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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對象判決의 要旨

訴訟行爲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類推適用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

루어진 후 提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

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要旨

피고들은 포함한 73개 제약회사들이 도매상인 채무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채무자가

부도 나자 채권자단을 구성한 다음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選定하여 자신들의 채권(기존 채권

및 향후 발생할 채권)을 모두 양도한 다음,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채

권최고액 33억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들이 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

여(배당 당시 채권자단 대표인 피고들에게 신고한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액은 54개 회사 합계 금

4,729,097,465원임)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2,222,634,7067원 전액을 배

당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 당시 피고들 자신의 채권은 1,157,771,207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나. 事案의 內容



① 의약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들을 포함한 총 73개의 제약회사(이하 ‘전체채권자들’이라

고 한다)는 의약품 도매상인 소외 중앙에치칼 주식회사와 소외 동양메디칼 주식회사를 통하여

소외 의료법인 리라병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1995. 10.

24.경 소외 법인이 부도가 나자 공동으로 채권을 確保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피고들을 채권자 대표로 선정하여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달 27. 소외 동양메디칼 주식회사 및 소외 법인과의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이 소외 법인에 의약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미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권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가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에 따라 소외 법인은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결과, 소외 법인 소유이

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의 20 대 8,326㎡에 관하여 1995. 10. 30.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채

무자를 소외 동양메디칼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3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고, 1996. 5. 15. 같은 달 9.자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중앙에치칼 주식회사를 채

무자로 추가하는 위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1997. 10. 29. 청주지방법원 97타경24507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매각대금 22억 3천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금원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피고들은 채권액 33억 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기초

로 1998. 9. 22. 매각대금 22억 3천만 원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 5,620,826원의 합계인

2,235,620,826원 중 집행비용 12,986,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22,634,706원을 모두 피고들에게 배

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뒤에서 양수받

은 부분 제외)의 금액은 위 배당 당시 1,157,771,207원에 불과하였지만, 1998. 10.경 당시 채권자단

대표인 피고들에게 신고한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총 54개 회사에 합계 4,729,097,465원이었다.

피고들은 1998. 10.말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소송비용 등

을 공제한 잔액인 998,540,000원을 50개 채권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3. 原審法院의 判斷

가. 原告의 第1 主張

(1) 主張의 要旨



원고들은 배당 당시인 1998. 9.경 피고들이 채무자인 소외 동양메디칼 주식회사 및 소외 중앙

에치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약품을 공급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의 금액은 1,157,771,207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배당은 피고들의 위 채권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判 斷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권의 확보 내지는 回收라는 공동의 사업

을 경영하는 내용의 債權者團이라는 組合契約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전체채

권자들은 피고들을 業務執行組合員으로 정하여 그 구체적인 組合業務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하였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인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을 양수받아 그 일부(33억원)를 가지고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들의 일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原告의 第2 主張

(1) 主張의 要旨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전체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채권

의 양수를 받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양도, 양수가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신탁법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判 斷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채권자단이라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들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

35302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채권을 양도한 다음 양수인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양수한 채권액을 피담보채

권액에 포함시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게 한 다음 그 배당액을 양도인이 수령한 경우

이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III. 訴訟信託

1. 訴訟信託의 槪念과 立法趣旨

가. 槪 念  

신탁법 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訴訟이라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제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신탁행위일지라도 그 신탁목적이 소송행

위를 하게 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송신탁으로서 禁止되는 것은 아니다.

나. 信託法 第7條의 立法趣旨

신탁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⑴ 제1설 : 비변호사의 健訟1)濫訴의 폐단을 방지하고, 변호사대리원칙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

한 데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일본의 종래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2)이고, 우리나라의 통설3)이다.

⑵ 제2설 : 신탁법이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본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소송을 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탈법행위를 금하는 것으

로서 신탁법 제6조에 정한 신탁에 의한 탈법행위금지의 원칙을 광의의 소송 전반에 관하여 논급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4)이다.

⑶ 제3설 : 소송신탁 금지의 근거 내지 이유를 변호사대리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든가 남소

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데서 찾는 견해가 있다.

1) “하찮은 일에도 소송을 걸기 좋아함”이라는 의미임.

2) 四宮和夫,「信託法」(增補版), 法律學全集 33-2, 有斐閣, 昭和55(1980) 53面.

3) 姜玹中,「民事訴訟法」(제5판), 博英社(2002) 141쪽; 李時潤,「民事訴訟法」(新訂補版), 博英

社(1995) 149쪽.

4) 許奎, “信託行爲와 信託法上의 信託”, 司法論集 5輯 (74.12) 57쪽; 宋興燮, “訴訟信託의 判定

基準”, 對象判例: 大判 1991.11.12 91다26522, 大法院判例解說 16號 (92.10) 217쪽.



이 견해에 의하면, 신탁법 제7조의 근거는 사회적인 부당성에서 찾아야 하므로, 소송신탁의 성립

요건을 논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형식 속에 숨어 있는 실질상의 反社會性, 즉 당사자의 사회적인

부당성에 착안하면 충분하며, 일부 판례의 판시와 같이 채권양도와 소송제기가 시간상으로 가깝

다거나 수탁자의 변호사 자격 유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채권양도와 소

송제기가 시간상으로 멀거나 수탁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신탁의 형식을 빌려서 남의 다툼

에 부당하게 끼어들 때는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소송신탁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며, 따라서 남의 다툼에 끼어들더라도 그러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사실상 소송신탁에 해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5)

일본에서도 종래의 통설은 행위의 주체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비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단속하려

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았으나, 근래에는 행위의 객체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타인간의 소송에 개

입함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배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

다.6)

2. 訴訟信託의 要件

가. 訴訟行爲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

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 강제집행법에 의한 강제

집행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신청, 인사소송법상의 신청을 모두 포함한다.7)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어떤 행위가 신탁행위일지라도 그 신탁목적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송신탁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함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신탁목적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사무처리의 과정에서 수탁자가 우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탁법이 무효로 보는 소송신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8)

5) 장형룡,「信託法槪論」(개정판), 育法社(1991) 92-95쪽.

6) 佐藤鐵男, “貸金債權·約束手形債權の讓渡の訴訟信託”, 對象判例: 1983. 5. 26. 判決 東京地裁

昭47(ワ)11130, ジュリスト 892號 (87.09) 111-112面; 櫻田勝義, “判例にあらわれた訴訟信

託”(1), 判例時報 453號 (66.09) (判例評論94) 86-90面 參照.

7) 許奎, 前揭論文 58쪽.



또한 채권의 추심위임을 받은 자는 의뢰인과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 및 소송상의 권리를 가지

고 있고, 추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이

아니면 본조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추심을 위하여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송신탁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다. 추심의 방법을 소송의 방법에 의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3. 大法院 判例

가. 主要 判例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소송신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

심위임 배서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 : 약속어음의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 배서가 소송행위를 하

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2) 債權이나 契約上 地位의 讓渡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 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중인 도급인 소유의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3자와 그 매매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

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급인과 제3자 사이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시로부터 단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된 점, 소송과 관련된 제3자의 그간의 행적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

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8) 許奎, 前揭論文 59쪽.



(3) 補償金請求의 委任

○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 : 보상청구라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4) 土地所有權에 기한 不當利得返還請求를 하기 위하여 土地所有權을 移轉한 경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

어야 한다.

(5) 抗辯을 回避하기 위한 경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判例 分析 

信託制度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나마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判例

가 별로 없고, 그것도 대부분 소송을 목적으로 한 債權讓渡와 推尋委任에 관한 것이다.

소송신탁에 관한 위 사례들 중 채권 또는 어음의 추심을 위하여 하는 양도는 반드시 신탁법상

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가사 그것들이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

조가 유추적용된다.9)

추심을 위하여 하는 채권양도에서도 추심의 방법을 소송의 방법에 의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것인바, 만일 전자라고 한다면 이는 명

백히 소송신탁을 구성하나, 후자라고 하면 소송신탁으로 볼 것이 아니다.10)

4. 訴訟信託의 判定基準

가. 訴訟信託의 判定基準 

9) 許奎, 前揭論文 58쪽; 四宮和夫, 前揭書 53面.

10) 許奎, 前揭論文 58-58쪽 참조.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나, 그것이 불명한 경

우에는 신탁계약의 조항뿐만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 즉 ①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② 수탁자가 직업적으로 추심을 위임받는지 여부, ③ 수탁 후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시

간적 간격이나 경위, ④ 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 실

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11)12)

(1) 委託者와 受託者와의 관계

양자간에 면식이 없는데 信託된 경우에는 訴訟信託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양수인과 양도인이 종래 일면식도 없고 또 채권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채권양수후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취득원인없이 권리를 양도, 양수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訴訟信託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受託者가 職業的으로 推尋委任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니면서 항상 타인을 위하여 訴訟行爲를 하는 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채권을 양수한

경우, 수탁자가 채권추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수탁자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추심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여 타인을 위하여 訴訟을 제기하여 온 자가 대가를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채권을 양수하여 곧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직업 자체가 유

력한 판단기준이기는 하나 다른 요건과 함께 판단할 기준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

로,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주로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3) 受託者로부터 訴訟提起까지의 時間的 間隔이 짧은 경우

추심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에게 訴訟을 위임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경

우13) 또는 정당한 사정이 없는데도 수탁자가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은 訴訟信託의 해당 여

부 판정에 있어서 유력한 자료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짧아도 정당

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예컨대 계의 관리자가 계금불입금

추심을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信託사무처리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訴訟을 주목적으로 하

는 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짧아도 정당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1) 許奎, 前揭論文 59-62쪽; 宋興燮, 前揭論文 217-218쪽.

12) 채권양도에 관한 일본 판례의 상세한 분석으로는 櫻田勝義, 前揭論文 72-78面 參照.

13)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참조.



(4) 抗辯을 回避하거나 抗辯을 行使하기 위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스스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 抗辯의 대항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추심의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訴訟行爲를 하게 하는 경우14) 또

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상계의 방법으로 양수인의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 양

수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도 取得時效의 抗辯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 訴訟信託 해당 여부 판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5) 기타 事情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용이한 경우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수탁자가 변호사

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송신탁에 해당할 것이다.

나. 判定基準 時點과 違反의 效果

(1) 判定基準 時點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信託行爲가 행하여진 때(訴訟提起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

다.15)

(2) 違反의 效果

신탁법 제7조(소송신탁금지)에 위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16) 채무자(피고)에 대한 수탁자(채

권양수인 등)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체법상 당사자 사이의 양도 자체 역시 무효

이다.

본조위반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이러한 무효행위에 의하여 소 제기

를 한 자(수탁자)는 소 제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성을 갖는 소송신탁의 본질을 반사회성에 있다고 보면, 부당한 소송신청

으로 말미암아 이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는 당연히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소송신탁인지 여부가 항변사항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7)

14) 日本 最高裁 昭和 24. 3. 27. 判決.

15) 許奎, 前揭論文 63쪽; 宋興燮, 前揭論文 219쪽.

16)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7조는 강행규정으로 그 입법취지가 반사회적인 소송신탁을 막는 데 있는바, 그 규정의

위반은 법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시키기 때문이다.

다. 小結論 

⑴ 소송신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앞서든 사정 외에도 기준이 될 만한 사유는 많을 것이

다. 결국 소송신탁인지 임의적 소송담당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 등에 비추어 事案을 綜合的,

實質的으로 판단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8)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는 결국 신탁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

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도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양도가 訴訟을 주목적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추심위임관계의 제반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19)도,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

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한 사안에서

“소송신탁인지 여부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까지

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여러 가지 기준 등을 綜合的, 實質的으로 판단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⑵ 앞서 든 판례의 경향을 보면 소송신탁으로서 무효가 되는 신탁행위에는 공통된 면이 있다.

① 첫째, 신탁행위를 그 제도적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 사이의

분쟁에 끼어드는 방법으로써 채권이나 기타 권리를 신탁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탁은

원래 남의 재산을 관리해 주기 위하여 그 재산권을 양수하는 제도임에도, 소송신탁은 재산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주목적은 소송행위에 있으므로 재산관리제도로서의 신탁의 정당한 이용이라고

는 할 수 없는 것이다.

② 둘째,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합법적인 권리행사절차에 따라 실질적

으로는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했으면 신탁재

산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신탁법 제41조). 따라서 사회통념상 그 대가가

보수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가가 남의 분쟁에 관

여하는 반사회성을 갖는 사무처리로 인한 보수이면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7) (同旨) 許奎, 前揭論文 63쪽.

18) 許奎, 前揭論文 62쪽; 宋興燮, 前揭論文 218쪽 參照

19) (同旨)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또한 위탁자나 수탁자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데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다투는 상대방에게 특별

히 손해를 주려고 할 때, 역시 반사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셋째, 오직 재판이나 강제집행 등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신탁하는 행위이

다. 신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쟁에 관여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국가제도를 이

용,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IV. 任意的 訴訟擔當

1. 任意的 訴訟擔當의 意義

가. 意 義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수여함으

로써20) 관계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고 제3자가 받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

송에 등장하지 아니한 본래의 권리주체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21)

법이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것은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

의 피배서인(어음법 제18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

률 제4조 제1항22) 소정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속한다.

나. 訴訟信託과의 差異

임의적 소송담당은 실체법상의 권리는 본인이 유보하면서 그 소송실시권만을 제3자에게 수여

하는 것임에 비하여 소송신탁은 일응 실체법상의 권리명의와 소송수행권을 함께 제3자에게 수여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3)

임의적 소송담당에서는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

체인 본인(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에게 미친다.24)

20) 尹載植, “組合과 訴訟: 任意的 訴訟擔當의 許容性 問題를 中心으로”, 對象判例: 大判 1984.

2. 14. 83다카1815, 民事判例硏究 (제2판) 7권 (93.05) 240-241쪽.

21) 金成龍, “業務執行組合員과 任意的 訴訟信託”, 對象判例: 大判 1984.2.14 83다카1815, 大法

院判例解說 3號 (88.08) 118쪽.

22) 第4條 (不實資産의 정리를 위한 受任·引受등) ①金融機關은 보유하고 있는 不實資産을 신

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에 不實資産의 정리(債權의 回收·推尋 또는 財産

의 賣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委託하거나 그 引受를 요청할 수 있다.

23) 양자의 관계 및 구별에 관한 것은, 櫻田勝義, 前揭論文 85-86面 參照.

24) 金成龍, 前揭論文 124쪽.



2. 任意的 訴訟擔當의 許容限界

가. 問題點 提起

임의적 소송담당은 위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시키는 소송대리의 원칙을 잠탈하고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소송신탁의 금지(신탁

법 제7조)와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은 변호사 아닌 법률브로커들이 날뛰어 의뢰

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2항)의 침

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원칙의 잠탈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예외적 허용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學說의 對立

(1) 法定說 (第1說)

법률의 규정(예컨대, 민소법 제53조, 어음법 제18조)이 없는 한 권리주체가 임의로 소송추행권

을 他人에게 수여할수는 없으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은 許容되지 않는다.25)

(2) 正當業務說 (第2說)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은 허용할 것이라는 견

해26)이다. 從來의 通說이다. 組合員인 勞動者의 勞動契約上의 權利關係에 관하여 勞動組合에 대

한 訴訟信託을 예로 들 수 있다.

(3) 實質關係說 (第3說)

극히 한정적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을 허용함에 불과한 통설에 반대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라는 규제의 취지를 회피․잠탈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다 널리 임의적 소송신탁을 許容할 것이라는 견해이다.27)

25) 加藤正治,「民事訴訟法要論」, 有斐閣, 昭和27(1952) 116面.

26) 方順元,「民事訴訟法」(增訂版), 普成文化社(1983) 114쪽; 兼子一,「民事訴訟法體系」, 酒井

書店, 昭和33(1958) 161面]; 齊藤秀夫 編著,「注解民事訴訟法」第1審手續(I), 第一法規(1963)

251面.

27) 姜玹中,「民事訴訟法」(제5판), 博英社(2002) 141-142쪽; 李時潤,「民事訴訟法」(新訂補版),

博英社(1995) 149-150쪽; 福永有利, “任意的訴訟擔當の許容性”, 民事訴訟の理論(上卷): 中田



이 설에 의하면 임의적 소송담당이 허용되는 것은,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스스로 당사자로 될 수 없으나 긴급히

소송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소송담당자 자신이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결과에 대하

여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수권이 있는 한 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되고(소송

담당자를 위한 임의적 소송담당), ④ 권리귀속주체로부터 訴訟追行權을 수여 받은 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관리에 관하여 현실로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경우 즉 귀속주체와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당해 권리관계에 관하여 지식을 가질 정도까지 관여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조합원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 영세근로자가 소속 노동조합에 소송수행권을

신탁하여 조합을 내세워 법정투쟁을 하는 경우, 포괄적 관리권을 수여받고 현실로 관리행위를 행

하여 온 임대가옥관리인등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 등) 이미 부여되어 있는 관리권이 재판상의

주장을 할 권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리권인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또한 포괄적 관리권이 없

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송수행에 관한 수권을 받으면 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되고(권리주체를 위

한 임의적 소송담당), ④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訴訟追行에 대하여 자기고유의 이익을 갖는 경

우(예를 들어, 채권양도를 한 구 채권자에 대하여 신 채권자가 하는 추심소송수권 등) 등이다. 최

근의 유력설이다.28)

다. 判例의 立場

(1) 日本의 判例 (= 第3說)

最高裁 1970. 11. 11. 판결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규약에 기하여 조합재산의 관리

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追行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변호사대리의 원칙 및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 잠탈할 염려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허용할 것이라 하여 그 일반적 허용기준을 판

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실질관계설(제3설)의 영향을 받아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29)

(2) 大法院 判例 (= 第3說)

판례30)도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

淳一先生還曆記念(69.02) 82면 以下.

28) 尹載植, 前揭論文 244쪽.

29) 齋藤秀夫, “民法上の組合の業務執行組合員に對する組合員の任意的訴訟信託の許否”, 對象判

例: 1970.11.11判決 最高裁 昭42(オ)1032, 判例時報 621號 (71.04) (判例評論146) 126面 以下.

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2001. 2.



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

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제3설의 입장에서 임의적 소송담당을 널리 인

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31)

라. 小結論 

⑴ 임의적 소송담당을 무제한으로 막을 것은 아니고, 영세근로자가 그 소속 노동조합에, 집단

적 피해자가 그 소속 단체에 소송수행권을 신탁하여 노동조합이나 단체를 내세워 내세워 법정

투쟁을 하는 경우와 같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회피, 잠탈할 염려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확대 허용하여도 무방하다.32) 종

래의 통설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너무 내세워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매여 있다.

⑵ 판례도, 종래의 통설에 비하여 보다 광범하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허용할 것임을 전제로 그

일반적허용기준을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잠탈이나 소송신탁의 금지에 모순하지 않는 한 권리주체

아닌 제3자도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

격을 인정하는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의 경우 민법상조합에 있어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계약이

나 전 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소송을 追行할 권한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 자신도 소송을 결과에 대한 실체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될 사안이다.

⑶ 주의할 점은 소송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막바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성립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이다.

V. 이 事件의 檢討

1. 訴訟信託 該當 여부 (= 消極)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31) 金成龍, 前揭論文 123쪽 參照.

32) 姜玹中,「民事訴訟法」(제5판), 博英社(2002) 141-142쪽; 李時潤,「民事訴訟法」(新訂補版),

博英社(1995) 149-150쪽.



가. 訴訟行爲 여부

피고들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 후 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

는 행위도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인지 여부

채권자들이 약품공급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중의 일부인 피고들

앞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된 채권액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한 사안에서, 이러

한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시로부터 단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된 점, 소송과 관

련된 제3자의 그간의 행적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3)

(1) 委託者와 受託者와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함께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있고, 수탁자는 채권자단의 대표이다. 채권자단의 일부 채권자들이 채권의 효율적인 회

수를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이다.

위탁자와 수탁자들이 면식이 없음에도 소송목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2) 受託者가 職業的으로 推尋委任을 하는 경우인지 여부

수탁자인 피고들은 직업적으로 추심을 하는 자가 아니고, 부도가 난 채무자(약품도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들이 구성한 채권자단의 대표일 뿐이다.

(3) 受託者의 債權讓受日로부터 訴訟提起까지의 時間的 간격이 짧은 경우인지 여부

수탁자가 채권양수를 한 날짜는 1995. 10. 27.이고, 수탁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는

같은 달 30.인데, 수탁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날짜는 1997. 10. 29.이므로 무

려 2년 후이다. 그 시간적 간격이 짧다기 보다는 오히려 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抗辯을 回避하거나 抗辯을 行使하기 위한 경우인지 여부

채권양도가 채무자의 항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채권자단이 기존채권에 대한 담

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채권자들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채권자 대표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3)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5) 債務者도 信託者의 債權讓渡를 容認하고, 合意當事者가 되었다는 점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피고들 앞으로 채

권양도를 하고, 그 채무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도 용인하고,

그 합의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채권양도를 한 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명의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로지 다수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의 불편함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채택

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6) 第3者에게는 不測의 損害가 없다는 점

채권자들이 채권양도금액이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채권자들과 저당권자, 채무자들 사이

에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가 제3채무자를 해할 우려도 없다.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공시되기 때문이다.

다. 小結論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액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신탁자, 수탁자,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기한 것으

로써 유효한 계약이고, 그 행위가 신탁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신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즉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를 실행한 것

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양수받은 채권액도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키기로 약

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역시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소송신탁이

아닌 이상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수탁자가 약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교부하

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제3자인 원고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판

단만 하면 족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회피한 채 막바로 채권자단을 조합계약으로 보고 피고들

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아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다소간 설시에 있어 미흡하

다고 보인다.

2. 任意的 訴訟擔當 該當 여부 (= 消極)

가. 債權者團이 組合契約에 따른 組合인지 여부

(1) 問題點 提起



채권자단을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이고 피고들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본다면, 판례에 따라 이

를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채권자단은 조합인가?

(2) 債權者團의 法的 性格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단체이다(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두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것, ②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할 것, ③ 모든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부담할 것, ④ 각 당사

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정할 것 등이 필요하다.

물론 민법상 조합에는 공동사업의 목적에 제한이 없고, 그 조직에 있어서도 2인 이상의 개인

간에 순수한 채권관계적 구속을 갖는 것부터 별도의 조합재산을 갖고 총회를 개최하며 대표자에

의해 행위하는 등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것까지 다양하지만, 채권자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나,

채권자단 대표와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성

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단이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끼리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판례34) 중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만든 경우 이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나. 任意的 訴訟擔當에 該當하는지 여부 

임의적 소송담당(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이란 법정소송담당(본인

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3자

가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고 제3자가 받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송에 등장하지 아니한 본래의

권리주체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탁자, 수탁자 및 채무자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 및 저당

권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신탁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는 없다.

즉 채권자단이 조합이 아니라고 본다면, 앞서의 채권양도 및 저당권설정 약정 등에 따라 피고

들만이 정당한 근저당권자에 해당하고, 신탁자들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에 대

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약정만을 들어 임의적 소송신탁(임의적 소송

담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4)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



3. 結 論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받은 금액도 抵當權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제1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 족함에도, 원심은 任意的 訴訟擔當에 해당하므로 그 주

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도,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족함에

도, 원심은 역시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

는 부적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타당하다.

VI. 맺음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임의적 소송

담당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것이다.

소송신탁과 임의적 소송담당은 일응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는 전혀 다

르다. 따라서 임의적 소송담당이 성립한다면 소송신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소송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적 소송담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對象

判決의 판시내용인 소송신탁의 판단기준을 주로 다루었고, 나아가 종종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소

송신탁과 임의적 소송담당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임의적 소송담당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