceptance)의 경우가 논의된다. Peter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1985,
revised ed. 1989), 117~124; 265ff.; Goff & Jones,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edited by
Charles Mitchell, Paul Mitchell and Stephen Watterson, Eighth Edition (2011), para. 17-01ff.
참조.
31) 그 밖의 사안유형으로 타인의 그림을 복원하여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쓰레기를 정리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사안 등을 들 수 있다. Larenz/Canaris (1994), § 72 IV, S.
286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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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A는 공용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식당에 갔다. B는
A가 식당에 간 사이에 A의 승용차를 세차하였다. A가 돌아오자 B는 A에
게 세차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A는 B에게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
고 자신은 세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세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
자 B는 A에게 세차를 통해 얻은 이득의 반환을 요구한다.
(i) A는 평소 세차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
(ii) A는 식사를 마치고 마침 세차를 하려고 했다.
(iii) A가 식사를 마치고 왔을 때 B가 세차중이었는데 A는 지켜만 보고 이
를 저지하지 않았다.
(iv) A가 주차하고 식당으로 가려는데 근처에 세차용구를 들고 있는 B를
보았고, B가 “세차하겠냐?”고 물어보자 “괜찮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A
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B가 A의 승용차를 세차해 놓았다.

우선 이 문제는 부당이득법에 관한 유형설에 의하면 ‘비용부당이득’ 사안
에 해당한다. 그것은 손실자 자신의 의사에 기한 재산상 출연이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는 급부부당이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의무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본인의 생활영역에의 간섭이 있다는 점에서는 침
해부당이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권리침해 이외의 형태로 침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구별된다.32)
민법은 제741조에서 일반부당이득 규정을 두고 있지만, 비용부당이득 사
안의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는 인접 법분야, 즉 사무관리법이나 회복자－점유
자 관계에서의 비용상환규정 등을 참조하여 사안 유형별로 체계적 검토가 요
구된다. 우선 사무관리의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다면 사무관리법 규정의 적
용이 가능하다.33) (iii)의 경우 본인이 저지하지 않고 지켜보았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경우 사무
관리의 추인으로 되어 사무관리법에 의한 이익조정이 가능할 것이다(제739
조 제1항, 제2항).
32) 뺷민법주해뺸(2005), 제741조, 371면(양창수 집필부분).
33) 사무관리의 추인은 사무관리를 위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전의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던 경우에도 추인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되게 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다. 곽윤직(2003), 339면; 김증한․김학동(2007), 6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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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v)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반대한 경우,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관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그 결과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비용상환청구가 인정된다.34) 이는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필요비와 아울러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
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제203조와 궤를 같이 한다.35) 즉 민
법에서는 악의의 점유자, 나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관리자에게도 원
칙적으로 비용상환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악의 점유자의 경우 “타인
의 것임을 알고도 함부로” 비용지출한 “과책”을 이유로 비용상환을 거부하는
로마법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36) 한편 금지된 개입 사안에서 사무본인
의 관리금지 통보를 기준으로 통보 후에는 비용지출자의 비용상환을 불허하
는 로마법의 태도는 민법에서도 참고할 만하다.37)
이제 남은 사안은 (i)과 (ii)인데, 사안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다. 관건은 이러한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강요된 이득 사안에서의 이득자
보호인데, 우선 위의 (i)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이득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이득’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논거로 법질서에 의한 강제적인 가치교환의 방지,38)
나아가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타인 생활영역에의 개입 금지와 같은 법정책적
고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득반환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면 이
는 앞서 살펴본 민법 제203조와 제739조 제3항에서의 가치평가와는 반대의
34) 민법 제739조 제3항은 사무관리가 아니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형
석, ｢제3자의 변제․구상․부당이득｣, 뺷서울대학교 법학뺸 제46권 제1호(2005. 3), 353면 이하 참조.
35) 다만 법문상의 표현은 제739조 제3항은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로 되어 있고, 제203조 제2
항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이득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6) 전술한 화판 사안에서도 타인의 화판에 그림을 그린 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구제수단이 인정되었다.
37) 민법은 적법사무관리인 경우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736조). 뺷민법주해뺸(2005), 제741조, 378면(양창수 집필부분)에서 이와 같은 강요된 이득
사안에서 제736조를 유추적용하여 비용지출 개시한 때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해야 하고 통

지를 유책하게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비용지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배제된
다고 본다.
38) DCFR의 경우 의도적으로 이득을 부여한 자가 기회를 노린 청구권(opportunistic claims)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 경우에 그는 이득에 대한 가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risk of
non-payment)을 인수한 것을 근거로 이득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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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 경우 이득반환은 인정하되 반환범위를 제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ii)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절감’을 이
득으로 보아 반환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A가 방금
세차를 하고 주차장에 왔다거나 또는 식사를 마친 후에 해외여행을 위해 공
항에 가서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해 놓을 계획이었다면 비용절감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한편 사안을 달리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부재중에 어떤 자가 자동
차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헌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자
동차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이 경우에는 ‘비용절감’이 있다고 보아
비용상환이 가능할 것이다.39) 물론 개입자가 보수를 노리고 기습적으로 노
무제공한 경우라면 신의칙상 반환청구의 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40)

39) 참고로 독일의 카나리스는 강요된 이득 사안에서 “수익자에 의한 재산증가의 실현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재산증가가 미실현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악의자라면, 우리 민법과 달
리 독일법상 악의의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려하여(독일민법 제996조,
제990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된다고 한다. Larenz/Canaris (1994), § 72 IV 참조.
40) 카나리스는 ‘자신의 불법원용금지’와 ‘신의칙’을 근거로 이를 배제한다. Larenz/Canaris (1994), §
72 IV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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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ficious Intermeddling Cases in Roman Law

Lee, Sang Hoon*
41)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has provisions of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Art. 741 et seq.), claim for reimbursement of possessor
(Art. 203) and intervener contrary wishes of the principal (Art. 739(3)) for
the officious intermeddling cases. Although the KCC has the general rule of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having separate provision such as Art. 203 and
Art. 739(3) can only be understo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ince Roman
law.
There were various cases in Roman law regarding the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from the pre-classical period through the classic period to
the time of Justinian. It is observed that the tendency was to recognize the
restitutionary relief although in a limited extent even in case the intervener
had not the intention to act on another’s behalf (Ulp.D.3.5.5). Later, the
Emperor Justinian considered the notice of prohibition to the intervener as a
standard for case resolution (C.2.18.24). In case of improvement of land which
belongs to another, however, only the right to take materials down was confer
to the intervener in bad faith so long as it is without loss to the owner of
the land (C.3.32.5). Finally, it is notable that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principal obliged to reverse enrichment was considered in view of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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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is unsolicited and imposed to him (Cel.3.32.5).
In conclusion, the author solves some cases of unsolicited or imposed
enrichment (“car wash cases”)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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