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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리를 봅니다.

우리 민법전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법과 물권법의 이해를 전제로, 반

드시 이들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 무조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

닙니다. 협박을 당해 계약한 사례처럼 계약에 흠이 있거나, 회

사 대표가 멋대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생각

해 봅시다. 과연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

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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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기본 

Basics of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제10강

지금까지 물권이든 채권이든, 각각의 개념과 법원리를 살폈습

니다. 이를 기초로, 오늘은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원리를 공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총칙의 기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 중 기본사항에 관하여

1.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기간 계산법과 같은 기본 사항입니

   다. 대리에 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2.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 즉, 흠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언제 무효이고,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

   를 배웁니다 (제11강 흠 있는 계약) .

3. 여태껏 성년인 사람의 권리관계를 생각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

   은 경우, 즉 미성년자나 법인(회사)라면 어떤지를 봅니다(제12

   강 사람과 법인) . 



무권대리

표현대리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기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Samuel Morse
Gallery of the Louvre, 1831-1833
Oil on canvas, 187.3 × 274.3 cm

들어가며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대리 

2

5

11

17

29

33

40

54

64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 (법률행위)을 논의했습

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에 흠이 있는 경

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일수록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계약의 

흠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있

는데, 이 때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약에 흠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며, 그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약에 어떤 흠이 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

흠 있는 계약

Contract Defect

제11강



법률행위의 무효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종합 사례 

Andrew Wyeth
Christina's World, 1948
Tempera on panel, 81.9 × 121.3 cm

들어가며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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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등장인물 A, B, C 등이 당연히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봤습

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정신이상자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률관계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꼭 기억

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비슷한 규율을 받

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상을 실제 법률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하

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권리나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사람과 법인

Natural Person & Juridical Person

제12강



Michelangelo Buonarroti
La Creación de Adán (Creation of Adam), c. 1511
Fresco, 480.1 × 230.1 cm

민법에서의 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

자연인의 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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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도 

법인의 종류

법인의 기관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책임 회피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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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한 가지를 잘 알고 행하는 것은 백 가지에서 어설픈 것보다 더 높은 자기완성을 주는 것이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

 

민법총칙의 위치

편제

개념

1. 민법총칙(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민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 민법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입니다.

가족법과 민법총칙

1. 일반적으로 친족법(domestic relations law)과 상속법(succession law)을 합하

여 가족법(family law)이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가족법에도 민법총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성질 또는 법령상 가족법에 적용할 수 없는 총칙 규정이 많습니다. 예

를 들어, 총칙에 대리 규정이 있지만, 대리로 혼인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민법총칙의 내용

편제

민법

제1편 총칙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

제2편 물권 (제185조부터 제372까지)

제3편 채권 (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

제4편 친족 (제767조부터 제996조까지)

제5편 상속 (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2장 인 (제3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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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총칙 중에서도 더욱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은 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

다. 딱 2가지 조문만 있습니다.

1. 법원(source of the law): 법관이 재판할 때의 근거 기준입니다. 민사사건

(civil case)에 관해서는 민법 제1조를 적용합니다. ① 법률(statutory law), 

② 관습법(customary law), ③ 조리(sound reasoning) 순서입니다.

법철학적으로는 깊은 논의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짚고 넘어가는 정

도로도 충분합니다.

2.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인 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인

사람에 대해 다룹니다. 예를 들어,

1. 미성년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2. 미성년자의 권리행사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3.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3장 법인

법인에 대해 다룹니다. 예를 들어,

 제3장 법인 (제31조부터 제97조까지)

 제4장 물건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부터 제154조까지)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

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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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법률관계를 봅니다. 

2. 더불어,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유사한 존재(교회, 종중 등)에 관해서도 공

부합니다.

제4장 물건

1. 민법총칙 규정이긴 하지만, 주로 물권법과 관련해 의미가 큽니다.

2. 그래서 물권법의 기초개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제5장 법률행위

1. 민법총칙 규정이긴 하지만, 계약법의 핵심입니다.

2. 그래서 계약법의 기초개념에서 이미 간단히 살폈습니다.

3. 이제 심화해 봅시다.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 법률행위

를 하는 방법 등을 봅시다.

4. 나아가 만약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흠)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

리하는지까지 배웁니다.

제6장 기간

가령, 언제까지 항소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까지는 막연히 한 달 후, 약 며칠 후 같은 식으로 살폈지만, 이제 정확한 계산 방

법을 볼 겁니다.

제7장 소멸시효 

편제상으로는 물권, 채권 등을 아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의 이전과 소멸 강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결론

민법총칙 내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해 공부합니다.

1. 민법총칙 PART1 (기본 사항): 신의칙,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대리, 

기간 등

2. 민법총칙 PART2 (흠 있는 계약): 법령위반 법률행위, 사회질서위반 법률행

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 등

3. 민법총칙 PART3 (사람과 법인): 미성년자 제도, 성년후견 제도,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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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The Rule of Good Faith

법 앞에서 타인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 - 오래된 법언

 

개념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 rule of good faith)을 짧게 신의칙이라 부릅니다. 그 의

미는 조문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2조 제1항 내용을 '좁은 의미의 신의칙'이라 합니다.

2. 민법 제2조 제2항 내용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의 신의칙

에서 파생되어 나온 원리입니다.

3. 민법 제2조 전체 내용을 '넓은 의미의 신의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구별할 실익은 없습니다. 즉, 앞으로 신의칙이라 하면 

'넓은 의미의 신의칙'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법학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문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실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기능

해석기준

해석(interpretation)의 기준이 됩니다.

1.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2.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도 됩니다.

3. 약관(standard form contract) 해석의 기준도 

됩니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준

해석

명노관

법률

법률행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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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변동 사유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변동(change)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의칙

에 근거해 다음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의무(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2. 고지의무(responsibility for notification)

3. 설명의무(responsibility for explanation)

신의칙의 파생원칙

신의칙으로부터 여러 법원칙이 파생해 나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abuse doctrine)란, 쉽게 말해 괜

히 꼬장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 원래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

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두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 때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exceptio doli, exception guilty)이라 해서, 권

리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

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

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

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행사

신의칙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

근거

명노관

보호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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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escape doctrine)이란, 쉽게 말해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1. 원래 계약 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agreements must be 

kept)이란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계약 준수의 원칙을 고수해 

계약 내용대로 구속하는 게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때가 있습니다.

3. 이 때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 things thus 

standing)이라 해서, 약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권리의 행사가 [①]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

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甲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乙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乙과 갈등을 빚게 된 甲이 위 상가

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이다. 그런데]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

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는 점,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

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

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甲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甲이 위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

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乙 소유의 위 상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乙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甲의 위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변동

해제권 있는 계약

해제권 없는 계약

신의칙사정변경 원칙

법률
관계

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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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laches doctrine)이란, 쉽게 말해, 이제 와서 새삼스레 구할 수 없

다는 얘깁니다.

1. 원래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을 넘기

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2. 그런데 위 기간 내라 하더라도, 권리를 행

사하는 게 신의칙에 반할 때가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은 상대

방에게 불의의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 때에는 실효의 원칙(dormientibus,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이라 해서,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

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

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

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

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사

신의칙실효의 원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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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estoppel doctrine)이란, 쉽게 말해 말의 앞뒤가 달라선 안 

된다는 거죠.

1. 원래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자기가 이미 표명한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허용하면, 도저히 

신의칙상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생

깁니다. 즉, 

3. 이 때에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promissory estoppel)이라 해서, 주장이나 

권리행사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금반언이라고도 합니다.

신의칙 적용의 한계

강행규정과의 관계

스스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乙 등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

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대지를 甲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는데, 乙 등이 4년여 전에 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甲이 화해권

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와 같이 사용료를 2회 이상 연

체하였을 무렵 甲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甲은 이를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4년여가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乙 등으로부터 이의유

보 없이[이의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乙 등으로서는 甲이 위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는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삼아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는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

부]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의칙모순행위 금지 원칙

선행행위 후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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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순행위 금지 원칙(신의칙)에 비추어, 무효 주장을 하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2. 하지만 원칙적으로 무효 주장을 해도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

닙니다.

 

자세히는 민사법 입문 제11강: 민법총칙 PART 2 (흠 있는 계약) 중 "법령을 위반

한 법률행위" 부분을 참조하세요.

일반조항으로서의 한계

1. 대부분은 개별 법률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general clause)으로서 최후의 비상수단입니다. 즉, 개별 법

률 적용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든지, 부정의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낳

는다든지 할 때, 그 때 비로소 신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3. 12. 17.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

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신의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

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특정의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

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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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 오래된 법언

 

머리에

개념

1. 법률행위의 해석(interpretation)이란, 법률

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2. 그런데 법률행위의 본질은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의 해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표시된 것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입니다.

필요성

1. 의사표시가 과연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가 좌우되기 때

문입니다.

2.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뭔지 확정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

문제점

그런데 그것이 모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의사표시가 있는지 모호한 사례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노X찬과 이@대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

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윤O길]측은 1987.2.20.경 한일은행 이*선 전

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노X찬, 이@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노X찬에게 피고 회사의 전사장인 원고[윤O길]를 약정일로부터 향

후 6년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예우를 사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기

재된 약정서(갑제2호증)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위 노X찬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이*

선 전무가 위 노X찬에게 서로 섭섭치않게 대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위 노X찬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다.]

탐구

해석자

표의자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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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한 사례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

1. 자연적 해석(natural interpretation)이

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내심 의사를 밝

히는 과정입니다.

2. 그 결과,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사(common 

intent)를, 표시보다 우선합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계약이 성립[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

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어느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문제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

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계약의 목

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甲 토지

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

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乙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탐구

해석자

표의자

의사

표시



13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규범적 해석

1. 규범적 해석(normative interpreta-

tion)이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의 객

관적 의미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2. 그 결과, 당사자의 내심 의사보다, 표시

로 추단되는 의사(inferred intent)를 우

선합니다.

보충적 해석

1. 보충적 해석(complementary interpretation)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과정입니다. 즉, 만약 틈이 존재함을 알았더라면 당

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을 합의하였을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2. 그 결과, 진의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hypothetic intent)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

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

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

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

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

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

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

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

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왜냐하면 그

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

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탐구

해석자

표의자

의사

표시

탐구

해석자

표의자

의사가정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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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사

안의 특성을 고려해 강조점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2. 다만, 우선적으로는 자연적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법상 의미

문제상황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

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

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

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13701,13718 판결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

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

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3자[T]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

자[A]와 채무자[B] 및 제3자[T]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

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자 A의] 채권이 그 제3자[T]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A, B, T]의 일련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

한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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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사표시 해석은,

1. 사실인정(fact-finding) 문제일까요?

2. 아니면, 법률판단(legal judgment) 문제일까요?

구별 실익

 

1. 법률판단의 문제라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할 수 있

습니다.

2. 사실인정의 문제라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는 가능하지만, 원

칙적으로 상고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해석의 전제사실 판단

의사표시 해석에 필요한 전제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인정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해석

그러나 의사표시 해석 자체는 법률판단 문제입니다.

사안 적용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항소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대법원]을 

기속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

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생략>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

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

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

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채권자[A]와 근저당권자[T]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

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A]와 근저당권자[T]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A, B, T]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

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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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채권양도 사실 여부나 불가분채권관계 

형성 여부는 사실인정 문제입니다.

2. 어떤 법률행위가 채권양도나 불가분채

권관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판

단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T]가 소외인[A]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래의 채권자인 소외인[A]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피고[T]에

게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T]와 소외인[A]이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성한 것

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A]이 피고[T]에게 매매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B]가 소외인[A]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권양수인

인 피고[T]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의사표시의 해석 및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생략> 그러므로 <생략>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생략>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사실인정
문제

법률판단
문제

의사표시

해석

전제사실

인정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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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The Representing Legal Act

그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획에 가담하라. - Baltasar Gracián

 

개념

대리 제도

1. 다른 사람(K)이 본인(A)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고,

2. 법적으로 그 효과는 본인(A)에게 직

접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법 입문: 채권의 효력 PART 3 중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부분을 참조하세요.

대리행위

대리인(K)이 본인(A)을 위하여 상대방(B)과 법률행위를 할 때 바로 그 법률행위가 

대리행위(representative act)입니다.

1. 대리행위란, 대리인의 법률행위입니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므로, 대리인의 의사표시라고 부를 수도 있

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것도, 본인을 대리하는 것도 모두 영어로는 represent라 합니다.

현명

1. 여기서 X를 위한 것(for X)이란, "법적 효과가 X에게 돌아가도록"이라는 뜻입니

다. "X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이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을 현명

(expression of representation)이라 합니다. 즉, 현명이란 대리행위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A의 권리

A이름으로 :대리

K가 행사

K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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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결정 주체

대리에서,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1. 본인(A)이 허용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2. 대리인(K) 스스로 결정합니다. 본인(A)이 아니라, 대리인(K)이 결정한다는 점

을 유의하세요.

사례

부동산 매수 위임

김용완 씨는 지방에 있는 '늑대시'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

습니다. 그런데 김용완 씨는 부동산과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평소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던 이성준 씨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적당한 가격의 부동산을 내 이름으

로 매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성준 씨는 마침 2억 원에 부동산을 내놓은 정진원 씨를 찾아, 김용완 씨와의 관

계를 말하면서 김용완 씨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률관계의 해석

1. 이성준 씨는 대리인입니다.

2. 김용완 씨는 본인입니다.

3. 정진원 씨는 상대방입니다.

4. 김용완 씨가 이성준 씨에게 

김용완 씨 이름으로 매수할 

권한을 준 것은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입니다.

5. 부동산 매수 일을 부탁한 것은 위임으로서,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6. 부동산 매매 계약은 대리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원인된 법률관계 개념은 이따 봅시다.

대리인

상대방본인

법률효과

대리행위

현명

원인된
법률관계

대리권
수여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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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사자를 통한 전달

본인(A)이 의사표시를 완성해서 사자(K)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단지 사자(messenger)를 전달 도구로 이용할 뿐이죠. 이 때는,

1. 본인(A)이 본인(A) 이름으로 본인(A)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2. 의사표시 결정 주체는 사자(K)가 아니라 본인(A)입니다.

종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1. 임의대리(agent in fact): 본인(A) 의

사에 따라 대리 관계가 만들어진 경우

2. 법정대리(legal representative): 본인

(A)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 관계가 만

들어진 경우(법률 규정 등에 의한 대

리 관계)

대리권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권대리(authorized representation):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2. 무권대리(unauthorized representation):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을 대리한 경우)

능동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능동대리(active representation): 본인을 위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

는 경우

2. 수동대리(passive representation): 본인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

를 받는 경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

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인

대리인

임의대리

법정대리

관계

YES

NO
이성준

김용완

본인
의사?



20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법정대리권의 발생

법률에 의한 법정대리

법률(statute)이 어떤 사람을 법정대리인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어떠한 지정도, 

선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관계에 있으면 법정대리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권자가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지정권자(P)가 지정(desig-

nation)을 하면, 지정된 사람(K)과 본인(A) 사이에 법정대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선임에 의한 법정대리

법원이 법정대리인을 선임(appoint)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선임을 하면, 선임된 사

람(K)과 본인(A) 사이에 법정대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임의대리권의 발생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act of delegation of authority)란, 본인(A)이 대리인(K)에게 대리권을 주

는 행위입니다. 대리권수여행위라고도 합니다.

1. 수권행위는 본인(A)의 법률행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독행위(unilateral act)

입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

용한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

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따른 성년후

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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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 수여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나중에 분쟁

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서류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대리행위와 수권행위를 혼동하지 마십

시오. 대리행위는, 대리인(K)이 대리권

에 근거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수권행위는, 본인(A)이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주는 겁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대리권 수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대리권 수

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를 기초적 내부관계(inside re-

lation)라고도 합니다.

1. 예를 들어,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매

도를 위임하면서, 수임인에게 대리

권 수여하는 거죠.

2. 원인된 법률관계는 본인(A)과 대

리인(K) 사이의 법률행위입니다. 

즉, 계약(contract)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의 관계

1. 독자성(identity): 수권행위(단독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계약)는 별개의 법률

행위입니다. 물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별개입니다.

2. 유인성(dependence):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면, 이에 따라 수권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문제점

1. 법정대리권의 경우는 대리권 범위를 각 법률 규정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권 범위가 특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리인

상대방본인

대리행위

대리권
수여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대리인

상대방본인

대리행위

원인된
법률관계

대리권
수여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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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임의대리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판단 기준

대리권 수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의 해석(interpreta-

tion) 문제입니다.

사례

1. 수령대리 권한?

2. 담보제공 권한?

사례 2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생략>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

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

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

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

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인

대리인

대리권

수여

이성준

김용완해석자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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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권의 소멸

개념

대리권의 소멸(lapse of represent authority)이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 없는 대리행위, 즉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

예를 들어, A가 K에게 부동산 매수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합시다.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completion):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필요한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이제 K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2. 수권행위의 철회(withdrawal): 매매계약 체결 전에 A가 K에게 "없었던 일로 하

자"면서 대리권 수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K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3. 사망 등: 가령 A가 사망하면, K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유

예를 들어, 미성년자 A의 아버지 K가 있다고 합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

하는 행위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생략>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생략>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

우에도 같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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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종료: K가 A의 재산을 가지고 도박을 할 경우, 일정 

절차 아래 대리권 등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사망 등: 가령 A가 사망하면, K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요건

1. 대리행위도 법률행위(legal act)이

므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

야 합니다.

2. 나아가 대리행위로 인정되려면, 대

리인이 본인(A)을 위한 것임을 표시

(expression of representation)

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대리라

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3.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여야 합니다.

현명주의의 개념

이처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현명주의(named 

principle)라 부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

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

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

상대방본인

법률효과

대리행위

현명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

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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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1. 대리인(K)이 본인(A)을 위한 것임

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기(K)를 위

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즉, 법적 효

과가 대리인(K)에게 돌아갑니다. 

아예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냥 자기

(K)의 법률행위로 됩니다.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대리 자체가 아니

기 때문입니다. 즉,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K)와 상대방(B) 사이의 

법률행위로서는 유효할 수 있죠.

 

2.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B)이 악의

거나 과실 있는 경우, 본인(A)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는 거죠.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K]를 위한 것으로 본다. <생략>

대리관계의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다.]

수급인[K]이 도급인[A]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분양하면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

니하였고 상대방[B]도 수급인[K]을 분양권자로 인식한 경우, 분양의 효력이 도급인[A]에

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생략>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

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

상대방본인

법률효과

대리행위

자기를 위한
행위

현명X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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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개념

1. 대리인(agent)이 그 권한 내에서

2.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3. 본인의 대리인

을 복대리인(subagent)이라 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복대리인의 권한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각자대리

개념

예외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

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생략>

제119조(각자대리) <생략>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생략>

대리인 복대리인

대리관계
대리관계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선임

본인

이성준

김용완

황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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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자기계약의 개념

1. 대리인(K)이 본인(A)을 대리하면서, 다

른 한편 자기 자신이 상대방으로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자기계약(represen-

tation of other party)이라 합니다.

2. 가령, A로부터 부동산 매도 대리권을 

받은 K가 그 부동산을 자기(K)에게 매

도하는 겁니다.

3. 즉, 대리인이 계약상대방과 같은 경우(K = B)입니다.

쌍방대리의 개념

1. 대리인(K)이 본인(A)을 대리하면서, 다

른 한편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대리인

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쌍방대

리(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라 합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의 법률

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의 각 대리인

이 되는 거죠.

2. 가령, A로부터 부동산 매도 대리권을 받고, B로부터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받은 K가, 부동산을 A로부터 B에게 매도하는 겁니다.

3. 즉, 대리인이 계약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은 경우(K = B의 대리인)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1. 대리인이 마음대로 본인(A)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가

령, A로부터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도 대리권을 받은 K가, 1억 원에 

그 부동산을 자기(K)에게 매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취지를 알 수 있겠죠.

2. 그러나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해도, 본인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

합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생략>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생략>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동일인

본인

A의 대리인

상대방

K

KA

본인

동일인

A의 대리인 B의 대리인

상대방

K K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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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사안인데도, 대리를 했다고 합시다.

1. 무권대리 행위입니다.

2. 따라서 법률행위(계약)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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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Unauthorized Representation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민수기》제22장 제35절

 

개념

무권대리(unauthorized representation)란,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합니다.

1. 대리권이 전혀 없는데 대리한 경우

2. 대리권이 있는데,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례

다음은 모두 무권대리입니다.

1. 류제민 씨는 김용완 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김용완 씨를 대리해서 김용완 

씨 이름으로 정진원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성준 씨는 김용완 씨로부터 3억 원 범위 내에서 김용완 씨가 거주할 주택 

매수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준 씨는 정현갑 씨가 10억 원에 내놓은 

집을 보고, '김용완 씨에게 제격인 집이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성

준 씨는 김용완 씨를 대리해서 김용완 씨 이름으로 정현갑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제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리행위임을 밝혀야 합니다. 즉, 현명해

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으면 대리 자체가 아닌 걸로 되므로, 무권대리 문제가 아닙니다. 대리

여야 유권대리나 무권대리를 논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권 없음
or

대리권 넘음

법률효과

상대방본인

대리행위 O

현명 O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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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무효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invalid)입니다. 즉, 

대리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무효 중에서도, 유동적 무효(fluid invalidity)입니다. 아래 추인을 공부하며 이

해합시다.

추인과 거절

개념

1. 추인(ratification): 추인이란, 쉽게 말해 본인이 대리행위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2. 거절(refusal to ratify): 말 그대로 추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 모두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해야 합니다.

당사자

 

1. 추인권자(거절권자): 본인(A)입니다.

2. 추인(거절)의 상대방: 상대방(B)입니다.

본질

1. 추인: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유효(definite 

validity)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2. 거절: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definite 

invalidity)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3. 모두 단독행위입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생략>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추인은 <생략>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대리행위

무효

대리행위 추인

확정적 유효

소급

대리행위 거절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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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대리행위가 계약시로 소급해 유효하게 됩니다. 

비교: 무권리자의 처분

다른 개념

무권대리와 무권리자의 처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1.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입니다. K가 A를 위하여 A의 부동

산을 매도했습니다.

2. 무권리자의 처분: 권리자가 아닌데 처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판 겁니다. K가 K를 위하여 A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유사성

그렇지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 취급 기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

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

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

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무권리자의 처분] 경우에 본

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함

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다.]

처분 추인

확정적 유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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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의 효력

소결

춘천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1구합1984 판결

이OO은 이 사건 합의로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인 제3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

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

실제 행위자 대리인(K) 무권리자(K)

법적 효과 본인(A)을 위한 것 행위자(K)를 위한 것

대리 여부 대리 O 대리 X

권리 여부 권리자의 처분 무권리자의 처분

처분의 효력 무효

추인의 효과 소급적 유효 소급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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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Apparent Representation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Tony Robbins

표현대리 제도

개념

1. 무권대리이긴 하지만,

2. 겉보기에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고,

3. 그에 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때,

본인이 대리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표현대리(apparent repre-

sentation)라 합니다.

표현대리라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무권대리이긴 

한데, 다만 본인이 책임(responsibility)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형

민법은 표현대리로 3가지만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A) 탓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죠.

1. 대리권수여의 표시(expression of conferment)에 의한 표현대리: "그 대리

권(A)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탓"

2. 권한을 넘은(exceeding) 표현대리: "기본대리권(B)을 준 탓"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생략>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생략>

대리인

대리권 없음
or

대리권 넘음

법률효과O

상대방본인

대리행위 O

현명 O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무권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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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소멸 후의(after lapse) 표현대리: "그 대리권(A)을 예전에 줬었던 탓"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방 보호가 절실해도 표현대리는 아닙니다.

취지

1. 겉보기 이론에 근거합니다.

2. 즉, 거래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례

배경

이성준 씨는 김용완 씨로부터 3억 원 범위 내에서 김용완 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

수하기로 했는데, 10억 원에 정현갑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생략>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

[A]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B]에 대하여는 책임

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

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대리인

기본대리권(A)
부여

대리권(A)
부여 했었음

대리권(A)
수여 표시

상대방본인

대리행위 (A)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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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분명 무권대리입니다.

2. 그런데 정현갑 씨로서는 이성

준 씨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

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

시다. 즉, 그렇게 믿은 게 정

당했다고 합시다.

3. 이성준 씨를 스스로 대리인으

로 썼다는 점에서 김용완 씨가 

책임을 질 근거도 있습니다.

소결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개념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B]에 대하여 타인[K]에게 대리권

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A]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K]과 그 제삼자[B]간

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생략>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K]가 본인[A]을 대리하여 제3자[B]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A]이 그 자[K]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B]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다.]

대리인

상대방본인

3억 원
대리권 수여

10억 원
대리행위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무권대리

대리인

상대방본인

10억 원 범위
대리권 수여 표시

10억 원
대리행위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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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1: 대리권 수여의 표시

요건2: 표시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요건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개념

요건1: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A]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

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

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

낙 또는 묵인한 경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생략> 그러나 제삼자[B]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K]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B]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A]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48 판결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

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리인

상대방본인

3억 원
대리권 부여

10억 원
대리행위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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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권한을 넘은 행위

1.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월권행위

(beyond power)라고도 합니다.

2. 권한을 넘은 행위와 기본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가능합니다.

요건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이 요건이 핵심입니다.

1. 조문에 있는 '정당한 이유'란, 곧 선의 무과실을 의미합니다.

2. 대리인의 내심의 사정은 상관 없습니다.

3. 판단 기준 시점은 무권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48 판결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견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

에 속할 필요는 없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K]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B]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A]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인[K]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 상대방[B]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표현대리인[K]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대

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

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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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개념 

요건 1: 대리권의 소멸

요건 2: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요건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표현대리의 효과

관련 조항

조문상 표현 차이가 있긴 하나, 실질적인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B]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생략>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B]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

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

하여 책임이 있다. <생략>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생략>

대리인

상대방본인

10억 원
대리권 부여했었음

10억 원
대리행위

이성준

김용완 정진원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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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책임 발생

결과적으로 본인(A)이 상대방(B)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즉, 본인

(A)이 법률행위 책임을 집니다. 가령, 사례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김용완 씨

는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책임을 집니다. 즉,

1. 김용완 씨는 1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채무)와

2. 부동산 소유권을 받을 권리(채권)를 갖게 됩니다.

과실상계 적용 불가

1. 표현대리 성립시 본인의 책임은 법률행위 책임(contractual liability)입니다. 

즉,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책임입니다.

2. 한편,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damages liability)에서나 가능합니다. 상

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계약을 위반할 때 피해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에 관해 피해자 등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

계를 해서 배상액을 조정하는 거죠.

3.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의 책임은,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지, 손해배상 책임

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행위의 성질

마치 유권대리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대리

(unauthorized representation)입니다. 주의하세요.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

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략>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

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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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기한
Condition & Term on Legal Act

얻기 어려운 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이다.- 조광조

조건과 기한의 개념

조건

조건(condition)이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

다. 예를 들어, "A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는 걸 성취라 합니다.

기한

기한(term)이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확정되어 있다면 확정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16. 

1. 1.이 되면"은 확정기한(definite term)입니다.

2.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확정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

왈왈이(A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가 죽으면"은 불확정기한(indefinite term)

입니다.

기한이 온 걸 도래라 합니다.

부관

조건과 기한 등을 합쳐서 부관(additional clauses)이라고도 합니다.

조건과 기한의 구별

문제점

조건과 기한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확정기간인지 조

건인지가 문제됩니다.

개념 구별

예를 들어, "네가 결혼할 때 내 자동차를 주겠다"는 무엇일까요?

1.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면 조건입니다.

2. "내 자동차를 주긴 줄 것인데, 네가 결혼할 때에 주겠다."라는 뜻이면 불확정

기한입니다. 이 말은 "만약 네가 결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주

기는 주겠다."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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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입니다.

기초개념: 회생절차 폐지

회사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면,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rehabilitation procedure)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면

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게 해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2. 이에 비해 파산절차(bankruptcy procedure)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

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며, 사업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3.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회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회생절차를 그만 두

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discontinuance)라 합니다.

사례

1. 재정적으로 파탄난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금 퇴직하면, 회생절차인가 결정일

로부터 1달 내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 그런데 그 후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

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퇴직위로금도 못 받습니까?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②] 표

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

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따라

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략>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생략>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

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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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절차 인가 결정이라는 사유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

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기한이 있는 법률행위

개념

말 그대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해 조건과 기

한을 붙인 경우입니다. 2종류가 있습니다.

1. 발생형: 무효이던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경우. 즉, 애초값(default)은 무효입니다.

2. 소멸형: 유효하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즉, 애초값은 유효입니다.

즉, 애초값(default)이 무효인 경우와 유효

인 경우가 있습니다.

4유형

1.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 있는 법률행위: 애초값은 법률행위 무효이

고,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유효

2.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 있는 법률행위: 애초값은 법률행위 유효이

고,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무효

3. 시기(time of commencement) 있는 법률행위: 애초값은 법률행위 무효이

고,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가 유효

4. 종기(time of termination) 있는 법률행위: 애초값은 법률행위 유효이고, 기

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

[회생]계획인가를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

이고, 따라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회생]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

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법률행위

법률행위

정지조건 성취
시기 도래

해제조건 성취
종기 도래

불성취
미도래

불성취
미도래

성취후
도래후

성취후
도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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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형 소멸형

조건 있는 법률행위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

기한 있는 법률행위 시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 있는 법률행위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 사례

A가 B에게 "만약에 B가 사임하면 주겠다"며 뭔가 증여했다고 합시다.

1. 처음에는,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2. 만약 B가 사임하면, 증여계약이 유효로 

됩니다.

따라서 B의 사임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 사례

A가 B에게 "만약에 혼인이 파탄나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뭔가 증여했다고 합시다. 

1. 처음에는, 증여계약은 유효입니다.

2. 만약 혼인이 파탄나면, 증여계약이 무효

로 됩니다.

따라서 혼인의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 사례

A가 B에게 "주기는 줄 건데, 이 점포가 분양될 때 주겠다"며 뭔가 증여했다고 합시다.

1. 처음에는,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원고[B]가 피고 교회[A]의 담임 목사직을 자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피고 

교회[A]에서 은퇴위로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B]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

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

사한 성질을 가[진다.]

무효

증여계약 혼인파탄

유효

유효

증여계약 B의 사임

무효

유효

증여계약 점포분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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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후 점포가 분양될 때, 증여계약이 유효로 됩니다(점포 분양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 때 증여계약이 유효로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점포 분양 여부가 확정될 때를 시기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 사례

A가 B에게 "2017. 1. 1. 되는 때 없던 일로 하겠다"며 뭔가 증여했다고 합시다. 

1. 처음에는, 증여계약은 유효입니다.

2. 그 후 2017. 1. 1.이 되는 때, 증여계

약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2017. 1. 1.이 될 때를 종기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란 실제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건성취 및 기한도래의 효과

원칙

소급효가 없습니다.

1. 조건성취시에 장래적으로 권리가 변동합니다.

2. 기한도래시에 장래적으로 권리가 변동합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피고들[A]은 <생략> [원래 원고(B)에게 반환해야 할] 8,000,000원을 이 사건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원고[B]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생략>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

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즉 불확정기한 있는 증여이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무효

증여계약 2017. 1. 1.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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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예외적으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소급효를 줄 수도 있습니다.

2. 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소급효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소급효를 주면, 기한을 

붙이는 것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의 구별

법률행위의 성립시기

법률행위의 성립시기는 조건, 기한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과 승낙이 있

으면 계약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겁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더라도 전혀 상

관 없습니다.

1. 조건 성취 전에도 계약은 성립해 있습니다.

2. 기한 도래 전에도 계약은 성립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는 조건, 기한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정지조건 성취 후에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건 성취 후

에 비로소 채권채무가 발생합니다.

2. 시기 도래 후에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기 도래 후에 비

로소 채권채무가 발생합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

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 성취 전 무효 유효

조건 성취 후 성취한 때부터 유효 (원칙) 성취한 때부터 무효 (원칙)

시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 도래 전 무효 유효

기한 도래 후 성취한 때부터 유효 성취한 때부터 무효

청약&승낙

성립시기

정지조건성취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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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

정지조건 성취 사실

조건과 신의칙

개념

조건 성취, 불성취에 관해서도 당사자는 신의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상대방

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조건성취에 대한 신의칙 위반: 실제로는 조건이 불성취되었더라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조건불성취에 대한 신의칙 위반: 실제로는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상대방은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

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법률행위가 아직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이 사건은] 조건부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경우[이다.] 원고[법률행위가 이제 유효라고 주장

하는 자]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후 <

생략>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

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

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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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조건성취에 대한 신의칙 위반 사례: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돈을 부담하기로 한 

사람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2. 조건불성취에 대한 신의칙 위반 사례: 약혼예물을 주는 건, 해제조건 있는 증

여라 했습니다. 즉, 혼인파탄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약혼예물을 돌려받습

니다. 따라서 적어도 예물 소유권에 관해서는, 해제조건 성취가 증여자에게 이

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만약 증여자가 신의칙에 반해 해제조건을 

성취하도록 만들면, 상대방은 해제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생략>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

대금채무를 <생략>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

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생략>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약혼의 해제[혼인파탄]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

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채무보증

방해

공사완공

보증
채무자

증여계약

야기

혼인파탄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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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조건성취 방해

효과

불법조건과 기성조건

불법조건

쉽게 말해 조건이 불법인 경우를 불법조건(unlawful condition)이라 합니다.

1. 불법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2. 첩계약 사례를 봅시다.

기성조건

법률행위(계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을 좁은 의미의 기성조건(fulfilled 

condition)이라 합니다. 

1. 이미 성취된 정지조건: 조건 없는 법

률행위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 우승팀

이 멘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면, 너에

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미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우승이 확정되

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증여계약입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략>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

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

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부첩관계<생략>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

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유효

법률행위

정지조건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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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 무효인 법률행위

입니다.  "너에게 100만 원을 주는데, 만

약 이번 시즌 우승팀이 멘체스터 유나이

티드가 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는

데, 이미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우승이 확

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

여계약이 무효입니다.

불가능조건

법률행위(계약)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불가능조건(impos-

sible condition)이라 합니다. 

1. 이미 불가능한 정지조건: 무효인 법률행

위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 우승팀이 멘체

스터 유나이티드가 되면, 너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첼시 우

승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

러면 증여계약이 무효입니다. 

2. 이미 불가능한 해제조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입니다. "너에게 100만 원을 주는데, 

만약 이번 시즌 우승팀이 멘체스터 유나

이티드가 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

는데, 이미 첼시 우승이 확정되어 있는 상

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증

여계약입니다.

좁은 의미의 기성조건과 불가능조건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기성조건이라 부릅니다.

기한의 이익

법률행위에 붙은 기한과 이행에 붙은 기한의 구별

법률행위에 붙은 기한(기한 있는 법률행위)과, 이행에 붙은 기한(이행기)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

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법률행위
해제조건성취

무효

법률행위
정지조건 성취불가능

유효

법률행위

해제조건 성취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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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 전에는 아직 법률행위가 무효라서, 채권 자체가 발

생하지 않은 겁니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 후에는 이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3. 이행기 있는 채권: 이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채권은 발생해 있는데, 단지 이

행할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이행할 날짜가 이행기(period of 

performance)입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benefit of time)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

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주의할 것은,

1. 법률행위에 붙은 기한(기한 있는 법률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2. 이행에 붙은 기한(이행기) 문제입니다.

이행기가 남았다는 점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1. 물론, 기한의 이익을 갖는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한의 이익을 갖지도 않는 상대방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070 판결 : 확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 12. 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

여 1969. 10. 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회해조항[이 있다.]

위 화해의 내용은 피고가 1969. 12. 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상대방이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 이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법률관계를 창설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즉,] 위 기한은 피고가 그 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대[한] 동의를 의제할 수있는 종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때까지 위 지급하

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기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이행기까지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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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용완 씨는 2014. 2. 2. 황지권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2015. 2. 1.로 하여 빌렸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해 채권자는 황지권 씨, 채무

자는 김용완 씨입니다. 현재가 2014. 8. 1.이면, 아직 이행기까지 6개월 남았습니

다. 이 기한은, 황지권 씨가 아니라 김용완 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황지권 씨(채권자)는 아직 변제수령할 때가 아닙니다(cannot). 기한의 이익을 

갖지도 않으므로, 지금 당장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2. 김용완 씨(채무자)는 아직 변제할 때가 아닙니다(don't have to). 그러나 기한의 이

익을 갖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그냥 변제를 해도 됩니다.

기한의 이익 포기의 한계

가령, 위 사례에서 만약 월 2% 비율의 이자를 두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1.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그 기한 동안(2014. 2. 

2.부터 2015. 2. 1.까지)의 이자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김용완 씨(채무자)가 미리 2014. 8. 1.에 돈을 갚더라도, 황지

권 씨(채권자)에게 1년치 이자 240만 원(= 1,000만 원 × 2% × 12개월)까

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014.2.2. 2014.8.1. 2015.2.1.
대여 변제기 미도래 변제기

2014.2.2. 2014.8.1. 2015.2.1.
대여

이자

변제기 미도래 변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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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이익 상실

법에서 정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갖고 있던 기한의 이익이 사라집니

다. 법정 기한이익 상실(loss of time benefit by statute)이라 합니다. 채무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정 기한이익 상실

계약을 체결할 때, 앞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갖고 있던 기한의 이익

이 사라지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 기한이익 상실(loss of time benefit 

by agreement)이라 합니다.

1. 정지조건 있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익이 사라지는 

약정입니다. 즉,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2. 형성권을 주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비로소 기한이익이 사라지는 약

정입니다. 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는]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도 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도 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

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

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

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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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적으로, 형성권을 주는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 있는 기한이익 상실과 형성권을 주는 기한이익 상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

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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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Period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 Wolfram von Eschenbach

머리에

1. 실무상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재

판소법, 행정소송법 모든 법영역에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 항소기간, 답변서

제출기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소멸시효기

간, 구속기간, 공소시효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미

성년자 등 온갖 것들이 기간 문제입니다.

2. 기본이 되는 기간 계산방법이 민법에 있습니다.

3. 판결서 등 법원 문서에 적용하는 대법원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직접 적용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실무가로서는 표기법을 여기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초개념

기간

기간(period)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합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

한 바가 없으면 본장[제1편 총칙 중 제6장 기간]의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한

편 <생략>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

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

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

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

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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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과 말일

1. 초일(first day)은, 첫 날입니다.

2. 말일(last day)은, 마지막 날입니다.

기산점과 만료점

1. 기산점(starting point)은, 기간의 시작 순간입니다.

2. 만료점(ending point)은, 기간의 종료 순간입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전제

초일, 말일 개념이 없습니다.

기산점

기산점은 그 정하여진 즉시입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어떤 일의 시작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어떤 일의 끝

초일 말일

어떤 일의 시작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어떤 일의 끝

(예시)
기산점

(예시)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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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점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 분, 초가 끝난 때입니다.

사례

2014. 1. 4. 16:00부터 139시간이라고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산점은 2014. 1. 4. 16:00

2. 만료점은 2014. 1. 10. 11:00

소결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는 기간 계산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초

등학교 수준 산수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한 데다가, 

법학 특유의 규칙이 있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 계산 방법만을 보겠습니다.

전제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했다면, 초일, 말

일 개념이 있습니다.

1. 초일을 토대로, 기산점을 정합니다.

2. 말일을 토대로, 만료점을 정합니다.

초일 산입 문제

초일 산입의 개념

1. 기산점을 (초일+1)의 00:00으로 잡는 걸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 기산점을 초일의 00:00으로 잡는 걸 "초일을 산입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

기산점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만료점
139시간

어떤 일의 끝

00:00 00:00 00:0000:00 00:00 00:0000:00 00:00 00:00
24:00 24:00 24:0024:00

16:00 11:00

24:00 24:0024:00 24:00 24:00

초일 도출

말일 도출

기산점 결정

만료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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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산입 여부

1.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014. 1. 3.에 "오늘부터 5일"이라고 

했다면, 초일(2014. 1. 3.) 하루는 기간에서 뺍니다.

2. 예외적으로, 00:00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2014. 1. 

1.에 "2014. 1. 3.부터 5일"이라고 했다면, 초일(2014. 1. 3.)을 포함합니다. 

2014. 1. 3.. 00:00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 나아가, 연령 계산에도 초일(출생일)을 산입합니다. 2014. 1. 3.에 태어난 아

이라면, 몇 시에 태어났든, 나이 계산에 초일(2014. 1. 3.)을 포함합니다.

기산점의 결정

형태

어떻게든 기산점은 어떤 날의 00:00이 됩니다.

원칙(초일 불산입)

1. 예를 들어, 2014. 1. 3.에 "오늘부터 5일"이

라고 했다고 합시다.

2. 초일 2014. 1. 3.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기산점은 2014. 1. 4. 00:00입니다.

예외(초일 산입)

1. 예를 들어, 2014. 1. 1.에 "2014. 1. 3.부터 

5일"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2. 초일 2014. 1. 3.을 산입합니다.

3. 그러므로 기산점은 2014. 1. 3. 00:00입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

입하지 아니한다. <생략>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어떤 일의 시작

1.3.1.2. 1.4. 1.5.

초일

기산점

00:00 00:00 00:00 00:00
24:00 24:00 24:00 24:00

초일
산입

어떤 일의 시작

1.3.1.2. 1.4. 1.5.

초일

기산점

00:00 00:00 00:00 00:00
24:00 24:00 24:00 24:00

초일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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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도출(일수 방식)

기간을 일(day)로 정한 때에는, 일수(day number)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점이 2014. 1. 4. 00:00이고, "그로부터 5일"이라면, 말일은 

2014. 1. 8.입니다.

말일 도출(역수 방식)

기간을 주(week), 월(month), 연(year)으로 정한 때에는, 일수가 아니라 역수

(calendar number)로 계산합니다.

처음으로부터 기산하는 때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 예를 들어, 2014. 1. 1.부터 3달이라 했다면,

2. 말일은 2014. 3. 31.로 보면 됩니다.

그 사이에 1월, 2월, 3월이 모두 꽉 차서 들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말 그대로 3달

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

그러나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1. 예를 들어 2014. 1. 10.부터 3달이라 했다면, 말일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2. 대충 2014. 4. 10. 정도일 것 같긴 한데, 2014. 4. 9.인지, 2014. 4. 10.인지 

2014. 4. 11.인지 정확한 날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식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3달"이 정확히 무엇을 의

미하는지부터 애매하기 때문이죠.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4.
1. 4.

2014.
1. 5.

2014.
1. 6.

2014.
1. 7.

2014.
1. 8.

2014.
1. 9.

1 2 3 4 5

3달

12. 1. 1. 1. 2. 1. 3. 1. 4. 1.
4. 30.3. 31.2. 28.1. 3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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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해결책은,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대응하는(corresponding) 

날의 전날을 말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1. 예를 들어, 2014. 1. 10.부터 3달이라 했다면,

2. 최후의 월(month)은 2014. 4.입니다.

3. 그리고 그 월("2014. 4.")에서 그 기산일(2014. 1. "10.")에 대응하는 날(day)은 

바로 2014. 4. 10.입니다. 

4. 그 전날인 2014. 4. 9.을 말일로 간주합니다.

해당일이 없는 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에는 

그 월의 마지막 날을 말일로 간주합니다.

1. 예를 들어, "2014. 1. 31.부터 1개월"이라고 했다면, 이론상 말일은 2014. 2. 30.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월 30일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 따라서 그 월의 마지막 날인 2014. 2. 28.(금)을 말일로 간주합니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산일 기간 말일

m월 1일 n개월 (m+n-1)월 마지막 날

m월 d일 n개월 (m+n)월 (d-1)일

y년 1월 1일 z년 (y+z-1)년 12월 31일

y년 m월 d일 z년 (y+z)년 m월 (d-1)일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

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달

12. 1. 1. 1.

1. 10. 4. 10.

2. 1.

4. 9.

3. 1. 4. 1.
4. 30.3. 31.2. 28.1. 3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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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점의 결정

형태 

어떻게든 만료점은 어떤 날의 24:00이 됩니다.

원칙(말일로 종료)

원칙적으로, 만료점은 말일의 24:00입니다.

1. 예를 들어, 말일이 2014. 1. 8.(수)라 합시다.

2. 그러면 만료점은 2014. 1. 8.(수) 24:00입니다.

예외(말일 다음날로 종료) 

예외적으로, 만료점은 (말일+1)의 24:00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날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도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기를 

평일까지 연장해 주는 겁니다.

1. 예를 들어, 말일이 2014. 1. 12.(일)이라 합시다.

2. 그러면, 만료점은 2014. 1. 13.(월) 24:00입니다.

말일이 2014. 1. 11.(토)인 경우는 어떨까요? 만료점이 형식적으로는 2014. 1. 12.(일) 

24:00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 경우에도 2014. 1. 13.(

월) 24:00로 해석합니다.

민사 항소기간 사례

사실관계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선고일은 2014. 1. 13.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

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한다. 

말일

만료점

00:00 00:00 00:00
24:00 24:00 24:00

말일로
종료

말일

토 일 월 화

만료점

00:00 00:00 00:00
24:00 24:00 24:00

다음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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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완 씨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4. 1. 15.

3. 장혜성 씨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4. 1. 17.

각 당사자들은 며칠까지 항소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항소기간

김용완 씨의 경우

1. 초일은 2014. 1. 15.

2. 기산점은 2014. 1. 16. 00:00

3. 말일은 2014. 1. 29.(목)

4. 만료점은 2014. 1. 29. 24:00입니다.

따라서 김용완 씨는 2014. 1. 29.까지 항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혜성 씨의 경우

1. 초일은 2014. 1. 17.

2. 기산점은 2014. 1. 18. 00:00

3. 말일은 2014. 1. 31.(금, 설날)

4. 말일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2014. 2. 1.)은 토요일, 그 다음 날(2014. 2. 

2.)은 일요일입니다. 만료점은 2014. 2. 3.(월) 24:00입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민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생략>

기산점 2주 만료점

1. 14.1. 15.1. 16.1. 17. 1. 28.1. 29.1. 30.

초일 말일

목

판결서
송달 항소제기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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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혜성 씨는 2014. 2. 3.까지 항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속기간

나중에 형사법 입문에서 배울 것이지만, 민법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한 상식이기도 

하므로, 일단 조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생략>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

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

속기간[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생략>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생략>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1심 2+2+2, 제2심 +2+2, 제3심 +2+2]. 다만, 상

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1심 2+2+2, 제2심 

+2+2+2, 제3심 +2+2+2].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

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된 경우, 법원 구속기간 2개월의 기산일은 공소제기일이다].

기산점 2주 만료점

1. 16.1. 17.1. 18.1. 19. 1. 30.1. 31. 2. 1. 2. 2. 2. 3.

초일 말일

토 일 월설날

판결서
송달 항소제기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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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공소제기 개념 등에 관해서는 형사법 입문 제1강: 형사구조론을 참

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

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공소시효 등]

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

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가령 구속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

이라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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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ffectuation of Expression of Intent

이미 내뱉은 말, 활시위를 떠난 화살, 과거, 잃어버린 기회 이 네 가지는 되돌릴 수 없다.

- 아랍 격언

송달 제도

송달의 개념

송달(service)이란, 쉽게 말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소장 부본, 답변서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를 당사자 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1. 법원이 합니다. 소송절차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합니다. 항소기간 기준이 되는 등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실제로 송달

실제로 보거나 볼 수 있게 해 둡니다.

1. 교부송달(personal service): 송달받을 사람에게 줍니다.

2. 보충송달(supplementary service): 가령,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줍니다.

3. 유치송달(service by leaving): 송달할 장소에 놓고 떠납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생략>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

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넘겨받을 사람]

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생략>에서 말하는 <생략>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

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

류를 놓아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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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송달 간주

실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절차를 멈춰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송달을 받았다고 간주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1. 우편송달(service by mail): 가령,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낸 때 송달을 간주합니다.

2.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 notice): 가령, 법원게시판에 게시합니다. 2주 뒤에 송달

을 간주합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

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생략>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생략> 제187조[우편송달]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

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

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시도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

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에는] <생략>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

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생략>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소송서

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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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원칙

도달의 의미

1. 주관적으로 실제 알았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 상태로 되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도달의 추정

1. 보통우편 경우

2. 내용증명 경우

등기취급(내용증명 등)의 개념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

멸 중 "채권양도" 부분을 참조하세요.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

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

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

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

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

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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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도달주의 원칙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정관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발송 후 사정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철회

개념

철회란, 쉽게 말해 의사표시를 없던 걸로 돌리는 겁니다. 취소나 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사표시 효력발생 후

의사표시 효력발생 후에는,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낙장불입입니다.

1. 도달주의 원칙상 원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국 

의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 아까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

습니다. 이 경우라면, 의사표시 도달 후라도 효력발생 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철회가 가능하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

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

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

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사표시 도달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

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

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

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

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생략>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략>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

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68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의사표시 효력발생 전

의사표시 효력발생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예를 들어, 청약의 철회가 금지된다는 

말은, 엄 하게 말하면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철회하지 못한다."는 의

미입니다. 즉, 청약의 효력발생 전에는 

청약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신의칙 등 다른 이유로 철회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도달주의의 보완

문제점

1.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실제

로 도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그 경우 도달주의 원칙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

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

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

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표시 효력발생

철회 가능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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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수령

수령능력의 개념

의사표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수령능력이라 합니다.

1. 행위능력자가 수령능력자고,

2. 제한능력자가 수령무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3강: 민법총칙 PART 3 (사람과 법인) 중 

"자연인" 부분을 참조하세요.

제한능력자의 수령능력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

제한능력자에게 정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

1. 예를 들어 의사표시를 미성년자에게 하면 원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그 후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그걸 알면, 그 때부터는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생략>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생략>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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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법률행위)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일수록 분

쟁도 많이 생깁니다. 계약의 흠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때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약에 흠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며, 그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약에 어떤 흠이 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

흠 있는 계약

Contract Defect

제11강

Andrew Wyeth

Christina's World, 1948

Tempera on panel, 81.9 × 121.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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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백옥 같은 구슬이라도 흠이 있으면 진귀한 보물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순수한 것은 얻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회남자》

 

계약의 흠

계약(법률행위)에는 흠(defect)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제가 있는 계

약입니다. 

1. 계약 내용에 흠인 경우

2. 의사표시의 흠 때문인 경우: 원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 요

소라 했습니다. 의사표시의 흠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률행위에 흠이 있는 때

를 말합니다.

3. 계약 주체의 능력 때문인 경우

계약 내용의 흠

개념

계약(contract) 내용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

근로하고
돈 받겠다

근로계약

근로를 제공받고
돈 주겠다

김용완 장혜성

법률행위

의 사 표 시 의 사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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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적법성 문제

법령(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유형2: 타당성 문제

4.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강조

5. 불공정한 법률행위: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를 강조

효과

법률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의사표시의 흠

개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든지,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흠이 있다든지 하는 경

우입니다. 

1. 결과적으로는 계약(법률행위)에 흠이 있게 됩니다.

2.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은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의 흠입니다.

유형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알면서" 표시

2. 허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자와 상대방이 "통모해서" 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모르고" 표시

유형2: 의사표시 형성 과정의 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1. 확정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유동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당연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의 사 표 시 의 사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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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흠

문제점

예를 들어, 17세 소년이라든지 완전히 미친 사람이 계약한 경우를 봅시다. 과연 법

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능력(capacity)의 문

제인데, 이것도 결국 흠 있는 계약 문제가 됩니다. 

효과

1. 확정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유동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유동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4. 당연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총칙 PART 3 사람과 법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의 사 표 시 의 사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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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Violation of Statute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 Rudolf von Jhering

 

머리에

법률행위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특히, 강행규정(jus cogens) 위반을 문제삼습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예를 들어, 법령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가 50만 원인데, 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를 

7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할까요?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 금지 규정의 성질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3. 이를 전제로, 위반행위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4.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도 검토합니다.

5.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

개념

사적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

tract)이라고도 합니다.

1.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고,

2. 이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리입니다.

법률규정과 사적자치의 원칙

1. 따라서 어떤 민법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로 그 규정을 배

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2. 그러면 그런 규정은 왜 있는 걸까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

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없애고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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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의 개념

1. 이처럼, 당사자들이 적용받지 않겠다고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jus 

dispositivum, non-mandatory provision)이라 합니다.

 

2.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행규정의 개념

1. 반면, 당사자들이 적용받지 않겠다고 합의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jus 

cogens, mandatory provision)이라 합니다. 당사자들이 좋든 안 좋든 무

조건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적 자치 원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별

문제의 본질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 of the law) 문제입니다.

규정 스스로 밝힌 경우 

1. 어떤 규정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에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임의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장소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2. 반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무효로 돌릴 수 있게 한다면, 

그건 당연히 강행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중 최저기준 조항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 조항들은 강행규정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사법상<생략>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

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생략> [등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

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

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

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따라서 [①]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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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경우

1. 대부분은 임의규정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충

당 규정은, 그것이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없지만, 임의규정으로 해석합니다.

2. 예외적으로, 어떤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입법취지와 법률관계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행규정으로 보아 무조건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생략>와 야간근로<생략>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

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생략>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생략>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생략>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생략>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

자(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

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3.27. 자 2007마1734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

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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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의 효과

문제점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계약)가 무효로 될까요?

임의규정 위반 경우

당사자 합의로 임의규정 적용 자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엄 히 말해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법률행위(계약)는 유효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경우

1. 위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

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특히 

효력규정이라 합니다.

2. 그런데 위반해도 법률행위

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벌칙은 있겠지만, 법률행위(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강행규정을, 특히 단속규정이라 합니다.

유무효 판단 기준

1. 공법 규정 위반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효력규정?규정 위반 계약 무효

계약 유효

YES

NO

대법원 2008.3.27. 자 2007마1734 결정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

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

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

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

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

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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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들마다도 그 판단

이 다를 수도 있겠죠.

소결

1. 사실 효력규정이니 단속규정이니 하는 용어는 정의(definition)하기 나름입

니다.

2. 중요한 것은, 어떤 규정은 위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어떤 규정은 위반

해도 법률행위가 유효라는 거죠.

신의칙과의 관계

문제점

스스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무효 주장이 모순행위 금지 원칙 위반일까요? 즉, 

신의칙 위반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강행규정 확인

1. 정기상여금(regular bonus)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

금을 산정할 때에도, 그런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

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

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

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

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

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7.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

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도 일정 요건 하에 통상임금

에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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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래 무효입니다.

원칙

1. 원칙적으로는,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2. 즉, 강행규정 > 신의칙이 원칙입니다.

예외

1.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즉, 강행규정 < 신의칙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결국은 법령을 해석(interpretation)하는 문제입니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

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신의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일정 요건 하의 정기상여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

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

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

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

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

[다.] <생략>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

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

태롭게 한다면, <생략>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

를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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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적용

금지규정이 있는가?

금지규정의 성질은?

1. 규정의 입법목적 고려

2. 위반행위의 반사회성 고려

3. 위반행위의 사회적 영향 정도 고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③주택<생략>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

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생략>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거래금액의 

5/1000이되, 80만 원을 넘지 못함]과 같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

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

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생략>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

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

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

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러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

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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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고려 결과,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으로 판단

위반행위의 효력?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

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계약(법률행위)]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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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Violation of Social Order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 Georg Jellinek

 

머리에

법률행위 목적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서양속(public order and good 

morals) 위반을 문제삼습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예를 들어, 허위로 보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단기간 내

에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시다.

1. 보험계약들은 유효할까요?

2.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까요?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 명문 규정이 있다면, 앞서 본 것처럼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법리로 판단합니다.

3. 명문 규정이 없다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4.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면, 부당이득반환 관계를 살펴봅니다.

5.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사회질서의 개념

1. 선량한 풍속(A)이란, 사회의 윤리관념입니다.

2. 사회질서(B)란, 사회의 일반규범입니다. 물론, 삼강오륜 같은 도덕을 말하는 것

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보다 법적 개념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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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서양속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4. 사회질서 위반(B 위반)이란, 결국 공서양속 위반(A 기타 B 위반)과 같은 얘깁니다.

참고로, 법에서 'A 기타 B'라 되어 있다면, A는 B의 예시(example)입니다. 중심개

념은 B인데, B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적인 사례 A를 제시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해 주는 겁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의 관계

문제점

1.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인지는 적법성 

문제입니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지는 타당성 

문제입니다.

공통적 의의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한계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자유롭게 합의한 걸, 무

효로 만드는 겁니다.

개념상 차이

1. 적법성 문제는, 강행규정(실정법) 위반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무효로 볼지 

문제입니다.

2. 타당성 문제는,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반윤리성 차원에서 무효로 볼지 문제

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

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

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원래 담배사업이 <생략>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

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

과하[다.]

강행규정

사회질서 타당성 문제

적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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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3가지 유형

1. 법률행위 내용(contents)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2. 법률행위에 붙은 사정(situation)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

 

3. 법률행위 동기(motive)가 사회질서 위반

 

내용 자체의 반사회성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입

니다.

붙은 사정으로 인한 반사회성

1. 법적으로 강제되는 결과 반사회성을 띄는 경우

2.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경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는 [담배 사재기]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

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②]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a]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

거나 [b]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c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

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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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사회적 대가가 붙은 경우

동기의 반사회성

1. 법률행위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반사회적 대가, 조

건, 강제성 같은 게 붙지도 않았다고 합시다. 다만, 법률

행위에 이른 동기(motive)에 반사회성이 있다고 합시다.

2. 가령, A가 B은행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도박에 져서 부담한 도박채무와, 도박을 위해 판돈을 마련하면서 부담한 도박자금

채무를 구별하세요. 앞의 것은 법률행위 자체의 반사회성, 뒤의 것은 동기의 반사

회성 문제입니다.

3. 일정 요건 하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라 봅니다. 즉, A가 B은행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였거나, B은행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계약)가 무효로 됩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1. 아직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로, 채권채무도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이미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서로 준 것은 돌려 받고, 받은 것은 돌려 줘야 하

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각자가 보유한 물건은, 계약무효로 법률상 원인

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듯,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생략>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

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판결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

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

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

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동기
사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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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 문제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1. 예를 들어, P가 Q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Q가 다시 R에게 그 물건을 매도했

다고 합시다.

2. 만약 P, Q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면, 처음부터 Q는 소

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3. Q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R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게다

가 제3자 보호규정도 없기 때문에, R이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좀 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불법원인급여)

문제제기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로 받은 물건은, 부당이득 재산입니다. 그럼 줬던 사람이 

그걸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제한

1. 그러나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자기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밑져야 본전' 식으로 돌려받

을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를 강행하려 할 겁니다.

2. 그래서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넘긴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게 했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A B

무언가

보유 불가
반환해야

계약
(무효)

A B

무언가

반환불가
반환해야

계약
(무효)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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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적 효과

'불법원인'의 의미

1. 여기서의 '불법원인'이란, 사회질서 위반을 뜻합니다. 즉, 민법 제103조 경우

를 뜻합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생략>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

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

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

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

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수

익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

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

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A B

무언가

반환불가
반환해야

계약
(무효)

불법원인급여

사회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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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강행규정 위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적법성(강행규정) 문제와 

타당성(사회질서) 문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더라도, 사회질

서 위반이 아니라면, 여기서의 '불법원인'이 아닙니다.

예외

1. 조문에서 정한 예외: 만약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급여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해석을 통한 예외: 만약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도 어느 정도 있더라도 대부분 

수익자 탓이라면 어떨까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므로,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통해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불법성 비교 이론이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

률의 금지에 위반[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

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

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

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

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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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

구는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포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윤락녀]가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제공하고, 윤락녀인 피해자가 윤락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피

고인[포주]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이를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윤락녀]가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포주]에게 화

대를 교부한 것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를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지만] 피고인[포주]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윤락녀]를 수차 찾아

가 자신의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피해자[윤락녀]가 

피고인[포주]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맺고서 윤락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포주]

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행정사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업소에 피해자 등 5명의 윤락

녀를 두고 그들이 받은 화대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 왔음에 반하

여, 피해자[윤락녀]는 혼인하여 남편과 두 아들이 있음에도 남편이 알코올중독으로 생

활능력이 없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포주]의 권유에 따라 윤락행위에 이르게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포주]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그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다가 앞에서 

본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포주]측의 불법성이 피

해자[윤락녀]측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

용은 배제되어 피해자[윤락녀]가 피고인[포주]에게 보관한 화대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

자[윤락녀]에게 속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윤락녀]는 그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B

무언가

반환불가

급여자 불법성 > 수익자 불법성

BUT
반환해야

계약
(무효)

불법원인급여

사회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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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사안의 적용

 

금지규정이 있는가?

명문의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지?

 

부당이득 반환 관계?

1.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은 불법원인급여입니다.

2. 그런데 불법원인이 오로지 보험계약자(수익자)에게만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보험사(급여자)는 보험계약자(수익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생략> [급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

결한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

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

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

간을 해치게 [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

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

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

음을 추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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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Unfairness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 Charlie Crist

 

머리에

이것 역시 법률행위 목적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넓게는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단지, 불공정(unfair)에 주목하는 겁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채권포기 약정은 유효할까요?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 명문 규정이 있다면, 앞서 본 것처럼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법리로 판단합니다.

3. 명문 규정이 없다면, 불공정한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관계를 살펴봅니다.

5.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계 관계로 고소당하여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온 여자가 다시 고소를 당하여 삼청교육대

에 갈지 모른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금 1,300만 원이상의 채권이 있었음에

도 일부만을 변제받고 금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사안이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

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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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의 개념

 

규제의 취지

 

사회질서 위반과 불공정의 관계

문제점

1. 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

인지는 타당성 문제입니다.

2. 법률행위가 불공정한지 역시 타당성 문

제입니다.

공통적 의의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한계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자유롭게 합의한 걸, 사

회적 타당성 법리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개념상 차이

1. 사회질서 위반 문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2. 불공정 문제는,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소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

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28 판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는 다 같이 구민법 제90조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즉,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반사회질서적인 여부를 

판단할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강행규정

사회질서

불공정

타당성 문제

적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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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상태 요건

 

1. 궁박(difficulty)

 

2. 경솔(carelessness)

 

3. 무경험(inexperience)

 

대리인이 있더라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

상대방의 폭리의사(profiteering)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53 판결

본건 토지들은 원고 시에서 시행하는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

서 본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소속 공무원들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

할 때에 원고산하 사유재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정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 단가 

금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배인 21,000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로 인한 

것이고 매매계약체결 당사자인 관리 1과 직원도 그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사정가격 평

당 금2,100원을 21,000원으로 10배의 가격을 오기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냥 10배인 

오기내용대로 사정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일련의 경솔에 기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여기에서의]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

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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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imbalance)이 있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대가관계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겉보기로는 단순 증여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재산적인 반대급부가 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 문제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

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생략> 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457, 판결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

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생략>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략> 객관적

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

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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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문제(불법원인급여)

1. 피해자는 폭리행위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폭리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금지규정이 있는가?

명문의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불공정으로 무효인지?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계 관계로 고소당하여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온 여자가 다시 고소를 당하여 삼청교육대

에 갈지 모른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금 1,300만 원이상의 채권이 있었음에

도 일부만을 변제받고 금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사안이다.]

계와 관련되어 갑으로부터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15일 간 삼청교육대

의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을녀가 그로부터 4일 후 갑의 인척이다시 계 관계로 고소하여 경

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을 받게 되었다면 을로서는 이미 삼청교육대에 다녀왔는데 

갑측으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고소에 따라 또 다시 삼청교육대에 갈지 모른다는 급박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고 따라서 을로서는 이러한 궁박상태 

아래에서 고소를 취하시켜서 삼청교육대에 가는 것을 회피할 생각으로 경솔하게 청산합

의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또 을이 갑에게 금 1,300만 원 이상의 채권

이 있었음에도 이것과 현금 45만 원 및 부채 216만 원을 인수시키고 그 나머지 금 1,000

만 원 이상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현

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따라서 위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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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Expression of Non-Real Intent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그대로 남는다. - Leo Tolstoy

 

머리에

1.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다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

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2. 의사표시자에게 붙은 사유입니다. 이 점에서 이따가 볼 허위의 의사표시와 

다릅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일 뿐이니 형식적으로 각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기에,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시

다.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이 약정은 유효할까요?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법률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합니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3.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지 판단합니다.

4. 이를 전제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5.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의 아닌 표시

본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관계자 의사표시자가

어떻게 알면서

효과 유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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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인 의사표시 개념

진의란, 자기가 좋든 싫든 어떤 법률효과를 내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입니다. 가령 

본심은 주는 게 싫더라도,

1. 효과의사: 주겠다는 뜻(A)에서

2. 의사의 표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A)했다면

이것(A)은 진의를 표시한 겁니다. A라는 의사표시는 진의인 의사표시(expression 

of real intent)입니다.

쉽게 말해, '진의'는 본심과는 무관합니다. 한 마디로, '진의'는 효과의사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개념

1. 효과의사: 진의는 B인데

2. 의사의 표시: 표시한 의미는 A이고

3. 비진의: 그 불일치를 알면서도 A라고 표시했다고 합시다.

이것(A)는 진의가 아닙니다.즉, A라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expression of non-real intent), 줄여서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

각을 말하는 것이[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즉, 본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입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B]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

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효과의사 A]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

[표시 A]를 [했다고 하자.]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즉, A는 진의인 의사표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사안이다.] <생략> [근

로자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의:B

알면서

의사표시자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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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

문제점

효과의사(진의)는 B인데도, 표시는 A라 했다고 합시다. 즉, A는 진의 아닌 의사표

시라 합시다. 의사표시는 유효할까요?

원칙

의사표시는 A로서, 유효합니다. 

1. 왜 법은 당연무효로 하지 않았을까요?

2. 또, 왜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알고도 A라는 표시를 한 책임(responsibility)을 지게 하는 겁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의원면직[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즉, 진의는 B

인]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즉, 표시는 A로]하게 한 경우 [A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생략>

진의:B

알면서

의사표시자

A로 유효표시:A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진의가 B라도] 표시된 [A]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

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취지다. 즉, A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A로 유

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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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의의

실제 분쟁이 생기면,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사실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

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라서 보증을 섰지만(A), 보증 서고 싶지는 않

았다(B)."는 식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그런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즉, 웬만

해서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1. 첫째 그런 경우도 대체로 '진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둘째, 설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

다.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예외사유(상대방의 악의, 과실 등)를 증명해야 하

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3자 보호 문제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

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

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즉, 진의(효과의사)도 A이

고, 표시도 A이므로, A는 진의인 의사표시다.]

진의:B

악의

또는

과실

알면서

의사표시자 상대방

예외:무효표시:A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생략>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

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B]를 존중하여 그 진의 아

닌[A]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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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P가 Q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Q가 다시 R에게 그 물건을 매도했

다고 합시다.

2. 만약 P의 청약(또는 승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Q가 그걸 알고 있었다

면, 청약(또는 승낙)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론상 처음부터 Q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3. 이론상 Q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R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3자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R이 선의인 이

상 R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만약 계약으로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데 무효가 되었다고 합시다. 제3자 보호 문

제가 없다면,

1.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도 피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상대방

의 악의 또는 과실로 무효로 되는 경우]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 Q

비진의표시

매매

무효

상대방의사표시자

IF 악의 or 과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증권회사 직원[유@진]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이다.]

P Q

R

비진의표시

매매

상대방

제3자

보호규정

매매

의사표시자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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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미?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가?

상대방이 악의거나 과실이 있는가?

약정의 효력?

위 각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 유@진의 의사표시가 <생략> 원고에게, 소외 남궁*수를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면서 입은 손실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그 손실

을 확대한 것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

라고 해석하는 것은 각서 등의 객관적인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

긋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르면, 피고 유@진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증권투자를 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만이 추단

될 뿐이다.

[그러나] 피고 유@진이 원고 등에게 위 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여 보면, 피고 유@진은 원고 등으로부터 원고의 남편인 최?식이 주식투자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원고를 질책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최?식에게 보여 그를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유@진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

탁을 받고 부득이 원고와의 친분 및 거래관계상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

에서 위와 같은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 유@진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인 원고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유@진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생략> 무효[이다.]

[각서 내용은] "1992년부터 %%증권 진해지점에 투자해 온 <생략> 구좌를 관리해 오던 

중 손실 폭이 워낙 큰 사실에 인지하며 앞으로 1994년도 중 <생략> 구좌 금액에 대한 원

전 보전과 최소한 1억 5천만 원을 본인 각서인이 책임지겠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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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의사표시
False Expression

그 때 주유의 벽력 같은 질책이 떨어졌다. 물론 각본이었다. 즉시 황개는 끌려나와 형틀에 

묶였다. 곧이어 곤장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백여 대를 맞은 황개의 엉덩이는 허물어졌다. - 《삼국지》

 

머리에

1.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다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

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는 앞서 본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같습니다.

2. 한편, 의사표시자와 그 상대방에 함께 붙어 있는 사유입니다. 이 점에서 앞

서 본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다릅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1. P가 보증금 1억에 Q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습니다.

2. 그런데 Q는 P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습니다. 결

국 당사자들은 임대차 계약 이후에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의사 없이, 통모해

서 Q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진의 아닌 표시 허위표시

본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관계자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자와 상대방이

어떻게 알면서 통모해서

효과 유효 (원칙) 무효

진의:임대차

P Q

R

통모

계약

전세권근저당권설정

표시: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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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반면, 전세금반환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돌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3. R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

습니다.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세권근

저당권이라 부릅니다.

4. 그 후 S가 R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겁니다.

5. 이건 P, Q 사의의 법률행위는 유효할까요? S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와 법률행위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2.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3. 이를 전제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4.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 개념

1. 효과의사: 진의는 B인데

2. 의사의 표시: 표시한 의미는 A이고

3. 통정: 상대방도 그 불일치를 알았지만 

서로 합의해 의사표시자가 A라고 표시

했다고 합시다.

이것(A)는 허위입니다. 즉, A라는 의사표시를 허위의 의사표시(false expres-

sion), 줄여서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들이 서로 법률행위가 있

는 것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입니다. 통정허위표시, 통모허위표시, 짧게 허위표시

라고도 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의 의사표시의 비교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2. 불일치를 의사표시자 본인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한 것인지 차

이가 있을 뿐입니다.

진의:B

의사표시자 상대방

통모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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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 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허위의 법률행위란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이

걸 가장행위라고 부릅니다.

3. 예를 들어,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를 가장매매라 합니다.

논의의 전제

계약의 유무효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계약의 성립(establishment)을 검토해야 합

니다. 가령,

1. 가장행위('가장증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2. 최소한 법률행위('증여')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의사표시의 효과 

문제점

효과의사는 B인데도,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

사표시자가 표시를 A라 했다고 합시다. 즉, 

A는 허위의 의사표시라 합시다. 의사표시는 

유효할까요?

원칙

의사표시는 A로서,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

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

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

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

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

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

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즉, 증여

계약 없이 송금될 수도 있다. 송금사실만으로는 가장'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의:B

의사표시자 상대방

통모

A는 무효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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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법은 유효(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로 하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2. 여기서의 무효란,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 보호 문제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1. 예를 들어, P가 Q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Q가 다시 R에게 그 물건을 매도했

다고 합시다.

2. 만약 P의 청약(또는 승낙)이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청약(또는 승낙)이 무효입

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론상 처음부터 Q는 소유

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3. 이론상 Q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R은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해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3자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R이 선의인 이상 R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의 범위

제3자의 개념

당사자가 아니기만 하면 제3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로 보

기 위해서는,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다.]

P Q

R

의사표시자 상대방

매매

보호규정

제3자

허위표시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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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

를 토대로,

3. 실질적으로,

4.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해제의 제3자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개념만으로는 너무 추상적

이기 때문에, 해제의 제3자든 취소의 제3자든 여러 판례 사안을 보고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로 본 사례

 

제3자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생략> 이외의 자로

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

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 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히 진행된 결과 제삼자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코 

그 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그 허위표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즉, 경매로 인한 매수인은 제3자로 보호받는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원채권자인 소외(갑)이 소외(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

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

위표시의 <생략> [퇴직금 채무자가]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P Q

R S

허위표시

소유권
취득X

소유권
취득X

소유권
취득X

P Q

R S

허위표시

매매

매매(전매)

매매
(전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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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엄폐물 법칙

문제점

예를 들어, P가 Q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Q가 다시 R에게 그 물건을 매도(전매)한 

다음, 마지막으로 R이 S에게 매도(전전매)해서 인도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P, Q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라 합시다. 그러면 최종 매수인 S는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R, S 모두 악의인 경우

S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1. 전전매가 있기 전까지 상황을 봅시다. 아까 본 것처럼 R은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합니다.

2. 이제 전전매 상황을 봅시다. R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입니다. S는 소유권

을 취득하지 못해야 합니다.

3. S는 악의이므로 제3자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R은 악의, S가 선의인 경우

S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 만약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면, S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S는 허위표시(P, Q 사이)의 제3자이며, 선의이므로, 보호

받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P Q

R S

허위표시

소유권
취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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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선의, S는 악의인 경우 

S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 전전매가 있기 전까지 상황을 봅시다. R은 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로 보호받

습니다. 따라서 R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따라서 R은 S에게 유권리자로서 처분한 겁니다.

3. 게다가 R과 S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그 결과, S가 선의든 악의든 제3자든 상관 없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허위표시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다음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소외 1[R]의 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은 앞서 본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

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위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4[S]는 이러

한 소외 1[R]의 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음으로

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

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만약 그[S]가 통정허위표시에 관

하여 선의라면 비록 소외 1[R]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P]는 그[S]에 대하여 전세

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S는 선의

의 제3자로 보호받는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현재의 어음소지인[S]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R]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P

가] 그[R]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S]이 비록 어음취

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S]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P Q

R S

허위표시

소유권
취득 O

소유권
취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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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 모두 선의인 경우

S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 앞서 본 것처럼 R는 S에게 유권리자로서 처분하였고, R과 S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그 결과, S가 선의든 악의든 제3자든 상관 없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3. S가 선의 제3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권리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소결

1. R이 선의인 경우,

2. R이 보호받음으로써,

3. 그 결과 S가 문제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걸 엄폐물의 법칙(shelter rule)이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만약 계약으로 이미 이행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제3

자 보호 문제가 없다면,

1.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도 피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

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안이다.]

P Q

R S

허위표시

소유권
취득 O

소유권
취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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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성립했는가? 허위인 의사표시인가?

 

약정의 효력?

 

제3자의 보호?

1. 제3자로서 S

 

2. S의 선의

P가 Q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Q에게 이 사건 전세

권을 설정해 주어 전세금 6억 원<생략>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R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다.] S은 이러한 R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

압류하고 압류명령을 얻음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S가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R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P]는 그[S]

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즉, S는 보

호받는다. 즉,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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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Mistake Expression

가장 곤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Alain de Botton

머리에

1.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다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

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는 앞서 본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의 의

사표시와 같습니다.

2. 의사표시자에게 붙은 사유입니다. 이 점에서 앞서 본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는 같고, 허위의 의사표시와는 다릅니다.

3. 의사표시자가 모르고 한 표시입니다. 이 점에서 앞서 본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와 다릅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P는 Q가 제시한 계약서를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읽어보지도 않은 채 계약서

에 서명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P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계약서였습

니다. P의 연대보증은 유효할까요?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와 법률행위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3. 이를 전제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4.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검토합니다.

착오로 인한 표시 진의 아닌 표시 허위표시

본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관계자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자와 상대방이

어떻게 모르고 알면서 통모해서

효과 유동적 유효 유효 (원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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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개념

1. 효과의사: 진의는 B인데

2. 의사의 표시: 표시한 의미는 A이고

3. 모르고: 의사표시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고 A라고 표

시했다고 합시다.

이것(A)는 착오입니다. 즉, A라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인한 의사표

시(mistake expression)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실수한 겁니다.

주의사항

1. '착오'는 실패와 다릅니다.

2. 물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다른 규정들과 비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1. 의사표시자가 알면서도 표시한 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2.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표시한 건, 허위인 의사표시입니다.

3. 의사표시자가 모른 채 표시한 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 은행과,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 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회계

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

액이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乙 은행이 예상매출액

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은행이 계약을 체결하

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

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진의:B

모르고

의사표시자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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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전제

계약의 유무효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계약의 해석(interpretation)이 필요합니다. 

즉, 성립한 계약 내용을 알아야, 착오를 논할 수 있죠.

자연적 해석

1. 진의와, 해석한 법률행위 내용이 일치합니다.

2.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범적 해석

1. 진의와, 해석한 법률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충적 해석

1. 진의와, 해석한 법률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석한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hypothetic intent)에 따른 겁니다.

3. 따라서 착오 문제 주장을 제한합니다.

내용의 착오

문제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용

의 착오'란 무엇일까요?

표시상 착오

표시상 착오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

이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초과세액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

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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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착오

의미의 착오도 포함합니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애매합니다. 일정 요건 하에 포함합니다.

1.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2.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항소

금융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갑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

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위 매수주문

은 갑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

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

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

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

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와 그 인접 토지가 모두 일반상업지구에 속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는 점, 그 인접 토지가 제3자 소유로 그 지상

의 건물 건축으로 인한 조망·일조 저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 밖에 있는 점 등 여

러 사정에 비추어 위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

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

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피고시의 협의매수요청에 응한 것은 그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가 피고시의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잘못 알았거나 또는 일부 토지가 사업대상에 편입되

면 그 전부를 수용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응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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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이 공통하여 동기의 착오에 빠진 사안에서, 일정한 경우

중요부분 착오

개념

판단 기준

1. 주관적 표준

2. 객관적 표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피고 산하의 관계공무원이었고, <생략> 원고들은 피고 시에 의한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

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

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

인이 매수인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

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

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보충적 해석 결과, 취소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

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

여야 [한다.]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

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

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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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과

문제점

효과의사는 B인데도, 의사표시자가 실수

로 표시를 A라 했다고 합시다. 즉, A는 착

오로 인한 의사표시라 합시다. 의사표시

는 유효할까요?

원칙

의사표시는 A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적 유효입니다.

1.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로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왜 취소할 

수 있게 했을 까요? 알고서 한 경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는 달리, 착오로 인

한 의사표시는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표시자를 보호(pro-

tection)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왜 유동적 유효로 정했을까

요? 즉, 왜 당연무효가 아닌 걸로 정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계약이 유효하

게 유지되는 게 오히려 의사표시자에

게도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1. 예외적으로, 만약 의사표시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확정적 유효입니다.

2. 예외의 예외로, 비록 의사표시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이용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적 유효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생략>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생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항소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진의:B

모르고

의사표시자

A로 유동적 유효표시:A

진의:B

중과실

모르고

의사표시자

A로 확정적 유효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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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 문제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P가 Q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Q가 다시 R에게 그 물건을 매도했다고 

합시다. 만약 P의 청약(또는 승낙)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면, 유동적 유효로

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취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Q는 유권리자의 처분으

로 R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R은 당연히 소유권자입니다.

2. 그러나 취소를 하면, 매매계

약(법률행위)는 소급해 무효

로 됩니다. 이론상 처음부터 

Q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

다고 하겠습니다. 소급효 때문

에 이론상 Q의 처분은 무권

리자의 처분으로 간주하므로, 

R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

이죠. 취소가 되어도, R이 선의인 이상 R은 여전히 소유권자인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계약으로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데, 취소가 되었다고 합시다. 제3자 보호 문제가 없다면,

1.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도 피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그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

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위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

갑 회사가 선물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담당 직원이 입력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고 입

력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것은 거래상 필

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을 회사로서는 매수주문이 주문자

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

매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차액을 얻으려고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냄으로

써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갑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 Q

R

의사표시자 상대방

매매

보호규정

제3자

착오로 인한 표시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취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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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문제

문제점

1. 의사표시자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합시다.

2.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뢰손해 말이죠.

3. 의사표시자의 잘못 때문이니까, 그럼 의사표시자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나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채무의 불이행, 채무자의 고의 또

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입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가해행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

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입니다.

위법성 요건 검토

그런데, 의사표시자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소결

따라서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안의 적용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

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

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소송 당사자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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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성립했는가?

표시된 행위인 연대보증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가?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1. 유동적 유효입니다.

2. 취소권을 행사하는 이상, 소급해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 문제

위법성이 없으므로, 취소권을 행사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이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

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생략> 그에 관하여는 <생략>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소송 당사자의 위]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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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pression by Fraud & Expression under Duress

인간은 나면서부터 거짓의 원수이다. - Thomas Carlyle

머리에

1.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같은 사례입니다. 즉, 의사표시 자체에는 흠이 

없습니다.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흠이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앞서 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와 다릅니다.

2. 의사표시자의 상대방 또는 제3자 때문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 점에서도 다릅니다.

3. 의사표시자가 부당하게 간섭을 당해서 한 표시입니다. 이 점에서도 다릅니다.

문제점

문제 사안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임대차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받고 B

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고 합시다.

1. 그런데 양도 당시 임대차기간이 연장될지도 불확실했고, A는 임대인 H으로부

터 몇 차례 명도요구를 받기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2. 그런데 A는 그런 사정을 B에게 얘기하면 임차권을 양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사정에 관해 B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3. 그 후 곧 임차권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 H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착오로 인한 표시 진의 아닌 표시 허위표시

본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관계자 상대방이 제3자가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자

와 상대방이

어떻게 간섭해서 모르고 알면서 통모해서

효과 유동적 유효 유효 (원칙) 유동적 유효 유효 (원칙) 무효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

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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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B는 거액을 주고 임차권을 양수했는데 부동산을 이용하지도 못하게 됐

습니다. B는 A와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 양도 계약

이 유효합니까?

해결의 실마리

1. 먼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지 살핍니다.

2. 일치한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3. 사기라면, 상대방이 사기를 행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 사기를 행했는지 판단합니다.

4. 이를 전제로, 법률행위의 효력 또는 취소가능성을 검토합니다.

5.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검토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와 강박의 개념

1. 사기(fraud)란, 쉽게 말해 속임수입니다. 기망이라고도 합니다.

2. 강박(duress)란, 쉽게 말해 위협입니다. 해악의 고지라고도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

1. 효과의사: 진의도 A이고 

2. 의사의 표시: 표시한 의미도 A인데,

3. 형성과정의 흠: 다만,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것(A)는 사기 또는 강박입니다. 즉, A

라는 의사표시를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

(expression by fraud) 또는 강박에 의

한 의사표시(expression under duress)

라고 합니다.

B A

계약

사기?
표시:임차권양수

진의:임차권양수

진의:A

의사표시자

사기
강박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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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다른 규정들과 비교

결과적으로 의사표시에 흠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1. 의사표시 자체의 흠 때문인 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인 의사표시, 착오

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2.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 그 형성과정의 흠 때문인 건, 사기 또는 강박에 의

한 의사표시입니다.

성립 요건

고의

2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1. 제1고의: 착오나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입니다. 사기의 고의 또는 강박

의 고의라고도 합니다.

2. 제2고의: 그 결과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입니다. 의사표시의 고의라

고도 합니다.

사기의 위법성

1. 작위로 사기: 쉽게 말해, 거짓말한 겁니다. 가령 중국산 물건을 미국산 물건이

라고 속여 판 경우입니다. 웬만해서는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2. 부작위로 사기: 쉽게 말해, 침묵한 겁니다. 가령 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사겠

다는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은 경우입니

다. 신의칙(principle of good faith)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

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

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

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된다.]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

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①] 외포

심을 생기게 하고 [②]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

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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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의 위법성

1. 목적의 부정: 가령 헐값에 사기 위해 매도인의 탈세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

협하는 경우입니다.

2. 행위의 부당: 가령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인과관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문제점

효과의사(진의)는 A이고 표시도 A라 했지만, 그게 사기나 강박 때문이었다고 합시

다. 즉, A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시다. 의사표시는 유효할까요?

기본 원리

의사표시는 A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적 유효입니다. 

1. 확정적 유효가 아닌 건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

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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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왜 유동적 유효로 정했을까요? 즉, 왜 당연무효가 아닌 걸로 정했을

까요? 그 이유는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게 오히려 의사표시자에게도 유

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표시자에게 유무효의 선택권(option)

을 주는 겁니다.

제3자 보호 문제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앞서 본 제3자 보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 제3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P가 Q에게 물건을 매

도하고, Q가 다시 R에게 그 물건

을 매도했다고 합시다. 만약 Q가 

P에게 사기를 쳤다면, 유동적 유

효로서, P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취소하지 않으면, R은 당연

히 소유권자입니다.

2. 취소를 해도, R이 선의인 이상 

R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Q)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P)를 기망하였

다는 이유로 보험자(P)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R)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

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

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R)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진의:A

의사표시자

A는 유동적 유효

사기
강박

표시:A

P Q

R

의사표시자 상대방

매매

보호규정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취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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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서의 '선의'란, '선의 무과실'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사기 또는 상대방강박

개념

의사표시자(P)의 상대방(Q)이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상

대방사기·상대방강박이라 부릅니다.

이익 비교

1. 의사표시자(P)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자(P)에게 취소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게다가 상대방(Q)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약이 취소돼도, 상대방

(Q)은 감수해야 합니다.

소결

따라서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사표시자(P)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사기 또는 제3자강박 경우

개념

의사표시자(P)의 상대방(Q)이 아니라, 제3자(K)가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를 생

각해 봅시다. 이걸 제3자사기, 제3자강박이라 부릅니다.

이익 비교

1. 의사표시자(P)도 보호해야 합니다. 즉, 의사표시자(P)에게 취소권을 줄 필요

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R)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P)가 보험계약자(Q)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진의:A

의사표시자 상대방

A는 유동적 유효

사기
강박

의사표시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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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상대방(Q)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Q)이 사기나 강박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취소를 상대방(Q)이 무조건 감내하라 해선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

이것은, 의사표시자(P)와 상대방(Q) 둘 중 어떤 경우에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1. 원칙: 상대방(Q)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의사표시자(P)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상대방(Q)이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의사표시자(P)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지 판단

이처럼, 상대방사기인지 제3자사기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 구별

은 중요합니다. 실질적(substantial)으로 판단합니다.

1. 기망자(K)와 상대방(Q)이 ' 접'하면, 기망자(K)가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

대방(Q)이 직접 사기친 것과 같습니다. 즉, 상대방사기입니다. 가령 K가 Q의 대

리인이라면, 상대방사기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

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기망행위를 한 자(K)와 상대방(Q) 사이의 관계가 상대방(Q)이 그 기망행위에 대하여 자

신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접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한 자(K)를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로는 볼 수 없[다.]

진의:A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

사기

강박

의사표시

의사표시자

제3자

NO
YES

A는 확정적 유효 or A는 유동적 유효

표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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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망자(K)와 상대방(Q)이 ' 접'하지 않으면, 기망자(K)는 제3자입니다. 따라

서 제3자사기입니다. 가령 K가 Q의 피용자라면, 제3자사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계약으로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데, 취소가 되었다고 합시다. 제3자 보호 문제가 

없다면,

1.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도 피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문제점

사기나 강박이 취소사유가 될 정도라면, 위법하다고 봐야겠죠.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죠.

1. 취소한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 문제는 취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손해액 산정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채무의 불이행, 채무자의 고의 또

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입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가해행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

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입니다.

손해 요건 검토

가령, 사기를 당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10억 원에 샀다고 합시다.

1. 그러면 손해액은 9억 원(= 10억 원 - 1억 원)입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Q)이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

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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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그 후 시가가 15억 원으로 뛰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익을 

본 것일 뿐 손해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0원 > 10억 원 - 15억 원)? 그렇지 않

습니다. 손해액은 여전히 위 9억 원입니다.

소결

가해자(사기 또는 강박을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따라서,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문제가 아니라,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입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

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 하기가 어려운데도 원고에게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불법행위시]의 재산상

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 후 매수인이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피고[임차인 A]는 1985. 8. 5. 소외 김%산[임대인 H]으로부터 <생략> 이 사건 건물<생략> 기

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1987. 8.경 1차, 1989. 8.경 2차로 위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갱신

해 오면서<생략> '@@극장'이란 상호로 극장을 경영해 [왔다.]

원고들[임차권양수인 B]은 1990. 11. 19. 피고[A]로부터 위 임차권, 극장시설 기타 극장 경영에 관

한 제반 권리를 60,000,000원에 매수하고, <생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극장으로 사용[했다.]

소외 김%산[H]은 1991. 1. 21. 피고[A]가 그의 승낙 없이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

고[A]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3.경 원고들[B]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 피고[A]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등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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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가?

상대방사기 또는 제3자사기?

상대방사기임은 명백합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의 효력?

1. 유동적 유효입니다.

2. 취소권을 행사하는 이상, 소급해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

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

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

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

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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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Invalidity of Legal Act

존재를 통해 무가 출현한다. - Jean-Paul Sartre

머리에

1. 지금까지 계약 자체의 흠이든 의사표시의 흠이든, 흠을 보았습니다.

2. 이 흠 때문에 계약(법률행위)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무효란, 당연무효일 수도 있고, 후발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개념

1. 말 그대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2. 일정 요건 하에 일부만 무효로 처리합니다.

일부만 무효로 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저

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사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법률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토지 부분에 관해

서만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무효 후발적 무효

사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등

(소급) 취소권 행사 등

(장래) 해제조건 성취 등

처리?일부 무효 전부 무효

일부만 무효

원칙

예외

실제 의사와 무관

가정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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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전부 무효로 처리

위 매매는 일괄해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 일부 무효로 처리

예외적으로, 위 매매 중 건물 부분은 유효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핵심입니다.

1. 가정적 의사의 개념: 여기서 가정적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닙니다(legal fic-

tion). 만약 가정적 의사가 P로 해석(interpretation)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실제 의사가 Q였다고 하더라도, 가정적 의사 P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가정적 의사의 해석 방법

3. 가정적 의사를 인정한 사례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생략>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생략>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일부만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

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교통사고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

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보험계약이 그 부분에 관

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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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예를 들어, 약관의 경우, 일부 조항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일부 조항만 무효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개념

1. A법률행위가 무효일 때, B법률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2. 일정 요건 하에 B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로 전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사례

1. A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 합시다.

2. 이 경우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면 유효하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

다. 감액한 계약을 B매매계약이라고 합시다.

3. 그러면 A계약이 B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생략>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처리?A 무효 A 무효

B로 전환

원칙

예외

실제 의사와 무관

가정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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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무효로 처리

예외: 다른 법률행위로 유효

핵심은 역시 가정적 의사입니다.

1. 가정적 의사의 개념

2. 가정적 의사의 해석 방법

3. 가정적 의사를 인정한 사례

무효행위의 추인

개념

1. 쉽게 말해, 무효를 유효로 만들려는 겁니다.

2. 일정 요건 하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假定的) 효과의사[다.]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A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

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

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B]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35제11강 흠있는 계약

아까와 다르게,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어

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례

1. 어떤 매매계약이 허위인 의사표시로 무효라 합시다. 즉, 가장매매(A)입니다.

2.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장래적으로 유효한 매매(B)로 됩니다.

원칙: 여전히 무효

위 매매(A)는 여전히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 새롭게 유효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B)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효임

을 알고 추인해야 합니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생략>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생략>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

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A 무효 A 무효

B로 간주

원칙

예외

실제 의사

무효를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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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Fluid Invalidity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 중국 속담

머리에

원시적 유무효

후발적 유무효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중 "계약의 효력" 부분을 참고하세요.

개념

유동적 무효란,

1. 일단 무효입니다.

2. 그러나 사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사례

무권대리

1. 무효입니다.

2. 그러나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합니다.

당연무효 (확정적)유효

원시적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등 흠 없는 일반 법률행위 등

후발적 무효 후발적 유효

장래적 해제조건 성취 등 정지조건 성취 등

소급적 유동적 유효에서 취소권 행사 등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허가 등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

이 생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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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

1. 무효입니다.

2. 그러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

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생략>일 경우에는 <생략>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

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본인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추인

거절

소급효O

무권대리 경우

관청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허가

불허

소급효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허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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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Revocation of Legal Act

그건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다고 잊어버리며 살거라. 

- 신경숙, 《깊은 슬픔》

머리에

1. 앞서 계약 자체의 흠이든 의사표시의 흠이든, 흠을 보았습니다.

2. 이 흠 때문에 계약(법률행위)은 유동적 유효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취소권 행사에 관해 공부합니다.

취소의 요건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일단은 "미성년자 등"이라 보면 됩니다. 

2. 흠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그 대리인

4. 또는 그 승계인

대리인, 승계인의 구체적 의미는 차차 배웁시다.

취소의 방법

1. 취소(revocation)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2. 의사표시를 꼭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

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

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다.]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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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

소급적 무효

이미 충분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유동적 유효가 소급적 확정적 무효로 바뀝니다.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중 "급부부당이득" 부분을 참조하세요.

계약 무효의 결과

1. 이미 급부한 것이 있다면,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아직 급부하지 않은 부분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취소권의 포기

개념

취소권의 포기(relinquishment)란,

1.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

로 만드는

2. 주관적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추인(ratification)이라 

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또한,]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

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부당이득O

급부의무X

이미 급부한 것

아직 급부하지 않은 것

계약
무효

추인

취소

소급효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

취소권자유동적 유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취소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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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뒤에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B에게 "사기 당했다는 건 

깨달았지만, 취소하지 않겠으니 이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1.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되는데,

2. 이것은 A의 추인의 의사표시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인으로서, A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지

의사표시자(A)가 선택을 통해 법률관계

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추인을 통해 취소

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요건

1. 추인권자: 취소권자와 같습니다.

2. 취소 원인의 종료: 예를 들어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박 상태에서 벗

어난 뒤에 추인해야 비로소 추인이 유효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때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강박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3. 추인의 방법: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효과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

자]가 추인할 수 있[다.] <생략>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② 전조의 규정[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는 

취지]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생략> 추인후에는 취소하

지 못한다.

취소권자 상대방

추인의
의사표시



141제11강 흠있는 계약

취소권의 배제 

개념

취소권의 배제(exclusion)란, 

1.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2. 객관적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법정추인(statutory rat-

ification)이라 합니다. 추인한 적은 

없지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

미입니다.

사례

A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뒤에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대금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1.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되는데,

2. 이것은 A의 의사표시와는 전혀 상관 없이, A가 대금지급을 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정추인으로서, A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지

상대방(B)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추인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을 배제하는 겁니다.

주의

추인과 법정추인은 다릅니다.

1. 추인은 의사표시이지만, 법정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2. 당연히, 법정추인에는 추인권자, 추인의 방법 같은 개념도 없습니다.

추인

법정추인

취소

소급효O

취소권
행사

취소권자유동적 유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취소권
포기

취소권
배제

취소 추인

전 유동적 유효

후 확정적 소급적 무효 확정적 유효

근거 의사표시

본질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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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취소 원인의 종료

2. 법정추인사유가 있을 것

3. 이의 보류가 없을 것

효과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취소권의 소멸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생략>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생략>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생략>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5조(법정추인) <생략>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법정추인) <생략>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생략>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생략>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 추인 법정추인

전 유동적 유효

후 확정적 소급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근거 의사표시 객관적 상황

본질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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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입니다. 주의하세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결론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

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

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

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생략> 제

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

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추인

법정추인 제척기간
도과

취소

소급효O

취소권
행사

취소권자유동적 유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취소권
포기

취소권
소멸

취소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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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Permission System for Land Transaction

인생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학급이 없다. 

곧 너는 무엇이든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항상 요구받는다. - Rainer Maria Rilke

토지거래허가 제도

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채권계약의 무효

기본 법리

등기청구

1. 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

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생략>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

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

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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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결과, 처분금지가처분도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은 이전등기를 위한 보전처

분이기 때문이죠. 이전등기가 안 되므로 가처분도 안 되는 겁니다.

대금청구

계약이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청구도 당연히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1. 보통의 무효: 원래 무효 계약에서는, 서로 이행한 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야 합니다.

2. 유동적 무효: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지 않습니다.

3. 확정적 무효: 만약 무효가 확정되면, 일반원칙대로 당연히 부당이득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효과

계약이 무효이므로, 불이행할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1.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

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판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

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2043 판결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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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제도 불가능합니다.

협력의무 문제

협력의무의 존재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해당합니다. 민사법 입문 제7강: 채권의 효력 PART 1 (이

행의 강제) 중 "여러 가지 집행방법"을 참조하세요.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협력의무 불이행의 효과

1.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은 최고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

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

다. 그러]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

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

는 적법하고, 청구도 이유 있다.]

제389조(강제이행)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에서] <생략>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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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금 문제

계약금 계약 자체의 효력

1. 비록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라도,

2. 계약금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금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1. 원칙: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2. 확정적 무효: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입니다.

해약금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2. 그 경우, 해약금해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한도 

내에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까지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동적 무

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에 매수인은 이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

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

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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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변경

확정적 무효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변경됩니다.

1. 불허가된 때

2. 쌍방 이행거절

3. 이행불능 등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

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생략>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도]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계약 불허가 등

계약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

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

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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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유효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소급해 확정적 유효로 변경됩니다.

1. 허가

2.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

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생

략> 취지는 <생략>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 [등]<생략>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계약 허가 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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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례
Final Exercise

천 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훌륭한 기술로 나타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 Alfred Nobel

사실관계

1. 1980.경 신군부가 집권한 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A는 비리혐의로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2. A는 수사기관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원하지 않았지만 재산을 국가에 헌

납했습니다.

3. 그 후 1992.경 A는 국가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문제점

1.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무효

2. 법률행위에 붙은 사정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 무효

3.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 동기가 표시된 경우 무효

이 사건의 경우

1.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2. 법률행위에 붙은 사정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3. 표시한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그 성립의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

을 뿐이[다.]

그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다.]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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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의사무능력?

문제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 원래 유동적 유효입니다.

2.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연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이기 위한 요건

이 사건의 경우

1. 강박 자체는 있습니다.

2. 그러나 의사무능력 상태로 될 정도는 아닙니다.

소결

1.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 강박을 논할 수는 있을 겁니다.

2. 그러나 의사표시가 강박으로 당연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흠결 내지는 하자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

원고[A]가 피고[대한민국] 산하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 등에 의하여 <

생략> 강박을 받은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

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것은] 원고[A]가 위 수사관 등의 계속적인 재산헌납 강요에도 당시 원고[A]의 

부인 소외 김계원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이를 거절하기

도 하였다가 위 김계원의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을 증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강박으로 인하여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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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이 사건의 경우

소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제점

본심이 증여를 하려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1. 그것이 만약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가정하면 원칙은 유효하나,

2. 일정 요건 하에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

이 사건의 경우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

을 잃을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

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

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

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략> 원고[A]의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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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증여는 진의입니다.

2.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점

1. 강박에는 해당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이 사건의 경우

결론

법적으로는, A의 반환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원고[A]가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

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한 1981. 1. 21. 이후로 [보아야 한다.] 비상계

엄이 해제된 때로부터 보아도 원고[A]의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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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등장인물 A, B, C 등이 당연히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정신이상자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

의 법률관계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비슷한 규율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상을 실제 법률

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권리나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사람과 법인

Natural Person & Juridical Person

제12강

Michelangelo Buonarroti

La Creación de Adán (Creation of Adam), c. 1511

Fresco, 480.1 × 230.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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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능력
Capacity in Civil Law

완전하게 건강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Søren Kierkegaard

 

권리능력

개념

1. 권리능력(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입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면 당연히 의무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권리를 가

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입니다. 법인격(legal personality)

이라고도 합니다.

2. 권리능력 있는 존재를 인(legal person)이라 부릅니다. 

적용대상

인(person)은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자연인(natural person): 가령, 이웃집 김 씨

2. 법인(juridical person): 가령, OO주식회사

오직 자연인, 법인만이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동물

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3. 

권리능력 없을 존재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와 내가 서로 음식을 바꾸기로 약속했고, 침팬지가 그 의미를 이

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생략>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자연인

법인

인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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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개념

1. 의사능력(mental capacity)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판

단능력입니다. 

2. 의사능력 있는 사람을 의사능력자, 의사능력 없는 사람을 의사무능력자

(lack of mental capacity)라 합니다.

적용대상

1. 자연인에서만 문제됩니다.

2. 법인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미친 법인은 없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심각하게 미친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당연합니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근거가 의사(intent)인

데, 의사무능력자는 애당초 그 의사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행위능력

개념

1. 행위능력(capacity to act)이란, 혼자서 완전히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입니다. 짧게 '능력'이라고만 하면, 행위능력을 말합니다.

2.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limited capacity)라고 합니다.

적용대상

1. 자연인만 문제됩니다.

2. 법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보호자를 둔 법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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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minor): 19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incompentent):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

로 결여

3. 피한정후견인(quasi-incompetent):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4. 피특정후견인(temporary-incompetent):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

정 후원 필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 고등학생이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도, 일

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나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지

 

책임능력

개념

1. 책임능력(capacity in tort)이란,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 책임능력이 있는 존재를 책임능력자, 책임능력 없는 존재를 책임무능력자라

고 합니다.

민사법 입문: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중 "불법행위의 성립" 부분을 참조하세요.

적용대상

1. 자연인에서는 당연히 문제됩니다.

2. 법인도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책임능력 문제는 아닙니다. 차차 보

겠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제한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

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능력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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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1.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행위 책임을 지는지와는 별개입니

다. 즉, 책임능력은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과 다른 개념입니다.

2. 감독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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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Natural Person'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법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사 그 자체이다. - Friedrich Carl von Savigny

 

머리에

1.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거지도, 부자

도, 신생아도, 노인도, 모범 시민도, 범죄자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2. 그런데 "생존한 동안"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네요. 시작과 끝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까요?

시기: 출생(전부노출)

권리능력의 시기(starting time)는 출생시입니다. 

출생의 의미

출생이란, 모체로부터 신체 전부가 나온 때를 의미합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1. 원칙: 그 결과 태아(fetus)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태아 때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확정

출생이 어느 한순간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일련의 생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단계를 출생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

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를 정하는 것인 이상, 생리적인 현상을 의

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 취지에 따라 법적 관점에

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 취득시기가 무엇보다도 명확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법적 이념을 추

구하는 세계 각국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①] 독일이나 스위스에

서는 '출생의 완료'로서 사람의 권리능력이 시작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 

밖에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그 망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나 실

무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전부노출설이 비교적 명확하게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있

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략>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도 사람의 출생시기

를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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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이러한 예외규정도 어디까지나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사산한 이상 태아는 출생한 걸로 보지 않으므로, 권리능력

도 없습니다.
 

형법에서의 취급

참고로 민법과 형법에서의 '사람'은 다릅니다.

1. 방금 본 것처럼 민법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형법에서는 태아 중에서도 분만 중인 태아는 사람으로 봅니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S]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F]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S]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S는] 

부[F]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

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

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대상]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

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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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종기: 사망(심장사)

권리능력의 종기(ending time)는 사망시입니다. 

사망의 의미

사망이란, 일반적으로 심장사(cardiac death)를 의미합니다. 심장사란, 결국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뇌사자의 권리능력

그 결과 뇌사자(brain death)는 여전히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살아 있는 한, 

즉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한, 법적으로는 아직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뇌사란, 사고를 당해 뇌줄기(brainstem)를 포함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줄기는 호흡, 소화, 순환, 혈압 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

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므로, 심장 박동 이외에는 인간의 모든 기능도 정지됩니다.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심장사로 이어지고, 회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2. 참고로, 뇌사와 식물인간(persistent vegetative state)은 다릅니다. 식물인간

이란, 사고를 당해 대뇌(cerebrum) 부위만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대뇌는 자극에 대한 반응, 의식 등을 담당할 뿐이므로, 뇌줄기가 작동하

는 이상 생명유지가 가능합니다. 의학적 조치를 받으며 장기간(길게는 10년 이

상)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의식을 회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취급

1. 참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자를 특별히 취급하여, 엄격한 요건 하

에 장기등의 적출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망시점을 뇌사시로 보는 건 아닙니다. 심장이 살아 있는 

한, 이 법에서도 여전히 "사람"에는 해당합니다.

민법 형법

분만 전 태아? 물건 물건

분만 중 태아? 물건 사람

분만 후 신생아? 사람 사람

일반인? 사람 사람

근거 전부노출설 분만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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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결론

어떤 사람이든,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 동안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1.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부터

2. 호흡과 맥박이 멈출 때까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

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

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법, 형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반인? 사람 살아 있는 사람

식물인간? 사람 살아 있는 사람

뇌사? 사람 뇌사자

심장사? 물건 사망한 자

근거 심장사설 정의(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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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의사능력
Natural Person's Mental Capacity

인생은 다음 두 가지로 성립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

 

머리에

1. 사람은, 의사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

사례

의사능력 없을 때의 효과

의사능력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

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

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 2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미 정신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05. 10.경 실시된 위 피고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위 피고의 지능지수는 58에 불과하

고,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이름 및 주소 외에는 불가능하며,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고, 간단한 계산능력이나 단순한 주의력도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

해력 및 상황의 파악능력도 손상되어 있어,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

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피고가]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

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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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 없습니다.

2. 제3자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무효입니다.

신의칙과의 관계

1. 의사능력 없는 자가 자기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2. 의사능력 없는 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

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

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

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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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행위능력
Natural Person's Capacity to Act

자유를 누리는 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 Immanuel Kant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개념

민사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입니다.

행위능력의 제한

1.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보통은 부모입니다.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을 했다면, 그 법률행위(

계약)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생략>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생략>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권리능력O
행위능력X

권리능력O
행위능력O

0세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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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부모)이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입니다. 즉, 유동적 유효입니다. 

3. 그러나 취소되면 계약당시인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즉, 소급효가 있습니다. 

 

예외 

이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동

의가 필요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냥 쓱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1. 불이익이 없는 경우

 

2.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 <

생략>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계약

유동적 유효

계약 취소

확정적 무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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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에 관하여

4. 대리행위: 어차피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미

성년자가 불이익 볼 게 없습니다.

 

5.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가 있기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때보다 불이익해질 건 없기 때문입니다.

 

6. 임금 청구: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개념

1. 성년인데,

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3.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4. 후견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5.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린 대상입니다.

 

성년후견인의 개념

쉽게 말해, 피성년후견인을 후견하는 사람(또는 법인)입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

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생략> [또는] 그

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

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

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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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의 제한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피성년후견

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다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계약)를 했다면, 그 법률행위(계약)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취소할 수

도 있습니다.

 

2.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계약을 해도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입니다. 즉, 유동적 유효입니다.

3. 그러나 취소되면 계약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즉, 소급효가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한정후견인의 개념

1. 성년인데,

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3. 부족하여

4. 후견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5.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내린 대상입니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등], <생략>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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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개념

쉽게 말해, 피한정후견인을 후견하는 사람입니다.

행위능력의 제한

1. 피한정후견인이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동의

가 필요하다고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자와 다릅니다.

동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예외에 해당하는데도, 동의 없이 피한

정후견인이 법률행위(계약)을 했다면, 그 법률행위(계약)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

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

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생략>을 준용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

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

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

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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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취소할 수

도 있습니다.

 

2.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계약을 해도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입니다. 즉, 유동적 유효입니다.

3. 그러나 취소되면 계약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즉, 소급효가 있습니다.

참고: 피특정후견인 제도

피특정후견인의 개념

1. 성년인데,

2. 정신적 제약으로

3.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4. 후견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5.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내린 대상입니다.

특정후견인의 개념

쉽게 말해, 피특정후견인을 후견하는 사람입니다. 특정후견인을 꼭 둘 필요는 없

습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 

등], <생략>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

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

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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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의 제한?

1. 피특정후견인이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특

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자, 피한정후견자와 다릅니다.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유효한 것은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소 대상도 아닙니다.

결론

행위능력

(상대적으로)
사유 법률행위

동의 없는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 크게 제한 지속적 결여 무조건 금지

유동적 유효

(취소 가능)미성년자 다소 제한 19세 미만 동의 있어야 허용

피한정후견인 조금 제한 부족
동의 있어야 허용

무조건 허용 확정적 유효

(취소 불가능)피특정후견인 제한 없음 일시/특정적 무조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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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Revocation of Limited Capacity's Act

존재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에 대한 가능성을 알려 오고, 

이와 같은 가능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자신을 알려 오는 것이다. 

- Martin Heidegger

 

머리에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약(법률행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

지 않았다면, 유동적 유효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면 상대방

이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2. 상대방 보호 수단은 무엇인지,

3. 취소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어떤지 등이 문제됩니다.

신의칙 문제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

닙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제한능력자] 제도의 <생략>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

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

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

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

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

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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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호

보호의 필요성

1. 이상 본 것과 같이 제한능력자 측에서 거래

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2.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 이걸 빨리 해소해야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상식에 비추어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확답을 촉구(pe-

remptory notice)하는 겁니다. 그 결과 추인으로 간주하게 되거나, 또는 취소로 

간주하게 됩니다.

1. 추인 간주  

2. 취소 간주

법정대리인

의사표시자

확답촉구

상대방

법정대리인

의사표시자

확답촉구

상대방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

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

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

의사표시자상대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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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과 거절권

이번에는 상대방이 "그냥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철회(withdrawal) 또

는 거절(refusal)하는 겁니다.

1. 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2.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3.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로 되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은 철회, 거절할 수 있

습니다. 능력자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 제한능력자가 속임수(deception)를 쓴 경우, 취소가 제한됩니다.

 

2. 여기서의 속임수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의미합니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

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

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

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

우에도 제1항과 같다.

법정대리인

의사표시자상대방

철회 or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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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 

1. 만약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합시

다. 그러면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행할 게 없습니다. 쉽게 말

해, 인사하고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2. 만약 계약에 따라 이행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합시다. 매도

인이든 매수인이든 간에, 서로 받은 것(돈, 물건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

으로 자기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당이

득반환(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입니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일반 부당이득 반환 규정의 문제점

1. 원래 일반적인 반환범위는 부당이득법 규정

이 있습니다.

2.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 반환 및 손해배상이라

는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3. 이것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거짓

말]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

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

증책임이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O

급부의무X

이미 급부한 것

아직 급부하지 않은 것

계약
무효

A B

반환해야

계약
(취소됨)

무언가

이 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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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규정

1. 따라서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 보호 차원에서 

반환범위를 제한했습니다.

2. 즉,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는 악의라도 이자 반

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받았던 

것 중 남은 만큼(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

1. 그런데 취득했던 게 만약 금전상

(monetary) 이득이라면, 그 이득이 

현존(existing)한다고 추정합니다.

2. 설령 그 돈을 생활비로 소비했더라도, 대신 그만큼 다른 무언가의 지출을 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결과 대부분 법적으로는 이득이 전부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

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

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

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

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전상 이득 현존 추정

A B

반환해야
현존이익

계약
(취소됨)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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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문제 사안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물건은 

모두 소비되고 없다고 합시다. 그 후 신용카드 계

약만 취소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가 뭔가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2. 있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얻었던 이득

신용카드 계약으로 미성년자가 얻은 건 무엇일까요?

1. 물품(goods)과 용역(service) 자체가 아닙니다.

 

2. 신용카드 계약으로 미성년자가 얻은 건, 물품 및 용역 대금채무의 면제

(waiver of monetary obligation)라는 이익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취소의 효과 

1. 신용카드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는, 신용카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에는, "채무면제"라는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근거)이 

있었습니다.

2. 그러다가 신용카드 계약이 취소되면서, 미성년자로서는 채무면제라는 이익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재산상 이익

을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부당이득

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들은 신용카드발행인인 [카드회사]들이 가맹점에 대신 지급하였던 물품, 용역

대금채무를 면제받았[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

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매매계약
(유효)

신용카드
계약

(취소됨)

가맹점

회원카드
회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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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여기서 미성년자가 얻었던 이익은 물품 등 자체가 아니라 채무면제의 이익이

므로, 금전상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현존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2. 설령 물품 등 자체가 모두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익은 현존한다

는 거죠.

3.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는 면제받은 대금채무액만큼을 카드회사에 돌려줘야 합

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생략>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

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

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미성년자]은 자

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미성년자]들은 <생략> [카드회사]들에게 위 

물품, 용역대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
회사

회원

반환해야
현존이익

"채무면제"

신용카드계약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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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Effect of Lack of Mental Capacity's Act

쉽게 믿는 것은 어른에게는 약점, 아이에게는 힘이다. - Charles Lamb

 

문제사안

부당이득의 성립

1. 우선, 의사무능력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대출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문제점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이다.]

대여

소비대차

계약

(무효)

금융
기관

소비
대주

제3자

A B

반환해야
현존이익

계약
(무효)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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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1.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규정을,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도 유추적용해

야 합니다.

 

2. 그 결과 설령 의사무능력자가 악의라도, 이자를 붙이거나 손해배상할 의무

가 없습니다.

 

현존이익의 판단

그렇다면, 사안에서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은 무엇인가요?

1. 대출받은 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의사무능력자는 자기로부터 그 돈을 빌린 제3자에게 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남아 있죠. 채권도 재

산이므로, 이 채권 자체가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입니다.

 

사안의 해결

1. 의사무능력자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금융기관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채권양도 방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생략>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

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

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

존[한다.]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

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금융
기관

소비
대주

반환해야
현존이익

"제3자에 대한 채권"

소비대차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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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도
Juridical Person

개념이란 인식할 수 있지만 볼 수 없다. - Plato

 

개념

법인

1. 자연인이 아닌데도, 법에 의해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존재를 법인(juridical person)이라 합니다.

2. 구성원(사원 등)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법인 자체가 권리

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3. 법인은 관념상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OO전자 주식회사 건물은 법인(회

사) 소유라거나 시설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법인(회사)인 건 아닙니다. 말

하자면, 법인의 질량은 0입니다.

사단

사단(association)이란, 쉽게 말해, 일정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사원)들 단체입

니다. 

1. 법인인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합니다.

2. 법인 아닌 사단을 비법인사단이라 합니다.

재단

재단(foundation)이란, 쉽게 말해, 일정한 목적

으로 모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1. 법인인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2. 법인 아닌 재단을 비법인재단이라 합니다.

정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이라 합니다.

법인

권리능력O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단 재단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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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탄생  

설립절차

설립절차(incorporation procedure)란, 

법인을 만들기 위해 조직하는 절차입니다.

성립

성립(establishment)이란, 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법인설립등

기를 한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립해야 비로소 '법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설립중법인

1. 설립중법인(incorporating association)이란, 설립절차에 진입한 후 성립하

기 전까지 상태의 사단입니다.

2. 아직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엄 히 말해 '법인'이 아닙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소멸

해산

해산(dissolution)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로 들어가는 것(approach)입니다.

설립준비 성립

설립절차

법인X 법인O

설립중법인 법인

청산종결해산

청산절차

법인X법인O

법인 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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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dure)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

지되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

지의 절차(process)입니다.

청산법인

1. 청산법인(juridical person in liqui-

dation)이란, 해산을 해서 청산이 진행 

중 상태의 법인입니다.

2. 청산 목적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고 있으

므로,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등기

개념

법인에 관한 등기(registration)입니다.

성립요건인 등기

법인은 설립등기(registration of incorporation)가 되어야 비로소 그 때 법인

격을 갖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성립요건(requirement of establishment)입니

다. 아무리 다른 요건을 다 구비했어도, 설립등기 없이는 아직 성립이 무효입니다.

 

대항요건인 등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는 대항요건(requirement for counteraction)입니다.

1. 즉, 어떤 사항을 꼭 등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유효합니다.

2.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걸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성립

법인X 법인O

설립중법인 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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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Classification of Juridical Person

분류는 과학성에 대한 보증이다. - François Gény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공법인(public juridicial person)은 공공목적을 위한 법인이라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사법인

사법인(private juridicial person)은 구성원을 위한 법인이라 설명합니다.

OO전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학회, 의료법인 XXXX,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등

구별의 어려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든 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둘 중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incorporatedassociation)이란, 

사단이 법인격을 받은 겁니다. 

OO전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학회 등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전통적인 것으로, "설립형식"을 강조하여 공법인은 공법상 설립

행위 또는 법률에 근거하고, 사법인은 설립계약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존립목적"을 강조하여 공법인은 국가적 목적 내지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반면, 사법인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복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간섭하고 활발

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은 기준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중간적 영역의 법인

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

재산

법인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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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이란, 재단이 법인격을 받은 겁니다.

의료법인 XXXX,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등

시설과 구별

1. 병원, 학교, 복지관 자체는 시설(facilities)에 불과합니다.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가령, 원고가 XXXX병원, @@@학교, &&&복지관으로 되면,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원고가 책상, 돌멩이, 건물이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 그 시설을 관리(management)하는 주체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

인이고, 소송에서도 법인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sharing)하는 것을, 영리(prof-

it-making)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생략>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

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위 학교 교장인 "김O석"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교장[김O석]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

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 등 소관사

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교장이 이러한 학사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곧 교장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자연인이므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피고로 삼아야 했다. 그렇지 못한 이 사건 소는] 각하<

생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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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영리법인(profit-making corporation)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1. 회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주식회사는 

주주배당을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입니다.

2. 영리법인은 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조

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단법인은 구

성원이 없어 구조적으로 배당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OO전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이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1. 가령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회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입니다.

2.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학회, 의료법인 XXXX,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등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

1. 비영리법인도 수익(earnings)을 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

인 XXXX도 XX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 수익을 누군가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인 스스로 쌓아

둡니다. 그래서 비영리(non-profit)라는 겁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

인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

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 수익

사원

사원사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배당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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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른 규율

영리법인

1. 영리 사단법인은 어쨌든 상법을 적용합니다. 즉, 회사는 민법 말고 상법을 적용합니다.

2. 영리 재단법인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결국 오직 비영리법인에만 민법을 적용합니다.

1.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법인(corpor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중요한데, 이건 따

로 자세히 법률이 있습니다.

2.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때는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결

1. 민법 규정 중 법인 부분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2. 개별 법령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② 전항의 사단법인[영리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상법]에서 "회사[상사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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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Organ of Juridical Person

하늘에는 입이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 《헤이케 이야기》

개념

1. 법인은 관념상의 존재이므로,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행위를 통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organ)이 필요합니다.

2. 자연인이 기관일 수도 있고(가령 대표이사)

3. 자연인의 모임이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가령 이사회).

대표기관

개념

대표기관(representative organ)

이란,

1.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

(representation)하고, 

2. 내부적으로는 법인 업무를 집

행(execution)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자라고도 부릅니다.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필수기관?

필수기관입니다. 없으면, 법인이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설기관?

상설기관입니다.

사례

1.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director)입니다.

2. 재단법인의 대표기관도 이사(director)입니다.

3.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청산인(liquidator)입니다.

대표자

법인 상대방
계약체결

내부적으로
업무집행

외부적으로
대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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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론, 개별 법령에 따라, 이사장, 조합장 등 장(cheif)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참고로,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일반)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이사회

개념

이사회(board of directors)란,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 의

결기관입니다. 

필수기관?

1.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는 없어도 됩니다. 즉,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이사는 대표기관이기도 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2. 물론, 개별 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필수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 수 있다"

가 아니라, "둔다"고 명시한 경우입니다.

3. 참고로, 주식회사도 이사회가 필수기관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기관

이 아니고, 다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설기관?

어쨌든 이사회를 둔 경우라면, 상설기관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

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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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개념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사(audit 

and inspection)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필수기관?

1.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2. 예외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중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3. 참고로, 주식회사도 감사가 필수기관입니다.

상설기관?

상설기관입니다.

총회

개념

총회(general meeting)란,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한 의결기관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필수기관?

필수기관입니다.

상설기관?

그러나 상설기관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총회가 

열릴 때만 활동합니다.

사례

1.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general meeting of members)라고 합니다. 

2. 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념이 없습니다.

3.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라

고 합니다.

4. 참고로,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사원

사원

사원

사원사원

사원

사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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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
Juridical Person'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형식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 미야모토 무사시

개념

1. 법인이 어느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긍정

할 경우 '법인에게 권리의무가 귀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 법인에게 "계약책임(법률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기본 대

전제입니다.

사례

1. A법인의 정관에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2. 그런데 A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B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3. 그러면 위 금전소비대차는 A법인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4. A법인에게 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

의의

어떤 법률이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해산한 법인, 즉 청산절차 중인 법인은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

1. 물론,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2.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인

법 률

정관목적
제한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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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

의의

정관에 기재한 법인의 목적이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1. 목적 범위를 매우 넓게 봅니다.

2. 그리고 추상적으로 판단합니다.

소결

실무상 웬만해서는 법인의 목적 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에 의해 

실제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생략>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

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일

정한] 변제약정은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

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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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Judical Person's Capacity in Tort

법인의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단체가 법질서에 의해 인정받은 능력이다. - Otto von Gierke

개념

1. 법인 자체가 어느 범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때 법인의 책임을 '법인 불법행위책임'이라 부릅니다.

2.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기본 대전제입니다. 

사례

1. A법인의 대표자 K가 B를 폭

행했습니다.

2. 그런데 경위를 보니, K는 토요

일에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B와 시비가 붙어 그 자리에서 

B를 때린 겁니다. 직무와 무관

한 일이었습니다.

3. 그러면 위 불법행위는 A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밖의 행위입니다. 

4. A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립요건

대표자의 행위일 것

대표자(representative)의 행위여

야 합니다. 대표자(대표기관)가 아

닌 L의 행위로는, 위 조항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대표자 K

A 법인

L

피해자 B 

가해행위

법인불법행위책임 X

대표자 K

A 법인 피해자 B 

가해행위

직무
관련성

법인불법행위책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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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라도 예외적으로 대표권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여기서 대표자(대표기관)인지 여부는, 실질적(substantial)으로 해석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

직무관련성(duty relations)이 있어야 합니다.

1. 여기에도 겉보기이론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 범위를 넓게 봅

니다. 실제로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겉보기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 걸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학교

법인의 이사와 같이]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

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 <생략>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

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

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

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

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

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

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표자 K

A 법인 피해자 B

법인불법행위책임 O

직무
관련성X

가해행위

겉보기:
직무관련성 o



196 제12강 사람과 법인

2.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합니다.

3. 상대방이 경과실이라면 어떨까요? 중과실 경우와는 달리, 직무관련성을 여전히 인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될 수는 있습니다.

대표자 행위가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것

효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

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

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

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

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

에 있어 <생략>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대표자 K

A 법인 피해자 B

법인불법행위책임 X

직무
관련성X

겉보기:
직무관련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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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표자 자신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대표자 아닌 사원의 연대책임

대표자 아닌 사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생략>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원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

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

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때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

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의결에 참여한 법인의 기관이 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의 집행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지 여부, 그 사원이 의

결과정에서 대표자의 불법적인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의결이 대표자의 업무 집행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력의 정도, 침해되는 권리의 내

용, 의결 내용, 의결행위의 태양을 비롯한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인 내

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

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대표자 K

A 법인 피해자 B

법인불법행위책임 O

일반불법행위책임 O

직무
관련성O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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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문제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관계는 어떨까요? 회사이므로, 상법 규정을 봐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책임을 '회사불법행위책임'이라 합니다.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일단 대표이사 개인은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주식회사 자체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주식회

사의]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표이사

주식회사 피해자

회사불법행위책임 O

일반불법행위책임 O

업무
관련성O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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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직무관련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겉보기이론에 따릅니다.

3. 따라서, 상대방(피해자)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업무관련성을 부정합니다.

소결

1. 민법 제35조의 법인불법행위책임이든,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회사불법행위책임이든,

모두 넓은 의미의 '법인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합니다. 대표기관(representative) 행위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단지 법률조항만 달리합니다.

대표자 아닌 사원의 행위 경우

문제점

만약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원이 대표자가 아니라서, 법인이 위 불법행위책임을 지

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인은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원의 불법행위책임

일단 해당 사원은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5. 3. 3. 선고 2003다67007 판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210조에 정하여진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

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

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

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3. 3. 선고 2003다67007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

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200 제12강 사람과 법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한편, 사원은 법인의 피용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법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

서는, 직무관련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2. 마찬가지로, 겉보기이론에 따릅니다.

3. 따라서, 상대방(피해자)이 악의 또는 중

과실이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합니다.

민법 제35조와는 무관하고, 민법 제756

조 해석 문제입니다. 자세히는 민사법 입

문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중 "사

용자 책임" 부분을 참조하세요.

주의사항

대표기관(대표자)의 불법행위에는 사용자 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결

1. 법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은 대표

기관(representative) 행위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은 피용자(employee) 행위로 사용자로서 법인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질이 다릅니다. 단지 법률조항만 달리 하는 정도를 넘어, 본질과 근거가 다릅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대법원 2005. 3. 3. 선고 2003다67007 판결

주식회사인 원고 금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

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

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은 서로 법률상의 근거를 달리[한다.]

일반 사원

법인 피해자

가해행위

일반 불법행위 책임 O

법인 불법행위 책임 X

사용자 책임 O

피용자O 대표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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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행위자의 책임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책임

일정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1. 행위자가 대표자였으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2. 행위자가 대표자가 아닌 일반 사원이었다면,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책임 법인불법행위책임 회사불법행위책임

규정 민법 제756조 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률상 근거 사용자책임 법인불법행위책임

행위자 피용자 (대표자 아닌 자) 대표자 (이사) 대표자 (대표이사)

요건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겉보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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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책임 회피
Incorporated Association'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법은 정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현실을 위해 행해진다. 

- Rene Demogue

머리에

대표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법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

니다. 법인이 이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까요?

개념

권리능력을 벗어난 행위

1.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보았습니다. 법인의 계약책임을 묻기 위한 대전제

(major premise)입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의 설립목적(purpose of establishment)이 구성원만

의 채무를 보증하는 걸로 정관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

표자가 법인 명의로 구성원 아닌 사람의 1억 원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이

것은 대전제로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1. 강행규정 위반이란, 실정법상(positive law) 금지된 행위입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

쳐야 한다는 법률 규정(law)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표자가 그런 절차 없

이 법인 명의로 1억 보증을 섰습니다. 이것은 실정법상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월권행위

1. 월권행위란, 형식적으로(formally) 대표권 범위 밖

에 있는 행위입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하

려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 규정

(articles of association)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런데 대표자가 그런 절차 없이 법인 명의로 1억 보

증을 섰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월권행위입니다.

월권

대표권

대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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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1. 남용행위란, 형식적으로는 대표권 범위 내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substantially) 사리를 도모하려는 행

위입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self-in-

terest) 1억 원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당시 보증이 필요해, 법인 명의로 그 보증

을 섰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지켰다고 합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용행위입니다.

검토 순서

1. 대전제로, 권리능력 내에 있는지? 법인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2. 실정법상, 강행규정 위반은 아닌지?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형식적으로, 월권행위가 아닌지? 대표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일정 요건 하에 무효입니다.

4. 실질적으로, 남용행위가 아닌지? 사리를 도모한 행위는 일정 요건 하에 무

효입니다.

권리능력 검토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남용

대표권

대표행위

권리능력 범위
여부

유효한
대표행위인가?

무효 무효 무효
(무권대표)

무효

유효한
대표행위!

강행규정
위반 관련

월권 여부

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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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위반 검토

문제점

개별 법령에서 "어떤 행위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강행규정의 종류

1. 문제의 법률규정이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효력규

정이라 합니다.

2. 문제의 법률규정이 법률행위를 무효로까지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라 합니다.

소결

1.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인 경우, 법인은 계약책임

을 회피합니다.

2. 강행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강행규정이 단속규정이라면, 법인은 계약책임

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801 판결

건설공제조합은 [명칭은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동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

[구성원]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과 공사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및 그 주요건설기자재의 공급대행이나 그 알선에 관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합의 전북출장소장이 비조합원[구성원 아닌 자]의 

대금행위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를 이탈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생략>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략>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생략>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205제12강 사람과 법인

3.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권행위 검토

문제의 핵심

1. 원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의 대표권은 법인의 모든 사무를 아우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정관 등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가

령 "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3. 월권이란, 대표자가 이러한 대표권 제한을 무시하고 거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월권행위 검토는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모른 채, 대표자가 당연히 권한 내 행

위를 했을 것으로 믿고 거래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권 제한의 유효요건: 정관 기재

대표권 제한("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은 정관에 올

려야 합니다. 정관 기재는 대표권 제한의 유효요건(requisites for validity)입니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대표권
제한

기존
대표권

제한된
대표권

대표행위

제한된
대표권

기존
대표권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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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대표권 제한 내용이 정관에 쓰여 있으면, 대표권을 제한한 건 유효합니

다. 즉, 월권행위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자의 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대표권 제한 내용이 정관에 쓰여 있지 않으면, 대표권을 제한한 건 무

효입니다. 즉, 월권행위가 아닙니다. 대표자의 행위는 유효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등기

대표권 제한은 등기에도 올려야 합니다. 등기는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requi-

sites for counteraction)입니다. 유효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여부

를 불문하고 대표권 제한은 유효합니다.

1. 만약 대표권 제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으면,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상대

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월권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행위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계약책임을 회피합니다.

2. 만약 대표권 제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

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월권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행위가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합니다. 주의하세요.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재산의 처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

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함으]

로써만 가능[하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

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정관 기재

등기

유효 요건

대항요건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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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악의

회사 사안도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다만 상대방 보호 범위가 위와 다릅니다. 상

법 때문입니다.

1. 만약 상대방이 악의라면,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월권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의 행위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계약책임을 회피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선의라면,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월권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행위

가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회사 사안은,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는 비영리법인 사안과 다릅니다.

남용행위 검토

문제점

1. 대전제인 권리능력 일탈 문제도 없고,

2. 형식적인 월권행위 문제도 없다면,

3. 법인으로서는 마지막 책임 회피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

다. 그것이 바로 대표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남용행위

였다는 주장입니다.

해결방법

1. 원칙: 유효

제389조 (대표이사)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

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그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다시 말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

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대표권 남용

대표권

대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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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즉,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원칙대로 유효(?)

3. 예외: 상대방 악의면 무효(?) 즉, 선의기만 하면 원칙대로 유효(?)

이 부분은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론의 적용범위

비영리법인과 회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법인의 계약책임

대표자의 대표행위에도 불구하고,

1. 권리능력을 벗어나거나,

2. 월권행위라거나,

3. 남용행위라면,

어쨌든 법인이 계약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야 할 다른 법리들도 많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모두 이해해도 훌륭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그러면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이라도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면,

1. 불법행위능력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또는 업무관련성)이 없고,

2.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어쨌든 법인은 불법행위책임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

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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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Quasi-Incorporated Association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Aristotle

개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quasi-incorporated association)이란, 말 그대로, 사단 중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등으로도 부릅니다.

1. 실질적으로 사단입니다.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organ)에 의해 행해지고, 법

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합니다. 즉, 단일성이 큽니다.

2. 형식적으로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중, 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합

조합(union)이란, 여러 사람이 재산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만

든 단체입니다.

1. 실질적으로 사단이 아닙니다.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member) 전원에 의

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합니다. 즉, 개성이 큽니다.

2. 형식적으로도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격이 없습니다.

구별 기준

명칭에 '조합'이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조합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조합

은 조합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 중에서도 사단법인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

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10 제12강 사람과 법인

구체적인 판단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사례

권리능력

법인격이 없으므로, 이론상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도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범위에서 마치 권리능

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생략>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이 법의]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어떤 단체가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②]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③]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을 갖추고 있고, [④] 기

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⑤]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⑥]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

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

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대전충남△△△△△△시민연합, 전북△△△△△△시민연합은 활동의 내용면에서는 중

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

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ㆍ결산처

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다.] <생략> 비법인사단[이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생략> 채무부담행위[이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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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관련 규정을 유추합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도 불법행위능력이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겉보기이론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능력

소송상 당사자능력

1. 권리능력은 없지만,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있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등기능력

권리능력은 없지만, 등기법상 등기능력은 있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

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

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

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

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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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계

재산 소유 형태

1. 물건의 소유권은 사원들의 총유로 합니다.

2. 다른 권리는 사원들의 준총유로 합니다.

총유재산의 처분

1. 정관에서 정한 게 있다면, 정관에 따릅니다. 이건 대표권 제한과는 전혀 무관한 얘

깁니다. 말 그대로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정관에서 정한 게 없다면,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총유재산을 처

분할 수 있습니다.

3. 그 경우 만약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제275조 등]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

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교회]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생략>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생략>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고, <생략

> 그 교인총회의 결의로<생략>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생략>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생략>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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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관계

1. 정관에 정한 게 있다면, 정관에 따릅니다.

2. 없다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합니다. 이 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

정은 준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14 제12강 사람과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Quasi-Incorporated Association'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면 일반법칙화하고,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이면 일반법칙화하지 

말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인데도 일반법칙화하는 일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 묵자

머리에

대표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법인 아닌 사단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이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까요?

검토 순서

1. 실정법상, 강행규정 위반인지(그렇다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효력규

정인 강행규정 위반이라면, 무효입니다.

2. 물권법상, 총유물의 처분행위인지(그렇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정

관에 따로 정한 게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은 무효입니다.

3. 형식적으로, 월권행위가 아닌지? 대표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일정 요건 하에 무효입니다.

4. 실질적으로, 남용행위가 아닌지? 사리를 도모한 행위는 일정 요건 하에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관련

무효 무효 무효 무효
(무권대표)

유효한
대표행위!

유효한
대표행위인가?

총유물 처분
법리 관련

월권 여부

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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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위반 검토

1.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계약책임을 회피합니다.

2. 강행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강행규정이 단속규정이라면, 법인 아닌 사단은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유법리 검토

순서

1. 총유재산의 처분인가?

2. 총유재산 처분에 정관에 따로 정한 게 있는가?

3.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는가?

사례

총유재산 처분이 아니어서, 법인 아닌 사단이 계약책임을 진 사례입니다.

월권행위 검토

문제의 핵심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문제입니다.

대표권 제한의 유효요건: 정관 기재

비영리법인은 정관 기재가 유효요건이라 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생략>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대표권
제한기존

대표권 제한된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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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정관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해 그대로 보면 됩니다.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악의 또는 과실

1. 비영리법인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라 했습니다.

2.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대표권을 제한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월권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행위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

단은 계약책임을 회피합니다.

남용행위 검토

법인에서의 대표권남용이론과 같습니다.

1. 원칙: 유효

2. 예외: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대표권 남용

대표권

대표행위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생략> 규약은 <생략>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

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본다.]

비영리법인 비법인사단 회사

대표권 제한 유효요건 정관 기재

대표권 제한 대항요건 등기 (선악 불문) 악의 또는 과실 악의

정관 기재

악의·과실

유효 요건

대항요건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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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검토

법인 불법행위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유추합니다. 겉보기이론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책임

만약 대표자 아닌 자의 행위였다면, 사용자책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결론

법인 아닌 사단의 계약책임

대표자의 대표행위에도 불구하고,

1.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위반이라거나,

2. 총유재산 처분에 총회 결의가 없다거나,

3. 월권행위라거나,

4. 남용행위라면,

어쨌든 법인 아닌 사단이 계약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불법행위책임

그러면 상대방은 불법행위책임이라도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면,

1. 불법행위능력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2.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어쨌든 법인 아닌 사단은 불법행위책임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

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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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민법

[문 12. (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乙 비법인사단의 대표 丙과 X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공익사업을 수행해 오던 乙의 명성과 권위를 

믿고 매매대금을 완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

체를 교부하였다. 丙은 乙 명의로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과 동시에 丁으로부

터 乙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X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丙은 위 

차용금 3억 원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유용하였다. 乙의 정관에는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의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丙은 이

사회의 결의 없이 위 모든 거래를 수행하였다.

ㄱ. 丙의 대표권 제한의 사실을 甲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乙이 증명하면 甲과 乙 사

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ㄴ. 丁이 丙의 차용금 유용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乙과 丁 사이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丁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丁이 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과실없이 믿었다면, 丙의 대표권제한

을 甲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丁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ㄹ. 乙이 丙의 대표권 제한의 사실을 甲이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액은 甲의 과실만큼 상계된다.

ㅁ. 丁이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丙의 대표권 제한의 사실 또는 대표권의 남용

에 관하여 丁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乙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乙은 丁에게 금전소

비대차상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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