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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연구〉

2006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 **

1)2)尹 眞 秀
***

Ⅰ. 들어가는 말

한 해가 지난 다음 그 해에 있었던 요한 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돌이

켜 보는 것은 나름 로 뜻이 있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새삼 의미 있는 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

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선고된 법원 례  헌법재

소 례와, 그 기간 동안의 하 심 례 에서 민법에 련된 의미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주로 새로운 례에 하여 집 으로 검토하고, 종 의 례

가 있었으나 학설상 논란이 있었던 에 하여 례가 재확인한 것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러나 요한 례임에도 불구하고 락된 것이 없지 않

으리라 여겨진다. 필자가 요한 쟁 을 간과하 을 수도 있고,  선택에 있어

서 어느 정도는 필자의 주 이 작용하 다.

  * 이 글은 필자가 2007. 1. 15. 민사실무연구회와 1. 22. 대한민사법학회에서 발표한 내

용을 보완한 것이다. 민사실무연구회에서의 지정토론자였던 김인겸 부장판사, 전원열 

부장판사, 대한민사법학회에서의 지정토론자였던 전남대학교 김동호 교수, 기타 토론

에 참여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민사실무연구회와 대한민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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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團體法

1. 敎 의 分裂에 한 判例의 變更

2006년에 나온 례 가운데 교회의 분열에 하여 종래의 례를 변경한 [1] 

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원합의체 결(公 2006상, 851)은 뒤

에서 살펴볼 성 환에 한 례와 함께 근래 선고된 례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종래의 례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개

념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었을 경우 교회 건물을 비롯한 교회의 재산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 독립의 교회로서 각각 상 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한 사

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 의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방 교회의 다른 일방 교회에 한 명도청구를 받아들

이지 않고 있었고,1)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종  교회로부터 분열된 교

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교회

재산의 보존행 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

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

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 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시하거나,2) 상 결의 원

심 결과 같이 말소등기청구는 총유재산의 리행 로서 분열 당시 교인들의 결

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었

다.3) 나아가 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원합의체 결(公 1993, 712)

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종래의 례를 재확인하 다. 그러나  원합의체 결

에는, 교회가 분열되면 종 의 교회에 속한 재산은 분열 후의 두 개의 총유단체

인 각 교회의 공유로 되고 각 교회의 공유지분은 총유의 형태로 각 교회  그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 의견과,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

 

1) 大判 1988. 3. 22, 86다카1197(公 1988, 669); 1990. 12. 21, 90다카22056(公 1991, 
586) 등. 

 

2) 大判 1985. 2. 8, 84다카730(集 33권 1집 민45; 公 1985, 416). 같은 취지, 大判 1985. 
9. 10, 84다카1262(公 1985, 1323); 1987. 6. 30, 86마478(公 1987, 1512) 등 다수.

 

3) 大判 1990. 12. 7, 90다카23561(公 1991, 436); 1995. 2. 24, 94다21733(公 1995상, 
1430); 1995. 9. 5, 95다21303(公 1995하, 335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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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교단변경의 경우에는 해산의 경우에 하여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재 회원

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을 결의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반 의견이 있었다.4)

그런데 상 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교회의 분열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면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 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

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그리하여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

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 인 것이든 집단 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  

교회의 총유 재산의 리처분에 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나 그 재산에 

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

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  교회에서 집단 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

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  교회의 재산에 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고, 다만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 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이는 사단법인 정 변경에 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종래의 례를 변경하 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하여는, 교회의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하여는 사단법인의 

정 변경에 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 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용하여야 하므로 교회는 교회의 규약 등에 정

하여진 법한 소집 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하게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제1별개의견,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되 종  교회에 속한 권리

의무가 분열된 각 교회에 공유  형태로 분리하여 포 승계되고 각 교회의 공유

 

4) 종래 판례에 대한 소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閔裕淑, “교인들

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 법원 례해설 제60호(2006년 상반기), 
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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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비율은 분열 당시 분열된 각 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의 수에 의하여 결정

된다는 제2별개의견  종래의 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반 의견이 있었다. 총

유의 형태로 각 교회  그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

의견과,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면서 교단변경의 경우에는 해산의 경우에 하여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재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을 결의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반 의견이 있었다.

종래의 학설상으로는 법 으로 교회의 분열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

았던 것 같다.5) 그러나 분열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 의 례와 같이 분열될 

당시의 교회의 총유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고, 다수의 학설은 이러한 경우 교

회 재산은 분열된 두 개의 교회가 공유하고, 그 공유지분을 각 교회의 교인이 총

유로 소유한다고 본다(共有說).6) 

반면 법률 인 개념으로서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서는, 社團의 경우에 多數決은 그 존립 기반이 되는 법리로서 정 에 다른 규정

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인바,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사단의 목  내지 근본규칙에 배하여 단체의 질서를 괴한 소수

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하는 결과로 되며, 더 나아가 소수 의 분열을 조

장하는 결과로 된다고 한다.7) 이러한 부정설에서는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더라

도 교회재산은 종  교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교회에 교회재산을 귀속시키는 

 

5) 趙勇衍, “敎會의 分裂과 財産의 歸屬”, 民事判例硏究 VIII, 1986, 73면; 李學洙, “敎會의 

分裂 및 그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에 관하여 현재의 大法院 判例가 취하는 態度에 

대한 檢討”, 判例硏究 I, 釜山判例硏究會, 1990, 18면; 李伯圭, “寺刹의 實體와 宗團 變

更”, 民事判例硏究 XIX, 1997, 55-56면(寺刹의 分裂과 관련하여); 朴海成, “宗敎團體에 

대한 法的 規律”, 民事判例硏究 XIX, 1997, 619-620면; 朴駿緖 編/金容直, 註釋民法 總

則 (2), 2001, 132면 등. 다만 분열 개념을 인정하는 학설도, 판례와 같이 넓은 범위에

서 분열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려고 한다. 
즉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분열이 인정되는 것 외에,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헌법 및 다

수결원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교회재산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金曾漢, “敎會가 分裂할 경우의 敎會財産의 歸屬”, 서울 학교 법학 제1권 1호, 1959, 
210면; 趙勇衍(註5), 76면; 李學洙(註5), 38면 이하; 朴一煥, “敎會가 分裂된 경우의 財

産歸屬關係”, 법원 례해설 12호, 132-133면; 李伯圭(註5), 56면; 朴海成(註5), 620면; 
郭潤直 編/李東明, 民法注解 V, 1992, 661-662면; 金俊鎬, “敎會의 분열에 따른 敎會財

産의 歸屬”, 司法行政, 1993. 4, 76-77면 등.
 

7) 卞東杰, “敎會의 分裂과 敎會財産의 歸屬”, 李會昌華甲紀念 法과 正義, 1995, 481-482
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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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생각건  교회의 분열이라는 사회  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

다. 그러나 재의 례처럼 이를 법률 으로도 한 개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종래의 분열 부정설이 주장

하는 것처럼 법률 으로 교회의 분열을 시인하는 것은 교회의 경우에는 다수결

의 원리를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바람직

하지도 않다. 그리고 재의 례처럼 교회의 재산이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열된 교회가 다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실

으로 존재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 교회의 분열을 인정

하면서 종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두 개의 교회가 공유한다고 하는 견해는 다

수의견에 한 김 란 법 의 보충의견이 지 하는 것처럼, 이론  근거가 박

약할 뿐더러 실 으로도 분쟁해결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열 당시 교회의 재산은 종  교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교회에 귀속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상 결이 법 인 개념으로서 교회

의 분열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과 제1별개의견은 법  개념으로서의 교회 분열을 부정하

여야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일정한 의결 정족수를 갖추면 

교회의 종  소속 교단으로부터의 탈퇴나 교단 변경이 가능하다는 에는 의견

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하여, 다수의견과 

제1별개의견은 견해를 달리한다.

종래 이 문제에 하여는 별로 많은 논의가 없었으나, 다수의견과 같이 교단의 

변경은 정 의 필요  기재사항인 목 의 변경과 같이 보아 교인 2/3 이상의 찬

성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8)와, 교단탈퇴, 변경질의는 교회의 해산⋅소멸로 보

아 교인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9)  교단의 변경을 목 변경

으로 보고, 사단법인의 목 변경에는 독일 민법 제33조와 같이 사원 원의 동의

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10) 등이 있다.

그러나 교단의 변경을 목 의 변경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

 

8) 卞東杰(註7), 485면.
 

9) 李完根, “교회분열의 법률관계”, 閑道 鄭煥淡敎授 華甲紀念 民事法의 實踐的課題, 
2000, 428면.

10) 諸哲雄, “단체와 법인”, 지금 우리 민법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6, 77-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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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 의 변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상 사단법인의 목  변경의 경우에 

사원 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교단의 변경을 사단법인의 

해산과 같이 본다면 김 란 법 의 보충의견이 지 하는 것처럼 법률  효과

에 하여도 사단법인 해산에 한 민법 제80조 이하를 유추 용하여 청산 차

에 들어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고 종국 으로 종  교회의 실체를 소멸시켜야 할 

것이나,  별개의견도 이러한 결론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

라서 교단변경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정  변경에 하는 것으로 보아 교인11)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

2. 敎 의 共同議  決議가 節次上 瑕疵에도 불구하고 無效가 아니라

고 한 사례

[2] 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결(公 2006상, 404)에서는 교회

의 목사와 장로에 한 신임투표를 한 공동의회의 소집 차에 당회의 사  결

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의회의 불신임 결의가 무

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교회의 2001. 8. 5.자 

당회에서 그 해 안으로 임목사와 시무장로 원에 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자

는 결의가 원 일치로 이루어졌고, 그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정하기 하여 같

은 해 11. 4. 열린 당회에서 원고들은 같은 해 12. 30.에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

을 주장하고 다른 피고측 9명은 같은 해 11. 25.에 실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실시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게 된 , 같은 해 12. 16.에 같은 안건을 놓고 다시 

열린 당회에서는 원고들이 다시 입장을 바꾸어 같은 달 30일에 신임투표를 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데 반 함으로써 연내에 실시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의가 이

루어진 신임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역력히 내비친 , 신임투표를 실시할 

11) 여기서의 교인은 세례교인을 말한다.
12) 같은 취지, 閔裕淑(註4), 58면 이하. 이후의 판결로서 大決 2006. 6. 9, 2003마1321(公 

2006하, 1309)은 대상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았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의 

분열 문제에 관하여도 대상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

기로 결의하는 경우에도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

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

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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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는 2001. 12. 30.자 공동의회가 소집된 

것은 결국, 당 의 2001. 8. 5.자 당회 결의의 주된 취지에 부합되는 , 목사와 

시무장로들에 한 의 신임투표는, 원래 집사들이 세례교인 약 1,500명  951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실시를 당회에 청원한 것으로서 2001. 7. 2. 열린 諸職會

에서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그 결과 

개최된 2001. 12. 30.자 공동의회에서는 체 세례교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 는데, 개표 결과 원고들  가장 많은 표를 얻

은 원고 2조차도 297표만을 얻는 데 지나지 않는 등 압도 인 표차로 불신임된 

 등을 인정하 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

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 은 그 자율성이 

최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리는 지 에 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단하려면, 그  일반 인 종교단체 아닌 일

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

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하여 이를 그 로 둘 경우 히 정의 념에 반

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는 법률론을 시한 다음,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소집한 것으로서,13) 비록 그 소집 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있다 한들 그것이 

정의 념상 도 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한 하자로서 세례교인 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 차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하여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사법상의 단체 가운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반한 것을 이유

로 할 때에는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14), 총회의 소집 차 는 결의방법이 

법령 는 정 에 반하거나 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15)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 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13) 원심은 당회장인 목사가 위 공동의회 전에 이미 70세 정년을 맞이하였으므로 소집권

자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교회에 당회의 구성원들을 각 그 정년으로 정

하여진 연령에 도달한 해가 끝날 때까지 시무토록 하는 관습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14) 상법 제380조 참조.
15) 상법 제37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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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6)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단체에 하여는 이

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그 내용상 법령에 

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차상 법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17) 그러나 그 게 되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무효로 되는 범

가 무 넓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학설상으로는 이를 제한하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즉 결의의 

차상의 하자가 비교  경미하고 한 명백하지 않든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 인 경우에 따라 무효가 아니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18) 그런데 이 사건 결은 이처럼 공동의회가 당회의 법한 

소집 없이 소집된 경우에도 그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우

리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들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공동의회가 소집된 경 , 

그 공동의회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원의 결론은 수 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근거로서 종교의 자유를 들고 있는 은 다소 문제가 있

다.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의 경우에만 이처럼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를 

제한 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법상의 단체 

일반에 하여 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한다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의 재량에 의한 기각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79조의 이념을 일반 사법상 

단체에도 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9) 물론 경우에 따라 종교

16) 상법 제379조 참조.
17) 大判 1993. 10. 12, 92다50799(公 1993하, 3062)는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

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18) 高翔龍, 民法總則, 제3판, 2003, 232면. 같은 취지의 일본 문헌으로서 新版 注釋民法 

(2), 1991(平成 3), 413-414면(藤原弘道). 기타 유사한 취지의 문헌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朴二奎, “權限 없는 者가 召集한 總會의 效力”, 民事判例硏究 XXVII, 2005, 25면 참조.

19) 大判 2003. 9. 26, 2001다64479(公 2003하, 2056)는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

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

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

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

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朴二奎(註18)은 이러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하여 이 판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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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가, 일반 사법상 단체인가에 따라 심사 기 에 차이를 둘 수는 있겠으나, 

 결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하자는 종교단체 아닌 일반 사법상 단체의 경우에

도 무효사유로 보아서는 곤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 든 이러한 단체 총회 

결의의 하자 문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3. 宗中의 宗員에 한 懲戒處分이 宗員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 인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결(公 2006하, 1966)은 종 이 

종원들에 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데 하여, 종 의 성격과 법  성질에 비추어 종 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 인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처럼 장기간 동안 종 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들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 인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다.20)

이 결은 그 제로서 종 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 으로 하는 자연발생 인 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 이 규약이나 습에 따라 선출된 표자 등에 의하여 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 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

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종원의 자연발생설을 내세우고 있다. 종 의 유사 선례

로는 종 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연 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 으로 구성

되는 종족 단체인 종 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이나 징계처분은 

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 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 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결(集 31권 1집 민

46;公 1983, 485)을 들 수 있다.

20) 일부 종원들은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의 고령이어서 10년 내지 15년간 종원의 자격

을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생전에 종원 자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영

구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판시도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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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들이 제하고 있는 종 의 자연발생설21)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재검토를 요한다.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다고 한 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원합의체 결(公 2005하, 1326)도 이러한 종 의 자연발생

설을 그 로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22) 이러한 종 의 자연발생설은 일제 강 기

의 일본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방 후의 례가 이를 계속 유지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 이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조직행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부분은 종래부터 논란이 많았다. 일 기 金斗憲 박사는 종

은 공동선조의 제사에 의하여 맺어진 자손의 일단이므로 그것은 자연 이라 하

겠지만, 그 일단의 宗族의 意識으로써 구성되는 한, 그것은 한 人爲的이라고 

하 다.23) 이 문제를 실증 으로 연구한 학자는, 일정한 종족 계에 있는 종원들

이 아무런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공동재산을 운용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때 그 종원들의 ‘단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形容모순이

고, 종래에는 종 과 조직화된 宗契 는 宗約을 별개로 보았으나, 종 이란 부

계 연씨족을 집합 으로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고, 종계나 종회는 어떤 종 의 

조직성이 최고도로 발휘되어 단체성을 획득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종 이 아

닌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자연발생  조직체설을 비 한다.24)

私見으로도 이러한 당연가입론은 종 에 한 습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結社의 자유에는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  결사의 자유도 포함되므로,25) 종 의 경우라고 하여 공동

선조의 후손이면 그 의사에 계없이 당연히 종 원이 된다는 것은 소극  결사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종 원이 되기 하여는 그 종 원의 의사에 의한 

21) 이는 종원의 입장에서는 종원의 종중에의 當然加入論이 된다.
22) 다만 그 판결의 별개의견에서는 성년 남성은 종래 판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지만, 성년 여성의 경우에는 結使의 自由를 근거

로 하여 가입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3) 金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 1969, 91면.
24) 심희기, 한국법사연구, 1992, 340면 이하. 또한 鄭肯植, “宗中財産의 法的 問題”, 韓國

近代法史攷, 博英社, 2001, 282면 이하도 종중은 자연적 단체가 아니라 인위적인 단체

이며, 설사 종중이 자연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개인의 출생과 동시에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는 것이지, 그 자체로 종중이라는 단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타 자연발생적 단체설을 비판하는 문헌의 소개는 金載亨, “團
體로서의 宗中”,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4권, 2005, 353면 註 25) 참조.

25)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헌법재 소 례집 제8권 1집 377면) 등.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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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 종 이 자연발생 이라고 하

던 것은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구나 원하기만 하면 종 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지, 실제로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그 의사에 

계 없이 당연히 종 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 

종 원으로서의 활동은 일정한 날짜에 조상의 묘 앞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 주요한 행사 고, 실제로 그와 같이 제사에 참여하면 다른 가입 차 없이도 

종 원으로서 취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과거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구

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후손으로서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으며,  종 원이 되는데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차가 없었

기 때문에 후손이면 종 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종 원이 되어 활동하

는 것을 개념상 구별하지 못하여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그 의사에 계없이 당연

히 종 원이 된다고 하는 혼선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 이 근 법이 

계수되기 의 습법상의 단체라 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근

법의 개념이므로 가 종 의 구성원인가 하는 문제도 근 법 인 에서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하여는 설령 종 의 자연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행 가 있

어야만 종 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일단 종 이 성립하면 그때부터는 공동선조

의 후손은 당연히 종 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종원의 

종 에 한 의무는 도덕 ․윤리 인 성격이 강하여,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성년

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계없이 종 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원으로서 

종 의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이로써 종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되거나 법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종 의 구성을 법질서에 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26) 그러나 컨  

제사를 지낼 것인가 아닌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도 련이 있

는 문제로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아닌가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할 성질

의 것인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된 목 으

로 하는 종 에 당연히 가입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성년 남자

이건 여자이건 다를 바가 없다. 나아가 일단 종원이 된 경우에도 종 으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6) 위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고현철 대법관의 별

개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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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본다면 종원을 종 으로부터 제명하는 이른바 할종이라는 징

계처분이나 장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종 의 본질에 어 난

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구체 인 사안에서 

그러한 징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행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인가를 심리할 

수 있을 따름이다.

Ⅲ. 法律行爲

1. 共通의 錯誤와 補充的 解釋

[4] 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결(公 2007상, 24)은, 계약당사

자 방이 계약의 제나 기 가 되는 사항에 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

고 이로 인하여 그에 한 구체  약정을 하지 아니하 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 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

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른바 共通의 錯誤의 경우에 보충  해석

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 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유지 에 건물

을 신축하여 피고 한민국에 기부채납하는 신  지  건물에 한 사용

⋅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 고, 그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소

유권을 이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부채납 액으로 하고 지  건물의 사용료 합계가 기부채납액

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는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 상인 을 몰랐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원심 결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기부채납에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에 하여 원고와 피고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착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에 한 당사자의 진의를 추정하여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약정하 을 내용 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을 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건물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

세 부과 상이라는 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갔더라면 원고는 건물의 

감정가액인  802,559,990원의 10%에 해당하는  80,255,999원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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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차를 취하 을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한 착오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 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을 제로 계약

내용을 정하 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

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본세인 80,255,990원  그 지연손해

의 지 을 명하 다.

그러나 법원은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보충  해석이 가능하다는 일반론은 

시인하면서도, 그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

으리라고 단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 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 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 자가  규정을 근거로 공 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 인 거래 행이 확립

되어 있거나 기부채납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는 행이 있다고 단

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용될 구 국유재산법,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이란 공 가액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

한 액이어야 하고, 피고로서는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

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이러한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립한다. 국내의 많은 학설은, 민법 제109조는 당사자 일방만

의 착오를 제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공통으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하

지 않다고 하여 독일에서의 行爲基礎論(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를 

용하여야 한다고 한다.27) 반면 다른 설은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행 의 보충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8) 

27) 宋德洙, 民法注解 II, 1992, 524면 이하; 金相容, 民事判例評釋 (1), 1995, 28면 이하; 
李祥敏, “當事者 雙方의 錯誤”, 民事判例硏究 18, 1996, 62면 이하; 金曾漢⋅金學東, 民
法總則, 1994, 343-344면; 白泰昇, 民法總則, 改訂版, 2004, 420면; 姜台星, 新版 民法總

則, 2006, 564면 註 86) 등. 
28) 李英俊, 2002, 378-379면; 池元林, 註釋民法 總則 (2), 제3판, 2001, 736-738면; 명순구, 

民法總則, 2006, 424-425면 등.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대하여는 尹眞秀, “法律行爲

의 補充的 解釋에 관한 獨逸의 學說과 判例”, 재 자료 제59집, 1992, 114면 이하; 同,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比 私法 제12권 4호, 2005,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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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인 착오와 마찬가지로 보아 취

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29) 다른 한편 례는 이러한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취

소를 인정하는 외에 법률행 의 보충  해석도 허용하고 있다. 컨  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결(公 2005하, 1031)은 명확하게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법률행 의 보충  해석의 이론을 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일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같이 건물의 매매에 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으나 실제로는 건물에 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안에서, 매수

인이 매도인을 상 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

하 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매매 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

면 매도인과 매수인 방이 건물 의 1/11 해당액  실제로 과세 상이 되는 

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제될 것으로 상되는 액은 건물

의 공 가액인 매매 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와 세 계산서를 각 작성하 을 

것임을 히 추인할 수 있는바, 와 같은 경 로 환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신생명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실질 인 공평의 원칙이나 당사자에게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아니

한 상태에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

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 계 아래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한 계에

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환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하 다. 이 결은 당사자들이 건물에 하여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면제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건물

에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 을 어떻게 정하

을 것인가 하는 가정  의사를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는 에서 보충  

해석의 이론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30)

이하; 嚴東燮, “法律行爲의 補充的 解釋”, 茂巖李英俊博士華甲紀念論文集 韓國民法理論

의 發展, 1999, 100면 이하 등 참조.
29) 예컨대 大判 1989. 7. 25., 88다카9364(公 1989, 1284) 등. 상세한 것은 尹眞秀, “民法

上 錯誤規定의 立法論的 考察”, 心堂 宋相現敎授華甲紀念 二十一世紀 韓國民事法學의 

課題와 展望, 2002, 70면 이하 참조. 학설상으로도 쌍방동기의 착오를 일방의 착오와 

다르게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趙誠民, “雙方의 動機의 錯誤”, 試

硏究, 2003, 12, 23면, 26면 이하.
30) 大判 1994. 6. 10, 93다24810(公 1994하, 1920)도 유사한 사안에서 보충적 해석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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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결도 이러한 종래의 례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보충  

해석의 이론이 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 인 결론에 있어서는 당사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

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결을 기환송한 것이다. 근본 으로는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민법 제109조가  용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래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민법 제109조가 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근거는,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때에는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

는데,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뢰이익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하는 이었다. 그러나 우리 례는 착오취소의 경우에 취소자의 손해배상 책

임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31) 가령 매도인과 매수인이 진귀한 고려청자를 

시 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모조품으로 잘못 알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신 신뢰이익을 배상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32) 

그러나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무조건 계약의 취소만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즉 양 당사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체결

하 을 계약의 내용을 탐구하여, 그것이 확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

을 변경하는 것이 당사자 방에게 모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럽계약법원칙

(PECL) 제4:105조 (3)은, 양 당사자가 동일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법원은 어

느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착오가 없었더라면 합리 으로 합의되었을 바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33) 

그러므로 공통의 착오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의 취소를 문제삼기 이 에 그러

한 계약의 수정이 가능한가를 먼  탐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때 비로소 계

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결과에 있어서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註29), 64-65면 참조.

31) 大判 1997. 8. 22, 97다13023(公 1997하, 2800).
32) Medicus, Allgemeiner Teil des BGB, 8. Aufl., 2002, Rdnr. 778.; Peter Huber, 

Irrtumsanfechtung und Sachmängelhaftung, 2001, S. 13 등 참조. 독일 민법에서도 공통

의 착오의 경우에 성상의 착오에 관한 독일 민법 제119조 제2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하

여는 종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는 2002년 개정 독일 민법 제313조의 시행에 

의하여 결론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
33)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註29),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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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하여는 독일에서 주장되는 

행 기 론의 용과, 법률행 의 보충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이 주장되고 있는

데, 법률행 의 보충  해석이 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주  행 기 론은 아직 우리나

라의 례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인 반면, 보충  해석은 우리나라의 

례34)와 학설상 모두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기 를 둔다는 

면에서는 행 기 론보다는 더 사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破産管財人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단기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하여는 이미 

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결(公 2003하, 1581)이 이미 이를 정한 

바 있다. 이 결은 “ 산자가 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산재단을 구성

하고, 그 산재단을 리  처분할 권리는 산 재인에게 속하므로, 산 재

인은 산자의 포 승계인과 같은 지 를 가지게 되지만, 산이 선고되면 산

채권자는 산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산 재인

이 산채권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

를 행하므로, 산 재인은 산선고에 따라 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하

여 이해 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 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산자가 상

방과 통정한 허 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산선고에 따라 산

자와는 독립한 지 에서 산채권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직무를 행하

게 된 산 재인은 그 허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 계를 토 로 실질

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 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34) 大判(全) 1985. 4. 9, 84다카1131, 1132(集 33권 1집 민174; 公 1985,721)는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사람이 그 후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

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매도인이 취득하지도 않았던 법정

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법정지상권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결론

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의 개념에 의하여만 설명될 수 있다. 尹眞秀, “法定地上權 

成立後 建物을 取得한 者의 地位”,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5권, 1989, 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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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시하 다.35) 

이러한 례가 나온 후 하 심 례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 다. 그 하나는 

례와는 달리 산 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 재인을 제3자로 보되 그 선의 여부는 산 재인을 기 으로 하여 정하며, 

따라서 산 재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에 하여 허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5]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결(각공 

2006, 2099)이 이러한 하 심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결은 우선 산

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 그 이유로

는 산 재인을 통정허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계를 토 로 새로

이 거래 내지 법률행 에 나아간 이해 계인이라고 의제하기 어려운 , 산재

단에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 히 산자 본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

에 변동이 없는 , 산 재인이 산자 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소

송법상의 법기술 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산 재인의 제3자에 한 권리 

는 법률상의 지 가 산자의 그것을 과할 수 없는 , 산선고 에 산자

와 법률 계를 맺고 있던 제3자는 상 방의 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률 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강제당하는 반면, 산자는 당 에 산재단에 

속할 수 없던 재산이 산재단에 편입되어 기 하지 않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 산이 선고되면 결과 으로 산자의 재산은 압류된 것과 

유사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 산법 는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의 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효력에 불과하고, 이해

계인의 어떤 법률행 가 개입된 결과가 아니라는 을 감안할 때, 통정허 표시

의 법률 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산 재인의 지 를 일반

인 압류채권자와 지 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 산 재인을 통정허

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산 재인이 선임 당시 선⋅악의인

지 여부에 따라 통정허 표시의 무효 주장의 가부(可否)가 달라지는바, 산 재

인이 가 선임되는가에 따라 통정허 표시에 의한 가장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법  지 가 좌우되어 법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래되는  

등을 들었다. 그리고 설사 ‘ 산 재인의 제3자성’을 정한다고 보더라도, 산

재인 선임 시 을 기 으로 산 재인의 선⋅악의 여부를 단할 것인데 이 

사건의 산 재인인 보험공사는 산 재인으로 선임될 당시에 허 표시 

35) 같은 취지, 大判 2005. 5. 12, 2004다68366(公 2005상,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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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측의 통정허 표시 항변을 받아들 다.

그러나 [6] 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결(公 2006하, 2066)은 

“ 산 재인은 선임되어 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직무권한을 행사

하는바,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

고 한 것( 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결, 2005. 7. 22. 선고 2005다

4383 결 등 참조)은, 산 재인은 산채권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 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

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산 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 으로 할 수

는 없고, 총 산채권자를 기 으로 하여 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산 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시하여 산 재인이 산

선고 당시 문제의 출약정이 허 표시임을 알았다고 하여 산 재인에 한 

허 표시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결을 기하 다.

생각건  산 재인이 산채권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선량한 리

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다는 에서 산 재인의 제3자성을 정한다면, 

산 재인의 선의⋅악의 여부도 산 재인 개인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채권자 체를 기 으로 하는 것이 앞뒤의 일 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이 일본의 통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게 되면 산채권자  악의의 채권자

도 보호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본 인 문제는 과연 산 재인을 례상 통정허 표시에 있어

서 제3자의 단기 인, “허 표시의 당사자  포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계를 토 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

계를 갖게 된 자”36)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다.37) 이러한 에

서 본다면 통정허 표시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산 재인을 민

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의 산

재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산 재인이 되는 것이고, 그는 산자의 포

승계인과 같은 지 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가장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고 믿었기 때문에 산 재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 재인이 산

채권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

36) 大判 1982. 5. 25, 80다1403(公 1982, 594); 2000. 7. 6, 99다51258(公 2000하, 1861) 등.
37) 이하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民事裁判의 諸問

題 제15권, 2006, 156면 이하 및 그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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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그가 허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 계를 토 로 실질 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 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 으로 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산자의 채무자는 산자에 하여 주장

할 수 있었던 사유를 산 재인에 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산 재인이 실체법상 산자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이유가 없다. 다만 산자가 산채권자를 해하는 행 를 하 을 때에

는 산 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38)

다른 한편 목 물의 환가를 구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108조의 제3자

에 해당한다면, 산 재인의 지 는 산선고시의 압류채권자와 동일시된다는 

산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산 재인을 압류채권자와 같이 취 하여야 한다

는 주장도 있으나, 압류채권자는 허 표시에 의하여 특정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극 으로 이를 압류한 것인데 반하여, 산의 경우

에는 산채권자나 산 재인이 특정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인 것으로 믿은 것

은 아니고, 다만 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 체에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일 뿐이므로 산 재인을 압류의 경우와 동

일시할 수는 없다.39)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

38) In re Ostrom-Martin, Inc. 188 B.R. 245, 251 (Bkrtcy.C.D.Ill., 1995) 참조. 이 사건에서 

일리노이주 소재 연방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the 
trustee stands in the shoes of the debtor) 파산자 자신이 제기할 수 있었던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고, 파산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의 제한

을 받으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더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하

였다. 또한 In re Segerstrom, 247 F.3d 218, 224 (2001)도 참조할 것. 독일에서도 이전

의 판례는 파산관재인(Konkursverwalter)이 행사하는 파산자(Gemeinschuldner)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금하는 독일민법 제817조 제2문이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판례들은 그 근거로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파

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獨逸의 거의 모든 학설은 이 원칙은 급여자의 승계인이 아니라 급여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파산관재인에게는 더욱 적용되어야 하며, 파산채권자가 파산

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파산법상의 否認權(Konkursanfechtung)의 

制度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근래의 독일

의 판례(BGHZ 106,  169,  171 ff.)도 이러한 학설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파산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독일민법 제817조 제2문이 적용된다고 하여 종전의 판

례를 변경하였다. 尹眞秀(註37), 159-160면 참조.
39) 宋景鎬,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 있어 保護되는 第3者에 해당하는지 

與否”, 裁判과 判例 제13집, 2004, 269면 이하. 292면 이하는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실

체법상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다만 허위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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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명되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데 반하여, 산선고의 경우에

는 특정 재산이 허 표시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산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산선고의 효력 자체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산

재인을  조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통정허 표시의 당

사자는 상 방 당사자의 산 재인에 하여도 통정허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

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0)

3. 通情虛僞表示와 제3자 사이의 法律關係

[7] 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결(公 2006상, 592)은, 통정허

표시상의 채무자를 연 보증한 사람(당해 사건 피고)이 통정허 표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통정허 표시상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다음 그 구상채무를 연

보증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가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제로 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 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

증채무의 부를 이행하 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  채권에 한 연 보증인들에 하여도 그 

구상 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 하여 지 보증채무 부

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범  내에

서는 신의칙상 그 지 보증  지 으로 인한 구상  채권에 하여 연 보증인

에게 구상 을 청구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법률관계를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거래한 선의의 파산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파산

관재인을 제3자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자와 구별하

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또한 尹眞秀(註37), 162면 註 81)에 소개되어 

있는 이진만 부장판사의 주장도 참조.
40) 오스트리아 민법(ABGB) 제916조 제2항은 허위표시를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학설은 이 조항은 강제집행에도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채무

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파산관재

인(Masseverwalter)은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파산관

재인이 가장행위 또는 은닉행위의 어느 것을 원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재단에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다는 점이다. Schwimann/Binder, 
Praxiskommentar zum ABGB, 2. Aufl., 1997, §916 Rdnr.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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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은 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결(公 2000하, 1861)이 원심

결을 기환송한 데 따른 재상고심 결로서, 당해 사건의 피고가 민법 제108

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은  99다51258 결이 이미 시한 

바 있다. 이 에 하여는 민법 제108조 2항의 항불능은 가장행 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자와 법률행

를 한 경우, 무권리자 는 무권한자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 로써 목 한 법률효

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한 외로써 그 표 권리자 는 표 권

한자의 무효인 법률행 를 유효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여 

 사건의 피고와 같은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하는 반  견해가 

있다.41) 그러나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의미는 이른바 극  신뢰보호(positiver 

Vertrauensschutz)의 에서 악하여야 한다. 즉 실제와 다른 외 을 창출한 

자는 그러한 외 을 신뢰하고 어떠한 처분(Disposition)을 한 제3자에 하여는 

그러한 신뢰의 상인 법률 계가 실제로 존재한 것과 같은 치에 놓아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외 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그러한 외 을 

창출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에서는 당해 사건 피고를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는 데 별다른 문제 이 없다.42)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 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제3자와 

무효를 주장하는 제3자가 립하는 경우에 구를 어떤 기 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다. 이 에 하여 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결

(公 1996상, 1656)과  99다51258 결은 허 표시의 당사자  포 승계인 이

외의 자로서 허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계를 토 로 실질 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 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하여는 허 표시의 당사자뿐

만 아니라 그 구도 허 표시의 무효를 항하지 못한다고 하 으므로 이 사건

의 경우에는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면 피고에 한 구상채무를 연 보증한 사람

도 허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 결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보증인인 피고가 채권자에 하여 보증채무

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

41) 제철웅,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와 민법 제108조 제2항”, 民事法

學 제21호, 2002, 275면 이하.
42) 상세한 것은 윤진수, “虛僞表示와 第3者”, 스티스 94號 (2006. 10), 237면 이하, 특

히 2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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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부를 이행하 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

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  채권에 한 연 보증인들에 하여도 그 구상

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 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

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허 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제3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無過失이어야 한다. 원래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에 허 표시의 당사

자와 제3자 사이에서 제3자가 보호를 받기 하여는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제3자의 無過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문언

도 선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허 표시의 당사자는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외 을 고의로 창출한 자이므로 그

러한 당사자가 제3자에 하여 허 표시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허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허 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제3자와 무효를 주장하는 제3자가 립할 

때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허 표시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의 신뢰가 무효를 주장하는 제3자와의 계에 있어서도 정당

한 것인가 하는 에 귀착되게 된다. 그리고 허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제3자

와의 계에 있어서 그 신뢰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려면 허 표시의 유효를 주장

하는 제3자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이 타당할 것이다. 이 

때에는 실제와 다른 허 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보호받기 하여는 그러

한 외 을 신뢰한 데 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이 우리 민법상의 다른 신

뢰보호 규정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된다. 컨  표 리에 한 규정들은 표

리의 상 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고 있고(제125, 제126, 제129조), 동산

의 선의취득의 경우에도 그러하며(제249조), 채권의 유자에 한 변제(제470

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허 표시의 유무효에 하여 제3자들 사이

에 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른 허 표시의 유효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

하기 하여는 그 제3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3)

43) 상세한 것은 윤진수(註42), 261면 이하 참조. 프랑스의 판례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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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消滅時效

1. 主債務 에 한 判決의 確定과 保證人에 한 消滅時效期間의 延

長 여부

[8] 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결(公 2006하, 1593)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 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은 여 히 종 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시하

다. 

이 에 하여는 이 결도 인용하고 있는 종 의 선례44)가 있어 새로운 

례는 아니다. 다만  종 의 례에 하여는, 주채무자에 한 시효의 단은 

보증인에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한 민법 제440조의 규정취지가, 주채무의 

시효소멸 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고 한다면, 보증채

무의 시효기간의 연장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비 이 있었고,45) 상 결의 

원심 결은 이러한 비 에 향을 받았음인지 종래의 례에도 불구하고 보증채

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시하 다. 그러나 상 결은 이러

한 원심 결을 기하고 종래 례의 태도를 재확인하 는데, 제440조와의 계

에 하여는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으로

서,  조항은 상충하는 채권자와 보증채무자의 이해 계를 조 하는 조항이라는 

을 고려하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  문언에 충실함이 바람직한데,  

조항의 문언상 의미가 주채무자에 한 시효가 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

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민법 제165조 제1

항의 규정은 단기소멸시효가 용되는 채권이라도 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44) 大判 1986. 11. 25, 86다카1569(集 34권 3집 민139;公 1987, 101).
45) 梁彰洙,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確定과 保證債務의 消滅時效期間”, 民法硏究 제2권, 

1991, 157면 이하; 李恭炫, “確定判決에 의한 主債務의 消滅時效期間의 延長과 保證債

務의 時效期間”, 民事判例硏究 10卷, 1988, 41-4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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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고, 법률 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  단기

소멸시효 단을 해 여러 차례 단 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가 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  소멸에 한 분쟁까지 당연히 해

결되어 보증채무의 존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증채무에 

하여 뒤늦게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과 소멸에 한 분쟁

에 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 히 남는다고 하여, 제440

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는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고 있다.46)

다른 한편 상 결의 원심 결은 채권자가 보증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그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이상 그 신청에 기한 가압류결정은 당연 무

효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통하여 피고의 권리행사 의사가 확인된 이상 

법한 가압류와 같은 소멸시효 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증인의 상속인에 

한 소멸시효가 단된다고 하 다. 그러나 상 결은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

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 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단사유인 가압류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 그 이유로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하여는 시효 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단의 효력이 그 집행보 의 효력이 존속

하는 동안 지속된다는 에서 결의 확정으로 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

행하는 재 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인 가압

류를 소멸시효 단사유로 취 하는 것은 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을 들고 

있다.

종 의 학설로서는 가압류 신청당시에는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가압류 

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다고 하여 그에 

하여 소멸시효 단을 인정한 례47)를 비 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지만, 와 같은 경우의 시효 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발생

하므로 가압류 결정이 무효이더라도 시효 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는 견해

46) 필자는 종전에도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民法注解 III, 1992, 458-459면(尹眞秀) 참조.
47) 大判 1976. 2. 24, 75다1240(集 24권 1집 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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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48) 그러나 와 같은 가압류 결정을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일단 가압류 신청시에 소멸시효 단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가압류 결정

이 무효인 경우와 같이 공권  확인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효 단의 효과는 처음

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가압류 결정에 시

효 단의 효과는 인정될 수 없다.49)

2. 假押留로 인한 時效中斷의 지속 여부

[9] 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결(公 2006하, 1508)은 민법 제

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

가 권리를 행사하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 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 의 효력이 존속하

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는 종 의 례50)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자동차

에 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 단은 가압류등록이 경료된 때에 시효 단의 효력

이 종료된다고 본 원심 결을 기하 다.  종  례에 하여는 주로 재 상 

청구의 경우에는 재 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부동산에 

한 압류의 경우 구체 인 배당 차의 종료시에 소멸시효의 단사유가 종료된

다고 해석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에 근거한 유력한 비 이 있었으

나,51) 법원은 종 의 례를 유지한 것이다.52)

사견으로는 례의 태도보다는 례에 한 비 론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가압류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재 상 청구의 경우

에도 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당권이 설정된 경우

에도 당권 설정 후에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다.

48) 朴英植, “死亡한 債務者名義의 假押留決定과 時效中斷”, 民事判例硏究 I, 1979, 294면 

이하.
49) 民法注解 III, 508면, 527-528면 (尹眞秀) 참조.
50) 大判 2000. 4. 25, 2000다11102(公 2000상, 1290) 등.
51) 梁彰洙, “부동산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료시기” 民事判例硏究 XXIV, 2002, 1면 이하 

참조. 반대로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李均龍, “假押留와 時效中斷效力의 繼續與否”, 
법원 례해설 34호(2000 상반기), 43면 이하; 金眞洙, “假押留와 時效中斷의 繼續”, 

判例硏究 12집, 2001, 567면 이하 등이 있다.
52) 또한 [8]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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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消滅時效의 濫用에 한 례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 날 때에는 이는 신의칙 반 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은 이 부터 주장되어 왔고,53) 오늘날은 학설상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인다.54)

법원의 례도, 이러한 이론을 채택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거나, 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거나, 채

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시하

고 있다.55) 

53) 尹眞秀, “消滅時效의 濫用에 관한 考察”(1984년 서울대 碩士論文); 民法注解 III, 409- 
413면(尹眞秀). 

54) 韓杠鉉, “消滅時效의 主張이 權利濫用에 해당하는가”, 民事裁判의 諸問題 9권, 1997, 
205면 이하; 註釋民法 總則 (3), 제3판, 2001, 540-541면(鄭址炯); 民法注解 XIX, 2005, 
411-415면(尹眞秀); 姜台星, 新版 民法總則, 2006, 938면; 李柱玄,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42
호 (2002 하반기), 569면 이하; 金義煥, “장해연금선급금 과소 지급과 소멸시효”, 법

원 례해설 45호 (2003 상반기), 97면 이하; 姜宇燦, “國家賠償訴訟에서 國家의 消滅時

效 完成主張에 대한 起算點 認定 및 信義則 違反與否에 관한 檢討”, 法曹 2006. 2, 
258면 이하; 박찬익, “消滅時效와 信義誠實의 原則”, 민사판례연구회 2006. 3. 20 발표 

논문 등 참조. 다만 李英俊, 韓國民法論 [總則編], 修正版, 2004, 684-685면은 이에 반

대한다. 
55) 大判 1994. 12. 9, 93다27604(公 1995, 434); 1997. 12. 12, 95다29895(公 1998상, 237); 

1999. 12. 7, 98다42929(공 2000상, 140); 2002. 10. 25, 2002다32332(公 2002하, 2849); 
2003. 3. 28, 2002두11028(公 2003상, 1090); 2003. 7. 25, 2001다60392(公 2003하, 
1825) 등. 또한 大判(全) 95. 4. 25, 94재다260(公 1995,1858)의 別個意見도 참조할 것. 
다만 최근의 大判 2005. 5. 13, 2004다71881(公 2005상, 950)은 이러한 판례를 유지하

면서도,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

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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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하 심 결 가운데에는 이러한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에 의하여 소

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 세 개 정도 에 뜨인다. 우선 [10] 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결(각공 2006, 552)에서는 1960년 부터 1970년

 까지 베트남 에 참 했던 한국 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 제 제조회사들

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 에서 살포된 枯葉劑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

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참 군인들 는 그 유족들이  고엽제 제조회

사들을 상 로 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는 일반불법행 책임에 기한 손해

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제

1차 인 쟁 은 그 소송의 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가가 문제되었는데, 서울고등

법원은 이를 한국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들에 하여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이 에 하여도 소멸시효 이외에 결함의 존

재, 인과 계의 증명 등 실체법상 요한 단이 많으나, 여기서는 소멸시효 문

제에 하여만 언 한다. 법원은 피고측의 민법 제766조 제1, 2항 소정의 소멸시

효가 완성하 다는 주장에 하여, 주로 문가들조차 그 역학  인과 계에 

한 연구·분석이 쉽지 않고 일 된 결과를 도출하거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  식견을 가지지 않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

엽제와 자신들이 보유한 질병 사이의 법  인과 계에 하여 한 주장·입증

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 하기란 어렵다고 할 것이다는 을 들어, 이 사건의 경

우는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정되는 ‘객 으로 채

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장을 배척하 다.

그리고 [11]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결(각공 2006, 1008)

은 1973년에 당시 서울  법  교수이던 최종길 교수가 앙정보부에 연행되었

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북한 간첩임을 시인하고 죄

책감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하 으나 그 후 의문사진상규명 원회는 

2002. 5. 27.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련하여 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하자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

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소멸시효 남용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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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하여, 최종길 교수의 사망에 하여 국가가 책임이 있

고,  그가 간첩이라고 허 로 발표한 데 하여 국가에게 불법행  책임이 있

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하여는,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히 부

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

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단하 다.

한 [12] 서울 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결(각공 2006, 

2587)은, 수사공무원들이 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한 차에 의하지 않

고 피해자를 연행하여 구속 장 없이 구 한 후 피해자가 장귀순하여 고정간

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에 한 아무런 구체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각

종 고문을 가하여 허 자백을 하도록 하고,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

속되도록 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내용의 허 자백을 하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허 의 자료를 만들고,  고문을 주도한 수사공무원이 재 과

정에서 고문을 한 바 없다는 등의 허  증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간첩임을 

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경우, 국가와 수사공무원은 연

하여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자료를 지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측

의 소멸시효 주장에 하여, 유죄 결의 효력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

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에 한 재심 결이 확정된 2005. 7. 23.까지는 원고들

이 피고들에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장애사

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 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

은 큰 반면, 피고들의 그에 한 채무 이행 거 을 인정하는 것은 히 부당하

고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 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

구권에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한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시하 다. 

[11] 결의 경우에는 국가측이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허 의 사실을 발표하 다는 이 강조되어야 하고 따라서 례가 말하는 소멸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

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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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 결의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이 신의칙

에 어 난다고 볼 수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에 하여 법원이 

어떤 단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12] 결은 유죄의 형사 결의 존재가 그 유죄 결의 증거가 조작되었

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

라고 하 으나, 이러한 경우에 유죄의 확정 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결의 기 력에 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유죄의 확정 결은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에 의하여  결이 취소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게 본다면 굳이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을 원용

하지 않고서도 피고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57)

Ⅴ. 集合建物

1. 集合建物의 區分所有 의 特定承繼人에게 승계되는 公用部分 管理

費의 범

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원합의체 결(集 49권 2집 민108;公 

2001, 2258)의 다수의견은, 아 트의 리규약이 “ 리주체는 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 에 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 를 승계한 자에 하여도 행사할 

56) 이른바 수지 김 사건에 관한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각공 

2003, 284)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국가 공권력의 위

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 재심⋅시효⋅인권, 2007, 
225-227면 참조.

57) 같은 취지, 이유정,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 청산의 쟁점”, 재심⋅시효⋅인권(註 56), 
289-290면. 大判 1996. 7. 12, 94다52195(公 1996하, 2462)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

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

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

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된

다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尹眞秀, “違憲인 法律에 근거한 公務員 免職處分이 

不法行爲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消滅時效의 起算點”, 서울 학교 法

學 38권 1호, 1997, 17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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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리규약으로  소유자의 체납 리비를 양수인

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  

등을 이유로 하여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입주자의 체납 리비까지 승

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하여 다른 

공유자에 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 리에 한법률(집합건물법) 제18조를 근거로 하

여,  규약  공용부분 리비에 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

으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아 트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입주자의 체납

리비  공용부분에 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이 타당하다고 시하

다. 반면  결의 별개의견은, 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 가운데 구분소

유자란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

가 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론 인 근거  공용부분과 유

부분에 한 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실 인 면을 들어 아 트의  소유자가 체납한 리비는 공용부분과 

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 그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결의 반 의견은 공용부분이건 유부분이건 막론하고 특별승계인

은  구분소유자의 체납 리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의 당부에 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58) 그런데  결이 선고된 

후에는 주로 어느 것이 공용부분에 한 리비이고 어느 것이 유부분에 한 

리비인가 하는 이 문제로 되었다.59) 이러한 상황에서 [13] 법원 2006. 6. 

58)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李昌林, “공동주택 특별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

부”, 裁判과 判例 12輯, 2004, 526면 이하; 이준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

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人權과 正義 2006. 6, 81면 이하; 박경량, “아파트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여부”, 민사법학 제34호, 2006, 
263면 이하.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李起榮, “滯納管理費債務에 대한 集合建物 

特定承繼人의 責任과 그 範圍”, 法曹 2001. 10, 110면 이하(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인지 이에 대하여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朴成浩, 
“아파트 滯納管理費에 대한 特定承繼人의 책임”, 松旻 崔鐘泳大法院長在任紀念 21世紀

司法의 展開, 2005, 271-273면 등이 있다.
59) 하급심 판례의 동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魯坰泌,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범위”, 법원 례해

설 제60호(2006년 상반기), 4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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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선고 2004다3598, 3604 결(公 2006하, 1397)은 이 에 하여 시하

다. 즉 공용부분 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 인 유지⋅

리를 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체의 유

지⋅ 리를 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집합건물을 통일 으로 유지⋅ 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 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 인 이익을 

하여 실 ⋅구체 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상당하다고 하여, 리

비  일반 리비, 장부기장료, 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집합건물을 통일 으로 유지⋅ 리해

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 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 인 이익을 하여 실 ⋅구

체 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인 원고에

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리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시하 다.60)61)

공동주택 리령 제15조 제1항은 리비를 세부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히 일반 리비가 공용부분에 한 리비인가 아니면 유부분에 한 리비

인가가 문제된다. 일반 리비에는 인건비,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  등 

잡다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하여는 이는 공용부분에 하여 발생하는 

리비용이 아니라는 견해62)와, 공용부분에 한 것과 유부분에 한 것이 혼

재한다는 견해63) 등이 있었다. 그런데  결은 일반 리비도 공용부분에 한 

60) 원심은 청소비와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았으나,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서, 그 각 해당 금액 중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면적에 대한 공용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만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각 

근거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魯坰泌(註59), 425면 이하 참조.
61)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위 판결은 원고가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

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前)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

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승계된 관리비

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승계하

였음에도 전 구분소유자에 대해 해 오던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

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62) 李昌林(註58),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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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하여는 집합건물의 특

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리비의 범 를 사실상 확 한 것이라는 

지 이 있다.64)

이 문제는  원합의체 결에 3가지 의견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명

백한 입법이 없는 한 논란이 계속될 망이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체납 리비를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징수가 어려운 , 공용부분 리비

와 유부분 리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등의 실제 인 이유 외에도, 집합건

물법 제28조 제3항의 구분소유자를 반드시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로 한정

할 이유가 없고,65) 그것이  원합의체 결의 다수의견과 같이 리규약 제정

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리규약상 체납 리비를 

특별승계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규정은 원칙 으로 유효하고, 다만 그것이 과도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 집합건물

법 제18조의 규정이 반드시 공용부분의 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것

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입법론 으로는 연체된 리비는 공용부분에 

한 것이든 유부분에 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그 

범 를 취득  1년 이내의 연체 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有部分 는 垈地使用權에 한 押留 는 假押留의 효력

[14] 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결(公 2006상, 600)은, 다음과 같

은 사안에 한 것이다. 즉 건설회사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

여 그 소유권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상에 아 트를 건축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건설회사의 채권자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구분소유권 성립 후에66) 건설회사의 

63) 朴成浩(註58), 273면.
64) 이준현, “집합건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법률신문 제

3494호(2006. 9. 28.).
65) 상가 업종 제한 약정의 효력이 원래의 수분양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미친다는 점을 설

명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에의 편입 이론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그

러한 업종 제한 약정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원래의 수분양자의 특별승

계인도 그러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된다. 大判 1996. 
8. 23, 94다27199(集 44권 2집 민97;公 1996하, 2797); 尹 瓊,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5권, 2006, 255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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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 한 소유권이 등기청구권을 가압류 내지 본압류하 는데,  가

압류 내지 본압류가 유효한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결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유부분과 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 한 억제하여 

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한 법률 계

의 안정과 합리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유부분에 한 지사용권을 분리처

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지사용권을 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장래 취득할 지지분을 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

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반한 지지분의 처분행 는 그 

효력이 없는데,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가압류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하

여 건설회사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 는 강제 리를 개시할 수 있

도록 하는 차로서 필연 으로 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

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

이 없다고 시하 다.

그리고 [15] 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결(公 2006하, 1985)

에서는 아 트의 유부분에 한 가압류의 효력이 지사용권 내지 지권에까

지 미치는가가 문제되었다. 이 결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

100조 제2항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용되고,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 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 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용되어야 한다는 , 

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

100조 제2항과 그 이론  기 를 같이한다는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지사용권은 유부분과 종속  일체불가분성이 인정

되는  등을 근거로 하여 이를 정하여, 경매법원으로서는 아 트의 유부분

뿐 아니라 지권에 한 매각 에 해서도 유부분에 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한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하 어야 한다고 시하

다.

우선 [15] 결은 구분건물의 유부분만에 하여 설정된 당권의 효력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한 법원 1995. 8. 22. 선

66)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도 이 사건의 쟁점이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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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4다12722 결(集 43권 2집 민80;公 1995하, 3232)67) 등 종  례의 법리

를 당권뿐만 아니라 가압류 내지 압류에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14] 결은 새로운 시라고 할 수 있다. [14] 결은 그 근거로서 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원합의체 결(集 48권 2집 민197;公 

2001상, 39)을 인용하고 있다. 

 원합의체 결에서는 두 가지를 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유부분과 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을 

모두 지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  요건은 갖추었지만 유부분에 한 

소유권이 등기만 경료받고 지지분에 하여는 아직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받

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유부분의 소유를 하여 건물의 지를 

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유⋅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

의 구분소유자가 유부분을 소유하기 하여 건물의 지에 하여 가지는 권

리인 지사용권에 해당하며, 수분양자로부터 유부분과 지지분을 양수받거나 

 양수받은 자 역시 당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반  취지의 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결(公 1997상, 352)를 

변경하 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부분에 하여만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

수인의 지 에서 지에 하여 가지는 유⋅사용권에 터잡아 지를 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지지분에 한 소유권이 등기를 받기 에 지에 하여 

가지는 유⋅사용권인 지사용권을 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유부분  장래 취득할 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유부

분에 한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해  다음 사후에 취득한 지지분도 유부

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반한 지지분의 처분행 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 다.

 원합의체 결의 시 가운데 앞의 부분, 즉 매수인의 유⋅사용할 권리

가 지사용권에 해당한다는 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68) 문제는 뒷부분, 즉 

67) 이 판결에 대하여는 金秉云, “區分建物에 대하여만 設定된 根抵當權의 效力이 그 垈地

權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24호 (95년 하반기), 41면 이하; 朴昇烈, “區
分建物에 대하여만 설정된 根抵當權의 效力이 그 垈地權에도 미치는지 여부”, 裁判과 

判例 6집, 1997, 107면 이하 등 참조.
68) 朴洪來,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民事法學 22호 , 2002, 397면 이하, 414면 

이하; 朴淳成, “垈地持分所有者의 區分所有權賣渡請求權” 民事判例硏究 XX, 199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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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사후에 취득한 지지분을 유부분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

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區分所有者의 垈地使用權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제2항은 “區分所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

할 수 없다. 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과 제2항의 계에 하여는 견해가 립하고 있으나,  원합의

체 결은 수분양자는 지사용권을 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여 

지사용권이 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지사용권을 유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종속  일체불가분설을 따르고 있고, [15] 결도 이를 명확

히 하고 있다.69) 그런데  원합의체 결과 같은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이미 

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후 지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지지분을 유부분과 달리 처분할 수 없는가 하는 이다.  집합건물법의 명문

규정으로부터는 이러한 것까지 지된다는 결론을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 

유부분을 이미 처분한 구분소유자도  조항의 용을 받는지도 문제될 뿐만 아

니라, 구분소유자가 지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지사용권 자체의 처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유부분과 지사용

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 한 억제하여 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

지한다는 데 있고,  유부분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는 유부분 취득자로 하여

 사후에 지사용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에 비추어 보면 유부분

을 양도한 지소유자가 그 후 지지분을 유부분 취득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0)

면 이하 등 참조.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승

계취득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매수인의 점유⋅사용할 권리는 매수인

이라는 지위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고, 前 買受人으로부터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69) 종속적 일체불가분설 외에 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설도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

물법 제20조 제2항이 원칙규정으로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을 선언

한 것이고, 제1항은 무용한 규정이라는 견해로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

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이 설에 따르면 전유부분을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하는 경우

에도 무효로 되나, 무효로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70) 결과에 있어서 동지, 朴洪來(註68), 417-418면; 南英燦, “不動産買受人이 建物의 垈地를 

占有⋅使用할 權利와 ‘垈地使用權”, 21世紀司法의 展開(註58), 197-198면; 민성철, “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소정의 ‘분리처분’의 개념에 관하여”, 민

사판례연구회 2006. 10월 월례회 발표논문 34-3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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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압류 는 가압류 자체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71) [14] 결이 

설명하는 것처럼, 강제경매 는 강제 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차로서 필

연 으로 유부분과 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에서 본다면 압류나 가압류는 압류나 가압류 목 물에 

한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제로 하는데, 와 같은 경우에 유부분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는 그 유부분 취득자 외의 다른 제3자에 하여는 이를 처분할 권

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

다.72)

Ⅵ. 取得時效

[16] 법원 2006.5.12. 선고 2005다75910 결(公 2006상, 1039)은, 토지에 

한 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시효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그 토지에 근 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

에 설정된 근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한 데 

하여,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에 그 토지를 제3

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한 계에서 불법행 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처분행 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

에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그 권리취득의 소 효를 들어 항할 수도 없다 

71) 그러나 압류에 기하여 실시되는 경매는 법원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하는 매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

인 趙鏞賢,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

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

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법원 례해설 제60호(2006년 상반기), 
451면 참조.

72) 다른 한편 이러한 경우의 압류채권자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되는데, 압류채권자를 물권을 취득한 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압류채권자를 선의로 보

기도 어려울 것이다.



2007. 3.] 2006년도 주요 民法 련 례 회고 407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상

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상 그 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

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 한 소유권

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한 행 라 할 것이니,  변제액 

상당에 하여 원소유자에게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시하여 이를 부

정하 다.

이 결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비 하는 견해가 있다. 즉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이 등기 에 설정된 당권에 하여 그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  부담의 차원에서 그러할 뿐이고, 시효취득자 는 소유권 

취득 의 시효완성 유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는 원래의 채무자를 상 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함

이 타당하고, 채권자에 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사람이 타인에게 그 출연에 

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실질 인 에서 그 채무가 종국 으로 

구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에 달려 있고, 그 변제가 변제자 자신의 이

익을 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다른 상 이 없다는 것이다.73) 

물론  결이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 당권

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을 한 행 라는 이유만으로 원

래의 채무자에 한 상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결의 결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자에 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 으로는 변

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 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컨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매 목 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당권의 실행을 막기 하여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 다면 매도인에 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제2항).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 으로부터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74)

73) 양창수, “목적 토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法律新聞 2006. 7. 10. 자(3473호), 15면.
74) 大判 1989. 11 .28, 88다카4444(公 199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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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의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 시효취득자와 원래의 소유자 사이의 

계에서는 과연 시효취득자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까? 이는 의심스럽다. 여기서는 시효취득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

정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민법은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 을 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증여자의 수증자에 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다

만 증여자가 증여의 목 인 물건 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부담의 한도에서만 증여자에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을 뿐이다(민법 제559조). 그러므로 부동산을 증여

하 는데 그 부동산에 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증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수증자로서는 증여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이치는 시효취득자와 원래의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계없이 소유권이 시효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

무 상당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에서 비추어 보아도 부당

하다.

나아가 원래의 소유자가 원칙 으로 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시효취득자

를 하여 목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

다. 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 등기청구를 하기 이 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

다고 하더라도 불법행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75) 유로 인한 부동

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상청구권을 행사하기 하여는, 그 이행불능 에 등기명의자에 하여 

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

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 어야 하고, 그 이

행불능 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 공평의 념에 부합한다76)고 하고 있다.77)

75) 大判 1995. 7. 11, 94다4509(公 1995하, 2747) 등.
76) 大判 1996. 12. 10, 94다43825(集 44권 2집 민350; 公 1997상, 286) 등. 
77)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판례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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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抵當權

1.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

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결(公 2005상, 837)78)은, 당부동산

에 한 유가 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 범 를 과하

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유자에게 당권의 실 을 방해하기 하여 

유를 개시하 다는 이 인정되는 등, 그 유로 인하여 정상 인 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당권의 실 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 으나, 그 사건 자체에서는 유자의 유가 당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 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법원 례 가운데에는 민법

상의 당권 그 자체에 기하여 하는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없었다.79)

점의 임의선택을 불허하고,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이중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취급을 달리 하는데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점유한 점유자는 오히려 더 

보호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현재의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全元烈, “不動産의 占有取得時效 完成 後의 法律關係에 관한 考察”, 司法

硏究資料 22집, 1995, 305면 등 참조. 그러나 취득시효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원래의 소유자가 행한 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은 그것이 

취득시효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시점 전이었는지 후이

었는지를 막론하고 시효취득자에게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시효취득자

는 소유자의 위와 같은 처분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반대의 취지이다. 즉 大判 1999. 7. 9, 97다53632(公 1999하, 1567)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

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가 원소유자

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반면, 大判 2004. 9. 24, 2004다

31463(公 2004하, 1739)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임을 이유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

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보고 있다.
78)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로는 李仁揆,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법원 례해설 54호 (2005 상반기), 83면 

이하가 있다.
79) 다만 大判 1996. 3. 22, 95다55184(公 1996상, 135)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

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목적물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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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7] 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결(公 2006상, 316)은 

이를 정면으로 인정하 다. 이 사건은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오피스텔

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

하고 토지상에 근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부도를 내자 

수분양자들이 피고 조합을 결성하여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한 뒤 공사를 재

개한 사안에 한 것이다. 그 후 근 당권자가 근 당권 실행을 한 임의경매신

청을 하고, 피고 조합을 상 로 하여 건물신축행 의 지를 청구하 는데, 원심

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다.

법원은 “ 당권은 목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그 로 설정자에게 맡겨 두

었다가 경매 차를 통하여 경매목 물을 환가하고 그 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것을 본질 인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민법 제356조) 당

부동산의 소유자 는 그로부터 유권원을 설정받은 제3자에 의한 유가 제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는 제3자가 당부동산을 유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한 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권자는 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당물의 교환가치에 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목 물의 소유자 는 제3자가 당목 물을 물리 으로 멸실⋅훼

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 로 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

는 등 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당권

자는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의 소유자가 나 지 상태에서 당권을 설정한 다음 지상에 건물을 신

축하기 시작하 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권이 실행에 이르

거나 실행이 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

면 신축건물을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 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  이를 철거하게 하고 지를 인도받

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당목  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 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감시켜 결국 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 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

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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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 이 결에 하여

는 찬성하는 견해80)와 반 하는 견해81)가 발표되어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당권설정자와 당권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론으로는 당권설정자 내지 토지소유자로서는 당권을 설

정하 다는 것만으로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제3자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하는 것이 당

연히 당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권 설정자로서는 

담보목 물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82) 제3자로서도 당권의 가치

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권이 설정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토지의 담보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당권이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의 

신축을 포함한 토지의 사용⋅수익이나 그로부터 건물신축권한을 인수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 으로 법하고 당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당

권이 실행되거나 그 실행이 상되는 상황이라면 건물의 신축행 는 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83) 비 론

80) 金載亨,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스티스 2005. 6(통권 85호), 
101면 이하 = 判例實務硏究 [VIII], 2006, 286면 이하; 裵成鎬,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

除請求”, 判例實務硏究 [VIII], 309면 이하; 이흥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 침해와 저당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119면; 閔裕淑, “垈地의 抵當權者가 

妨害排除請求權의 행사로서 垈地上의 建築行爲의 中止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判例

實務硏究 [VIII], 337면 이하; 金美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裁判과 判例 제

15집, 2006, 341면 이하 등. 김재형, 배성호 교수의 글은 위 판결 선고 전에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위 판결의 사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것이다.
81) 양창수, “토지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 法律新聞 2006. 8. 

7 자(제3479호), 15면; 오현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의 건축공사

중지청구”, 민사판례연구회 제292회 연구발표회(2006. 6. 19.) 발표문 13면 이하. 
82) 민법 제388조 제1호 참조.
83) 다만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65조), 이 한도에서는 방해배제의 필요성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미완성건물이면 반드

시 일괄경매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閔裕淑(註80), 345면 참조. 
다른 한편 양창수(註81)는 저당권설정자 자신뿐만 아니라 저당토지의 제3취득자, 나아

가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익권능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

하는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 먼 걸음은 아니라고 하면서{같은 취지, 
文容宣,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법

원 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617면 이하; 李正一, “民法 第365條에 의한 一括競賣

請求의 要件”, 判例硏究 15집, 2004, 129면 이하 등}, 이 사건의 사안은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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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건물의 신축이 경매를 방해할 목 이라고 인정될 때

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84)

이는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내지 의사를 분석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건물 

신축을 목 으로 하여 토지를 담보로 돈을 출받는 경우에는 체로 그 신축 

건물도 담보의 목 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권자

가 건물 신축을 용인하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권 설정자가 부도가 나

는 등의 사유로 신축 건물을 담보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 경우까지 당권자가 

건물 신축을 용인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례에 한 비 론은, 토지에 한 

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그 

용익권의 행사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하다고 주장하

나, 일단 건물 신축이 법하 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당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까지 그 법성

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85) 가령 돼지 여러 마리에 하여 집합동

산 양도담보를 설정하 다고 하는 경우에, 양도담보 설정자는 양도담보의 목 물

을 이루는 돼지를 반출하는 등의 행동이 허용되지만, 일단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이후에까지 그 돼지를 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이는 당권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좀더 명확

하다. 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公 2004상, 781)의 사안은 상

는 ‘저당권설정자와 건물신축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

라고 한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축조를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5조의 법문상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건물 축조자가 

저당권 설정자와 별개의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한 건물축조자를 저당권 설정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판례가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신축 후 제3자에게 건

물을 양도한 때에는 일괄경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大決 1999. 4. 20, 99마146 결

정, 공1999하, 1235 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2003년 개정된 일본 

민법 제389조처럼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건

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일괄경매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4)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

니라 실제의 심리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85) 비판론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이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판례를 비판하고 있으나, 통상의 

관리⋅이용은 그것만으로는 압류채권자 내지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지만, 건물

의 신축과 같이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해치는 것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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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사안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근 당권자

가 근 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을 뿐이다. 여기서는 근

당권자 겸 지상권자가 근 당권설정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사람을 상

로 하여 공사 지가처분을 신청하 다.  사건의 원심결정은, 근 당권자가 

자신의 근 당권  지상권이  신축건물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하 거나 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근 당권  지상권을 

설정하 다고 하여 근 당권자의 당권설정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사람에 한 공사 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 으나, 법원은 토지에 하여 당

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하여 지상권을 취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

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 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 이 있으므

로 근 당권자가 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알고서 이로 인한 제한

을 용인하 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당권 설정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

아 건물을 축조하는 데에 하여도 재항고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심 결정을 기하 다. 

와 같은 사례에서 당권자가 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토지 그 자체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례가 말하는 

것처럼 제3자가 목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 를 하는 것을 배제

함으로써 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당권자가 지상

권을 같이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당권자에게 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를 확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당권설정자

도 당권자의 이러한 목 을 한 지상권 설정 요구에 하여 특별히 거부할 

사유는 없다. 그 다면 구태여 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당

권자에게 그러한 보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당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하여 주는 것이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비용을 감한다는 면에서 더 합

리 이라고 생각된다.86)

실제에 있어서 요한 은, 이러한 경우에 건물 신축을 허용하더라도 나 에 

건물이 경매 차에서 매각되면 그 건물은 매수인에 의하여 철거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거될 수밖에 없는 건물의 건축공사를 허용하고, 나 에 

86) 金載亨, 스티스 2005. 6(註80), 120-121면; 金美京(註80), 36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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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일단 공사를 지하고 당권자와 합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

제하거나, 아니면 매수인과 합의하여 토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상 결의 배후에는 이러한 고려도 있었다고 짐

작된다.87)

2. 공동근 당권에 있어서 일부 목 물이 수용된 경우 나머지 목 물

에 한 근 당권의 효력

[18] 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결(公 2006하, 1991)은 공동

당권의 경우에 그 목 물  일부에 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나머지 

목 물에 하여도 공동근 당권자가 채권최고액 부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

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 이를 부정하는 단을 내렸다.88)

공동 당에 하여는 민법 제368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한 공동 당이 아닌 공동근 당권의 경우에, 일부 부동산에 하여 근

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나머지 부동산에 하여 근 당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이다. 즉 나머지 부동산에 하여도 여 히 채권최고액만

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을 받은 만큼을 공

제한 나머지만을 배당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이 문제는 먼  경매된 부동

산에 하여 공동근 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나 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근 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 물 체에 하여 

공동근 당권이 확정되어 보통의 당권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

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결(公 1988, 1400)은, 근 당권자 자신이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 당권

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 당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 채권은 

그 근 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 는데,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 당권

87) 閔裕淑(註80), 341면 참조.
88)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이 이루어져 공동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압류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일반적으로는 본문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다만 민사실무연구회의 토론 당시 김재형 교수는 공동근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에 이것이 경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 전부가 확정된다고 보

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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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일부 부동산에 하여만 공동근 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동근 당권도 그 이후

에 발생되는 채권은 담보하지 않게 된다.89) 

문제는 공동근 당권의 목 물인 부동산 일부에 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결(集 47권 2집 민39;公 1999

하, 2200)은, 후순  근 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  근 당권자의 피

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  완납시라고 시하 다.90) 그런데 문제

는 공동근 당의 경우에 경매목 물 아닌 다른 부동산 체에 하여도 공동근

당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이다. 이 에 하여 국내의 주석서는, 이러한 경

우에는 공동근 당의 기본계약 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경매된 부동산상의 피담

보채권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거래 계가 계속되는 이

상 근 당 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차가 아니

므로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하여는 담보한도가 

지 않은 채 그 이후의 발생하는 것까지 담보하게 된다고 한다.91)

그런데 서울 앙지방법원 2004. 5. 18. 선고 2003가합5288 결(법률신문 2004. 

7. 23.자, 제3285호, 12면)은 이러한 일부확정론을 채택하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이 이미 배당받은 만큼 감액된다고 시하 다. 다시 말하여 공동근

당권의 목 물  일부에 하여 확정사유가 발생하 다 하여도 나머지 근 당

권의 피담보채권도 당연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이 선행되어야 채권최고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결국 공동근 당권 설정 당시 는 추가 설정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록과 채

권최고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에 있어서의 후순 당

권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우리의 민법에서는 공동근 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

89) 大判 1996. 3. 8, 95다36596(公 1996상, 1209); 民法注解 VII, 1992, 212면(曺大鉉); 註
釋民法 物權 (4), 제3판, 2000, 295면(李起宅) 등. 異說이 없다.

90) 이 점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는 견해가 국내의 

다수설이지만 이 외에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상세한 것

은 李東俊, “先順位 根抵當權者의 被擔保債權額의 確定時期”, 判例硏究 12집, 2001, 
699면 이하 참조. 2004. 10.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안 제357조의11 제4호는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

었음을 안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1) 民法注解 VII, 212면(曺大鉉); 註釋民法 物權 (4), 295-296면(李起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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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확정이 논리필연 으로 선행되어야 후에 배당 등을 통하여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근 당권의 목 부동산의 경매 차를 통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의 합계는 애 부터 채권최고액을 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므로, 결국 공동근 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차가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

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당 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은 액만큼은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 당권의 담보부동산의 경매 차를 통해서 복하여 다시 배

당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92)

그런데 [18] 결에서는 공동근 당권의 목 인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수

용보상 에 한 배당 차에서 공동 당권자인 피고가  수용보상 에 한 압

류권자의 지 로 채권최고액인 3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 다른 부동산

에 한 경매 차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일부를 배당하고 남은 액을 피고보다 

후순  근 당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하 다. 원심은, 공동근 당에 있어서 공동

근 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공동담보물에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경매가 진행된 당해 부동산에 하여는 공동근 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는 공동근 당권자의 채권회수 의사에 기하여 경매 차

가 개시된 것이 아니어서 공동근 당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의 기본거래 계를 종

료하겠다는 극 인 의사를 외부 으로 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공동담보물에 하여도 함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 당권자가 

경매 실행된 일부 공동담보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

의로 변제받은 경우와 같은 것으로 나머지 공동담보물에 하여 설정된 근 당권

의 담보한도에는 아무 향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배당이의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결을 기하 는데, 주로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

어 원심 결은 잘못이라고 하 다. 즉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 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  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 계를 조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도를 규정하여 이

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 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

92) 梁彰洙, “共同根抵當權에 있어서 先行競賣節次에서의 一部配當이 後行節次上의 優先辨

濟權에 미치는 影響”, 民法硏究 제8권, 2005, 209면 이하, 특히 230면 이하는 이 판결

의 이유 설시와 결론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김병두, “공동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

고액의 감액”, 民事法學 제33호, 2006, 125면 이하는 위 판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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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공동 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  당권

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 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

도 용되는데, 원심 시와 같이 해석할 경우 공동근 당권자는 타인이 실행한 

공동근 당권의 목  부동산  일부 부동산에 한 경매에서 채권최고액만큼 

액 배당을 받고도 자신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근 당권의 

목  부동산에서 다시 일반 채권자 는 후순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나머지 

피담보채권 범  내의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반면 먼  경매가 

실행된 부동산의 후순 권자로서는 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에서 민

법 제368조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근 당권의 목 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

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게 마련인데, 원심

의 단에 의하면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 해당액만큼 수차에 걸쳐 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공동근 당권자가 극 으로 경매를 신청하

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 으로 참가하 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

상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 하게 결정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물상보증인의 

권도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도 이유로서 덧붙이고 있다. 

사견으로서는 [18] 결의 결론이나 이유 설시는 모두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공동근 당권자가 먼  채권최고액 액을 배당받고 

다시 배당받으려는 경우 으나, 선행의 경매 차에서 채권최고액 액 아닌 일부

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후행 경매 차에서는 후순  당권자나 물상보증인 등 

다른 이해 계인이 있는 한, 앞에서 배당받은 액은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하지 않

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의 논의는 모두 공동근 당권의 목  부동산  일부에 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실행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하여만 근 당권이 확정

되고, 나머지 부동산에 하여는 근 당권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일부확정

론을 제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감액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하여만 차이를 보

이고 있고, [18] 결의 원심 결도 일부확정론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

원은 이러한 일부확정론의 당부 그 자체에 하여는 명확한 태도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공동근 당권  일부만이 확정되고, 일부는 확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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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론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8조 제2항과도 조화

되지 않으므로,93)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에 하여 확정사유가 생기면 다

른 부동산에 하여도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94)

Ⅷ. 부당이득

[19] 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결(公 2006하, 1141)은 어음교

환 차에서 원래는 지 거 되었어야 할 어음이 어음소지인에게 지 된 경우 지

은행이 어음 소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시하 다. 이 사

건에서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4장을 소지한 소지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제시은행)

에 추심을 의뢰하고, 제시은행은 그 어음을 어음교환에 돌렸는데, 발행인의 거래

은행(지 은행)인 원고는 발행인의 당좌계좌에 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 마

감시각 까지 어음 을 입 시킬 것이니 부도어음통보를 유 하여 달라’는 발행

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어음 부에 하여 부도어음통보시각이 지나도록 부

도어음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  2장의 어음에 하여는 그에 앞서 하도록 되어 

있는 미결제어음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제시은행은 부도어음통보시각이 지나도록 

원고 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통보가 없자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추심 의 입 계

좌로 미리 설정해 둔 시 기업자유 계좌에 이 사건 어음 액면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입 하는 한편, 발행인이 약정 로  어음 결제 을 입 하지 아

니하자 뒤늦게 이 사건 어음에 부도표시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어음을 반

환하고자 하는 원고 은행의 요청을 법한 부도어음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

하 다. 이에 원고 은행은 피고를 상 로  어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93) 예컨대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앞선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

당받은 이상 더 이상 배당받을 것이 없다고 본다면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동근저

당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8
조 제2항 제2문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만이 확정된

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확정될 수 

없다.
94) 일본 민법 제398조의 17 제2항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 담보하는 원본은 하나의 부

동산에 관하여만 확정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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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것이다.95)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하여는 이미 선례가 있다. 즉 법원 1996. 9. 20. 선

고 96다1610 결(公 1996하, 3118)은 이러한 경우 지 은행은 어음 소지인을 

상 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시은행을 상 로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고 하 다. 그런데 [19] 결의 원심 결은 이러한 선례와는 달리 

지 은행의 어음 소지인에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하 다. 즉 원고 은행

으로서는 부도어음통보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결제자  미입 에도 불구하고 제시

은행에게 부도어음반환을 할 수 없게 되는 계로  차결제된 결제자  상당

의 손해를 입을 험을 감수하고서 시에 부도어음통보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피고가  규약 등에 정한 로 어음 을 지 받

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될 수 없으며, 가사 피고가 부당이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귀책에 기하여 이 사건 어음 이 정상 으로 추

심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에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반으로 허

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 결은, 종래의 선례를 인용하면서, 부도어음통보시각을 어긴 지

은행의 의사는 제시은행에게 부도어음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 등  규

약 등에서 정한 차  불이익의 감수는 별론으로 하고, 련 이해당사자에 한 

실체  권리 계의 포기까지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음 소지인의 입장

에서도 어음의 실 인 결제가 없었음에도 지 은행의 출연으로 추심  상당액

을 수령하게 된 것은 부도어음통보시각의 경과 이후  규약 등의 차상 교환

어음의 상계  차결제가 이루어진 데에 따른 반사  효과에 불과할 뿐이며 

어음의 실 인 결제 여부와 상 없이 그 어음의 추심 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

가 존재한다거나 그에 한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기 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은행의 뒤늦은 반환청구가 피고에 하여 히 불공정한 결

과를 래하게 됨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지 부도어

음통보시각의 경과 이후  규약 등에서 정한 차의 진행에 따라 부도어음이 

정상 으로 추심된 것과 같은 외 을 형성하 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반환을 구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원심 결

95) 상세한 사실관계는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千大燁, “지급은행의 부도어

음통보 해태와 어음소지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원 례해설 제60호(2006년 상반

기), 108면 이하 참조.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371～449420

을 기하 다.

이 문제는 이른바 삼각 계에서의 부당이득 문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96) 

종래 이러한 례에 하여는 주로 계약의 성립시기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

었을 뿐, 지 은행이 어음 소지인을 상 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데 하여는 특별한 비 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 [19] 결 내지 [19] 결이 

인용하고 있는 선례에 하여 지 은행은 원칙 으로 발행인에 하여만 부당이

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지인에 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고 하는 비 이 제기되었다. 이 설에서는 이러한 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방의 지시 등으로 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 방과  다른 계약 계

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  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

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를 수령하 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

다고 한 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결97)과는 조화되지 않으며, 

이처럼 지 은행의 소지인에 한 직 청구를 인정할 경우 지 은행은 원래 자

신의 계약상 방인 발행인 외에 추가로 입자(소지인)가 책임재산에 공취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구상채권의 책임재산을 확 하는 이익을 리게 되고, 

입자가 발행인으로부터 법한 변제를 받았다고 신뢰하여 발행인에게 가

계에 기한 자신의 부를 한 경우에는 입자는 결과 으로 불이익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지 은행으로서는 소지인에 

하여 청구할 수는 없고, 발행인에 하여만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98)

그러나 이러한 비 이 과연 일반 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2001다46730 

결이 그러한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제3자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

한 것은, 계약 계의 청산은 계약의 상 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냐하면, 원고들이 제3자에 하여 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험부담을 제3자에게 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 방에 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99)  결이 말하는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

 

96) 民法注解 XVII, 2005, 225면 이하(梁彰洙) 참조.
 

97) 公 2004상, 207.
 

98) 金炯錫, “支給指示⋅給付關係⋅不當利得”, 서울 학교 법학 제47권 3호, 2006, 300- 
305면 참조.

 

99)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 이유는 독일의 학설(특히 Canari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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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험부담(특히 상 방의 무자력)을 제3자에게 가시키는 것은 원칙 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

득에 있어서는 개별 인 사안의 특수성에 착안하여야 하고, 도식 인 해결은 

지되어야 한다.100)

그런데 이처럼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은행에 하고, 제시은행은 이를 

어음 교환에 돌려 결제하는 경우에는 일반 인 指示(Anweisung)의 사례와는 다

른 특수성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원칙 으로 어음 발행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 어음이 지 거 되는 험은 원래 어음 소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제시은

행101)이나 지 은행은 원래 그로 인한 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

래는 지 거 되었어야 할 어음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지 되었다고 

하여 당사자들의 험부담이 180도 달라져서 발행인의 무자력의 험을 지 은

행이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음 소지인으로서도 어음을 지

받는 것은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발행인

이 무자력이어서 원래는 지 거 되었어야 할 어음의 지 을 받는다는 것은 소

지인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望外의 所得(windfall gain)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된다. 金大元,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그

의 지시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 례해설 47
호 (2003 하반기), 86면 이하, 90면 이하 참조. 독일의 학설은 급부부당이득에 있어서 

누가 누가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급부의 당사자는, 그 급부의 원인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예컨대 동시이행 

등).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급부당사자 아닌 자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이러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당사자들은 그 상대방이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무자력으로 되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

다.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Ⅱ/2, 13. Aufl., 1994, §70 Ⅵ 1(S. 
247) 등.

100) BGHZ 61, 289 등 참조.
101) 위 96다1610 판결은 지급은행의 제시은행에 대한 부당이득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제

시은행이 소지인에 대하여 손실을 입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지급은행에 대하여는 이득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설명하기보다는 소지인이 지급을 받은 것은 지급은행에 직접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제시은행은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통로로서만 이

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金炯錫(註98), 300-304면도 같은 취지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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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일반 인 지시사례에 있어서는 계약 상 방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부

를 하는 당사자는 계약 상 방의 무자력 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에서 상 결의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칙 으로는 지 은행은 소지

인에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계를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지 은행에 가서 지

을 청구하 는데, 은행원이 발행인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것을 간과하고 지

을 하 는데, 소지인이 은행을 떠나기 에 은행원이 잘못을 발견하고 지 을 받

은 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과연 소지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경우에 소지인으로서는 반환을 하더라도 지 받기 보

다 특별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으므로 지 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와 같은 경우에 지 을 받은 소지인이 그에 따라 발행인과의 

계에서 자신의 반 부를 이행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

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102)

그런데 문제는 [19] 결의 사안과 같이 지 은행이 발행인의 당좌계좌에 

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부도어음통보시각이 지나도록 

부도어음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결의 원심과 같이 이제는 발행인의 무자력 

험을 지 은행이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 결과 같이 발행인의 무자력 험을 지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소지인에게 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103) 그 근거로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2조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102) 金炯錫(註98), 308면은, 만일 대법원이 종래의 결론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소

지인이 예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 보유가능성을 신뢰하여 대가관계에서 반대급부 등 

유상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현존이익 상실의 항변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좀더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103) 金炯錫(註98), 3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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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不法行爲

1. 適法한 代替行爲의 항변

[20] 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결(공2006 상, 104)은 이른바 

법한 체행  항변의 문제에 하여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 다. 법

한 체행 104)의 항변이란 가해자가 법한 행 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법한 행 를 하 더라도 역시 손해가 발생하 을 것임을 주

장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의 사안은 원고인 생명보험회사의 이사로서 보험계리인으로 근무한 피

고가, 책임 비  기타 보험계약에 한 비 ,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보험계리인으로서의 임무에 

배하여, 원고 회사가 책임 비 을 과소 계상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부정 확인함

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결손을 분식하게 하 고, 그 결

과 계약자배당에 한 제한을 회피하여  각 회계연도 에 합계  965억 원

의 과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게 하 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정책임 비 의 과소 

계상에 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본사  지방의 사옥들에 한 자산재

평가를 통하여 합법 인 흑자 결산을 하 을 것이고, 그 결과 법정책임 비 을 

과소 계상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계약자배당, 즉 자  유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  부정 확인행 와 원고 회사의 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자

 유출 사이에 인과 계가 없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일반론으로서 “무릇 법규에 반한 행 로 손해를 발생

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 에 응하는 법한 행 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행 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부 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의 엄격한 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요

104) 독일어로는 Rechtmäßiges Alternativverhalten이라고 한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

가에 관하여 국내의 용어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適法한 選擇行爲, 合法的 代替行

爲, 適法行爲 選擇, 가정적 적법행위선택, 適法行爲選擇假定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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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법행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 계가 

부정된다거나 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한 행 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

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 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 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

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 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하여는, “책임 비 의 정한 립은 보험제도의 근간

을 이루는 가장 핵심 인 요소의 하나로서, 그에 한 규제의 목 은 보험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는 물론 나아가 보험 산업 

반에 한 안정성  신뢰확보에 있는 것이어서 보험업에 한 각종 규제 

에서도 가장 요한 공익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 피고가 법행 를 선택

하여 책임 비 의 과소 계상에 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中略)에 3,000

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책임 비  과소 립사실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도 원

고 회사가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 을 가능성과, 그러

한 재평가 차익의 처분에 하여 감독 청으로부터 구 보험업법(1999. 2. 5. 법률 

제575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소정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상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다.105)

이러한 법한 체행 의 항변을 고려할 것인가에 하여는 주로 독일에서의 

논의가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법한 체행 의 항

변을 원칙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106)도 있으나, 독일의 다수설107)과 례는 

체로 침해된 규범의 목 에 따라 달리 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08) 이 학

10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준비금, 계약자 배당, 자산재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는 위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최동렬, “보험사의 계약자배당의 성질 및 그와 관

련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관하여”, BFL 제16호, 2006, 65면 이하 참조.
106) 예컨대 MünchKomm/Oetker, 4. Aufl., 2001, §249 Rdnr. 214 ff. 등. 다만 여기서도 규

범의 목적을 중요시하는 다수설 및 판례와는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107) 예컨대 Staudinger/Schiemann, Neubearbeitung 2005, §249 Rdnr. 105; Lange/Schiemann, 

Schadensersatz, 3. Aufl., 2003, §4 XII 5(S. 205 ff.) 등.
108)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예컨대 Lange/Schiemann (註107), §4 XII 

(S. 199 ff.) 참조.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국내의 문헌

으로는 蘇星圭, “不法行爲에 있어서 因果關係論”, 漢陽法學 7집, 1996, 168면 이하; 
朴鍾權, “原因競合에서의 假定的 因果關係에 관한 고찰”, 京畿法學論叢 창간호, 2000, 
215면 이하; 임건면, “假定的 因果關係”, 成均館法學 16卷 2號(2004. 12) 22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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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 그 입장이 다양하지만, 유력한 학설10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기본

으로는 침해된 규범이 손해의 결과 그 자체를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침해행 만을 방지하려고 할 때에 한하여 법한 체행 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한 체행 의 항변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여도, 법한 체

행 가 있었으면 마찬가지의 손해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가해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 특히 행정 청이 그러한 법한 체행 를 승인하 을지 여부에 하여 재

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결과 으로 법한 체행 의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

을 것이다. 나아가 근본 인 차규정 반의 경우에는 법한 체행 의 항변

을 받아들인다면 차규정을 형해화할 것이므로 법한 체행  반의 항변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110)

기본 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타당할 것이다. [20] 결도 이러한 입장을 채택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에서 책임 비 의 정한 립이라는 것은 보험회

사의 손해 그 자체를 방지하기 한 것은 아니므로 법한 체행 의 항변이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보험업에 한 각종 규제 에서도 가장 요한 공

익  규제이므로 법한 체행 의 항변을 허용하면 이러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법한 체행 인 원고 회사가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 을 가능성과, 그러한 재평가 차익의 

처분에 하여 감독 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상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한 체행 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것이다.111)

등이 있다.
109) Staudinger/Schiemann, §249 Rdnr. 105.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는 파업

을 하지 않을 의무(Friedenspflicht)을 위반한 근로자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

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BAGE 6, 321, 377 f.), 위와 같은 의무는 교섭의 가능성을 

연장하고, 노사교섭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결의 전망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110) Staudinger/Schiemann, §249 Rdnr. 106.
111) 다만 종전의 대법원 판례 가운데 결과적으로 적법한 대체행위의 항변을 인정한 것이 

있다. 즉 大判 1979.11.13, 79다1420(公 1980, 12343)은 서울시가 무허가 가건물에 관

한 철거대집행을 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위 가건물은 타인 대지 위에 

건축에 관한 대지주의 승락이나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세워진 건물로서 대지소유자 또

는 피고시에 의하여 조만간 배상 없이 강제 철거당하거나, 원고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가 그 철거집행 과정에서 난폭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잃게 된 건물 일부 부위

로부터 회수가 기대되었던 가용 자재의 시가 상당인 금 800,325원이고, 그 건축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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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 社에 의한 交通事故 被害 의 無斷撮影으로 인한 肖像權  

私生活의 侵害

[21] 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결(公 2006하, 1897)은 보험

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

의 장해 정도에 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 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

한 행 가 불법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사건의 사실 계는 체로 다

음과 같다. 원고 가족들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가해 자동차에 하여 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는데,  소

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서 원고들  2인에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오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인 공동피고들은 원고들의 후유장해 정도에 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 으로 원고들에 한 사진 54장을 원고들 몰래 촬 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 다. 법원은 그  한 원고에 하여만 재감정을 명하 고 그 결

과 장해 정도가 제1차 감정 때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다. 그 후  손해배상소송

은 화해에 의하여 종결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함부로 

원고들을 비 리에 추 하면서 사생활에 한 사진을 몰래 촬 하여 이를 법원

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권  사생활의 평온을 릴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 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하 다.

원심 결112)은 피고들의 행 는 민사재 의 증거수집  그 제출을 하여 필

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권  사

생활의 비 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래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

 목 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

권의 실 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하여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 는 그 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결을 기하 다. 법원은, 상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 를 구성하는데,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 으로 이루어졌다는 사

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는  침해행 로 인하여 

요된 총공사비를 기초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12)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각공 2004,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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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려는 이익이 있고, 원고들의 상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되는데, 이처럼 상권이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 를 둘

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  사안에서의 사정

을 종합 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 의 최종 인 법성이 가

려진다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 의 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

는 침해행 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그 성, 

침해행 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 의 보충성과 긴 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성  침해행 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

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침해법익이 원고들의 인격  이익보다 더 우

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피해법익도 하고, 피해 정도도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사진촬 을 할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도 인정된다고 하 다. 나아가 소송 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

고 무단히 타인의 법 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진

촬 에 특별히 긴 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침해방법 역시 합

리 이라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측이 원고들에 하여 지른 침해행 는 

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하 다.

일반 으로 상권이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침해가 불법행 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하여는 異見이 없다고 생각된다.113) 다만 문제는 이처럼 보험

회사가 소송 수행의 목 으로 소송 상 방을 비 리에 추 하면서 촬 한 것이 

불법행 가 되는가 하는 이다.

우선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撮影 는 作成되지 아니할 권리 (撮影⋅作成

拒絶權)도 상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114)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함

113) 초상권의 침해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침해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명언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이 처음이지만,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는 적지 않고, 또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大判 1998. 7. 24, 96다42789(公 1998하, 2200)는 국군보안사령

부가 민간인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

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

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114) 韓渭洙, “사진의 無斷撮影⋅使用과 民事責任”, 民事裁判의 諸問題 8권, 1994, 213-214

면; 嚴東燮, “言論報道와 肖像權侵害 :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民事判例硏究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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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촬 하는 것은 이를 공표하지 않더라도 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음으

로 문제되는 것은 상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 를 구성하는데,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의 증거를 수집할 목 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이 에 하여 통 으로 미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 은 불법

행 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 으로 한 촬 도 불법행 가 

아니라고 보아 왔다.115) 반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본다.116) 법원은 독일의 이론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117) 

나아가 소송상 증거로 쓸 목 으로 사진을 촬 하는 것과 같은 행 가 법한 

것인가에 하여는 이 사건 결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단하여야 하는데,118) 이 사건 결의 이유 설시나 결론은 설득력이 있다

고 생각된다. 반 론은 원고들은 먼  극 으로 피고를 상 로 손해배상의 소

를 제기하 고(원고의 사태야기!) 원고들의 노동능력상실 여부가 그 소송의 승패

를 좌우하는 것이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원고들의 활동모습이 노동능력상실 여

1999, 754면; 咸錫泉,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法曹 2006. 12, 200
면 이하 등. 

115) 韓渭洙(註114), 227면; 동, “身體障碍로 인한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原告의 障碍狀態를 

確認하기 위하여 원고를 尾行하면서 寫眞을 撮影한 행위가 不法行爲를 구성하는지 

여부”, 2006. 3. 비교법실무연구회 발표자료 참조. Forster v. Manchester, 410 Pa. 192, 
189 A.2d 147(Pa. 1963)에서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인신사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

람은 자신의 청구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야 하므로 이 한도

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여, 보험회사 조사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사진을 찍은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승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몰래촬영과 초상권”, 損害保險 456號 (2006. 11) 35면 이하는 이러한 미

국 판례를 인용하면서 대상 판결을 비판한다.
116) 嚴東燮, “證據蒐集을 위한 寫眞撮影과 肖像權”, 2006. 3. 비교법실무연구회 발표자료 

참조.
117) 독일의 판례는 Monaco의 캐롤라인 공주는 이른바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에 속하므로 

그녀를 공공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으나(BVerfGE 101, 
361 ff.), 이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의 2004. 6. 24. 판결(von Hannover v Germany, 
no. 59320/00)에 의하여 뒤집혔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국 귀

족원도 잘 알려진 모델인 나오미 캠벨이 마약중독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을 도로상에

서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Campbell v. MGN Ltd [2004] H. 
R. L. R. 24. 이들 판례에 대하여는 金水晶, “私生活의 自由와 言論의 自由의 衡量”, 
民事法學 제31호, 2006, 269면 이하 참조.

118) Staudinger/Hager, Dreizehnte Bearbeitung, 1999, §823 C 18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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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한 결정 인 증거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 스스로 야기한 사태라는 

”  “원고가 제기한 그 소송에서, 그 사진증거가 피고로서는 결정 인 것”이

라는 이 단요소로서 좀 더 명확히 인식되었다면,  결의 결론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119) 그러나 원고의 소 제기가 특별히 법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의 행동이 허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피고측으

로서는 그러한 사진증거가 실하게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이 에 하여는  결이 침해행 의 보충성  

긴 성이라는 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120)

다른 한편 이처럼 불법행 의 성립을 정하는 이상 불법행 에 의해 취득한 

사진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121) 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다

른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제로서, 여기에서 깊이 다룰 수는 없

다.122) 다만 이론 으로는 증거를 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불법행 가 된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에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는 불법행 의 성립 여부와는 다른 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23) 

119) 민사실무연구회에서의 전원열 부장판사의 주장.
120) 독일의 판례도 일반적으로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

는 행위의 적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Staudinger/Hager, §823 C 214 참조.
121) 민사실무연구회에서의 김인겸 부장판사의 질문.
122)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는 鄭圭相,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 民事訴訟 제9권 2호, 2005, 75면 이하 참조. 아직까지 민사소송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다. 大判 1999. 5. 
25, 99다1789(공1999하, 1262) 등 참조. 

123) 참고로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2003. 2. 4. 선고한 Jones v. University of 
Warwick 판결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보험회사가 고용한 탐정이 시장 조사원

을 가장하여 원고의 집에 들어가서 원고 모르게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었다. 항소법원은, 서로 충돌하는 공공의 정책들(public policies)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조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위 비디오 테이프

의 증거능력을 긍정하였으나, 증거능력에 관하여 생긴 다툼의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Brinkmann, “Die Verwerbarkeit rechtswidrig 
erlangter Beweismittel im Zivilprozess aus der Perspektive des Schadensrechts”, AcP 
2006, 746 ff. 특히 759 ff.는 이러한 영국 판례를 원용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상대방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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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22] 서울 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결(각공 2006, 2081)

은 박정희 통령이 피살당한 10⋅26 사태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화 “그때 그 

사람들”이 박정희 통령 는 원고인 그 아들의 인격  법익을 침해하는가 하

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화에 하여는 원고가  화를 제작한 화사를 

상 로  화의 상 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 고, 그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서울 앙지방법원은 2005. 1. 31. 부마사태시  장면, 박  통령장

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3곳

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 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124) [22] 

결은 그 본안사건으로서 원고가 피고 화사를 상 로 하여  화의 상 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22] 결은 먼  死者의 인격  법익에 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이 사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 의 지를 구할 수 있고, 다만 재산

상속이 사망시를 기 으로 개시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자

의 인격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그 유족의 명 , 명 감정, 는 유족의 사자에 

한 경애, 추모의 정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자의 인격  법익의 침해와는 별

도로 유족 자신의 인격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 의 지와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125) 그리고  화  통령인 각하가 여색을 탐

하고, 일본 문화에 한 향수를 갖고 있으며, 측근들과 일본어로 화를 하고, 국

비를 사 으로 유용하 다는 을 시하고 있는 부분 등은 박정희 통령의 인

격  법익을 침해하 다고 인정하 다.

그러나 고인의 인격  법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상 지 청구에 하여는, 역

사 으로 요한 사자의 정치 , 사회  행 과 그와 련된 생활상 등을 표 한 

경우에는 사자의 인격  법익을 하게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그 표 을 지

할 수 있고, 한 인격  법익의 침해에 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화의 

상  등 표 행  자체를 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와는 달리 표

의 자유를 근본 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특히 표 행 에 한 사 억제는 검열

을 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 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31.자 2005카합106 결정(법률신문 2005. 02. 01.자 기사 

참조).
125) 같은 취지, 金載亨, “모델小說과 人格權”, 人權과 正義 1997. 11, 6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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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화상  등의 지는 화로 인한 인격  법익의 침해의 태양  정도

에 비추어 그 침해가 하고 명백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고 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에 한 유효 한 구제수단으로

서 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 허용되는데,  화로 

인한 와 같은 고인의 인격  법익에 한 침해는 이 사건 화의 상  등을 

지해야 할 정도로 , 명백하지는 않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 다. 한 원고 

자신의 고인에 한 경애, 추모의 정의 침해를 이유로 한 지 청구도 이를 기각

하 다.

반면 원고 자신의 인격  법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1억원의 자료 지 을 명하 다.

먼   결이 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설령 

고인이나 유족에 한 인격  법익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  지와 

같은 것은 표 의 자유에 한 한 제한이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하에서

만 허용되어야 한다.126) 이러한 에서 본다면  화가 고인의 인격을 침해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인의 인격을 본질 으로 왜곡하는 것이라

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  일반인들이 그 화의 장면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화로 인한 인격  법익의 침해가 하고 명백하

다거나 하고 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127) 

다른 한편 손해배상청구에 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 결이 언 하고 

있듯이, 역사 으로 요한 사자의 정치 , 사회  행 과 그와 련된 생활상 

등을 표 한 경우에는 사자의 인격  법익을 하게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불

법행 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8) 이 사건에서 과연 법원이 인정한 사

실이 고 박정희 통령의 인격  법익을 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하여는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이다. 상 심의 단이 주목된다.

126) 許 樠, “言論報道에 대한 實體的 救濟手段”, 民事判例硏究 XIX, 1999, 698면 이하; 金
載亨, “言論에 의한 人格權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人權과 正義 2004. 11, 91면 이하 

참조.
127) 정경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엔터테인먼트”, 법률신문 2006. 6. 15. 

자 참조.
128) 金載亨(註125), 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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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親族法

1. 子女의 姓

[23] 헌법재 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6 결정(헌법재 소 례집 제

17권 2집 544면 이하)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었던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률조항

은 2007. 12. 31.까지 계속 용된다고 하 다.  결정에는 父姓主義의 원칙 자

체는 헌이 아니지만, 부성주의에 한 외의 범 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으

므로  조항이 헌이라는 다수의견과, 부성주의 자체가 헌이라는 별개의견 

  조항은 헌이 아니라는 반 의견이 있었다.  결정 자체는 이론 으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규정이 개정된 후에129) 개정 의 조문에 하

여 개정 조문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 으로 불합치결정을 하 기 때문에 실제

인 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결정의 다수의견이 부성주의의 원칙 자체는 헌이 아니라고 한 것은 기본

으로 부성주의가 통 인 제도임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 별개의견은 

기본 으로  2001헌가9 등 결정의 다수의견을 인용하면서 역사 으로 오랜 기

간 유지되어 온 통  가족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한 오늘날의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자명한 한계

를 가진다고 하여, 부성주의 자체가 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별개의견이 

다수의견보다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별개의견도 여 히 부성주의

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개정 후의 민법 조항에 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개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론 인 일 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130)

129) 2005. 3. 31.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

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부성주의를 유지하되 부모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0) [23] 결정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 “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서울 학교 법학 

제47권 2호, 2006, 149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해설로는 전상

현,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 소결정해설집(2005년), 2006, 757면 이

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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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性轉換

[24] 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원합의체 결정(公 2006하, 1341)의 

다수의견은 성 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131)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호

법 제120조132)의 차에 따라 호 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환된 성에 부합하

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 반면  결정의 반 의

견은, 성 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

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환된 

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에 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호 기재가 기재 당시의 진정

한 신분 계에 부합되게 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호 법 제120조에 의한 정정의 

상이 될 수 없고, 성 환자의 경우에 호  정정을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단계에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의 성을 한 기 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법 ⋅제도 인 보완이 

실하다는 을 충분히 지 하면서, 행 호 법 제120조의 호 정정의 방법으로

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을 선언하고, 국민의 의기 인 국회가 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 인 요건과 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종래 성 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 하여 호  정정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에 하여는 하  법원들의 처리가 갈라져 있었고,133) 법원의 례는 없었다. 

131)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

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

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

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32) 호적법 제123조: 戶籍의 기재가 法律上 許容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錯誤나 

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利害關系人은 그 戶籍이 있는 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

의 許可를 얻어 戶籍의 訂正을 신청할 수 있다.
133) 하급심 판례의 소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閔裕淑, “성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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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결(集 44권 1집 형1049;公 1996하, 

2264)은 남자에서 여자로 성 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

이 사건 반 의견도 인정하고 있듯이 성 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 하여 환

된 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는 에 하여는 국제 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4) 특히 유럽

인권재 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2002. 7. 11. 종래의 례를 변

경하여, 국 법이 성 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출생증명서상 변화된 성으로의 변

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의 존 을 규정한 유럽인권 약 제8조  혼인

의 자유를 규정한 유럽인권 약 제12조에 반된다고 하 다.135) 

문제는 성 환자의 성별 변경이 호 법 제120조에 의한 호  정정에 의하여 

가능한가 하는 이다. 다수의견도 시인하고 있듯이 호 법 제120조에 의한 호

정정 차는 경정 차와는 달리 호  기재 당시부터 존재하는 잘못을 시정하기 

한 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  기재 당시에는 남성 는 여성으로 기재된 

데 잘못이 없었으나 사후에 성 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미처 입법자가 상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보아 호 법 제120조에 의하여 포섭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는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136) 이 문제에 하여 여기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에 대한 호적정정의 가부(可否)”, 법원 례해설 제60호(2006년 상반기), 594면 이하; 
高宗柱, “性轉換者(transsexual)에 대한 法的 認識과 處遇 : 트랜섹슈얼의 法律上 地位

에 관한 先例와 理論의 檢討”, 司法論集 35輯, 2002, 423면 이하 등 참조.
134) 국제적인 동향에 관하여는 Rainer Frank, “Die Änderung der Geschlechtszugehörigkeit 

in Europa, insbesondere in Deutschland” (번역: 金載亨, “유럽, 특히 독일에서 性別의 

變更”), 判例實務硏究 VIII, 2006, 569면 이하 참조.
135) Christine Goodwin v. UK 판결(Application no. 28957/95) 및 I. v. THE UNITED 

KINGDOM 판결(Application no. 25680/94). 위 판결에 대하여는 현소혜, “性轉換者의 

民事上 法的 地位”, 家族法硏究 16권 2호, 2002, 313면 이하 참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홈페이지(http://cmiskp.echr.coe.int/tkp197/search. 
asp?skin=hudoc-en)에서 찾아볼 수 있다.

136) 전설: 高宗柱(註133), 456면 이하; 현소혜(註135), 331-332면 등. 후설: 김형석, “기본

권이 한국 사법에 미친 영향”,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법의 변천, 제3회 서울법대-프라

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2006, 164-165면(대법원의 이 결정은 법관의 법

률에 반하는 법형성으로서 대법원이 입법자의 권한을 자기의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 
문유석, “性轉換手術을 받은 者의 性別”, 人權과 正義 2002. 7, 95-96면은 호적법 제

23조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을 성별의 변경을 포함한 호적기재의 후발적 

변경(경정)의 포괄적 근거규정으로 보고, 그 절차는 호적정정절차를 유추적용하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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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는 참고자료로 국 법이 성 환자의 성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유럽인권 약 반이라고 한  유럽인권재 소의 결정(註135)이 있은 후인 

2003. 4. 10. 선고된 국 귀족원의 Bellinger v. Bellinger 결137)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는 남자에서 여자로 성 환수술을 받은 신청인이 자신이 다른 

남자와 맺은 혼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 는데,  유럽인권재 소 결정이 

있기 에 선고된 원심 결은 청구를 기각하 다. 1973년의 혼인사유법(the 

Matrimonial Causes Act 1973)은 혼인 당사자가 각각 남성  여성(respectively 

male and female)이 아니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귀족원은  유럽인권재

소의 결정을 인용하고, 당사자의 처지에 동정을 표하면서도, 신청인을 여자로 

선언하는 것은 법원과 사법 차에 의하여 행하여지기에는 하지 않고, 의회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우선 어떠한 성 환수술이 행하여지면 성

환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반드시 수술이 있어야 하는지도 의

문이라고 하 다. 둘째로 혼인의 목 으로 성 환을 인정하는 것은 컨  교육, 

자녀 양육, 직업상의 제한, 형법, 출생증명 등과 같은 더 넓은 문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혼인과 련하여도 성 환자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통 인 혼인의 념을 근본 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신청인의 신

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 혼인사유법이 성 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럽

인권 약 제8조와 제12조에 반된다는 不合致宣言(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을 하 다.138)  결에 따라 2004년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

이 제정되었다.

[24] 결정이 있은 후, 법원은 ‘성 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

리지침’( 법원 호 규 제716호 2006. 9. 6.)을 제정하 다. 그러나  지침은 

 결정보다도 더 성별정정허가를 할 수 있는 범 를 좁히고 있어서 비 의 상

이 되고 있다.139) 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성 환자의 성

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에 의한 호적정

정(호적법 제123조)절차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타 상세한 학

설의 소개는 閔裕淑(註133), 588면 이하 참조.
137) [2003] 2 W.L.R. 117.
138) 영국의 1998년 인권법은 영국 법률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

접 그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못하지만, 불합치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개정의 계기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英國의 1998년 人權法(Human 
Rights Act 1998)이 私法關系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학교 법학 제43권 1호, 2002, 
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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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변경 등에 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입법론 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할 

이 많으나,140) 종래 논의되지 않았던 으로는 성 환수술 자체에 법원의 허가

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이다. 사견으로는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해석론 으로 문제되는 것은 [24] 결정이 성 환자에 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96도791 결과 어떤 계에 있는가 하는 이다.  결정은 

 결을 선례로서 인용하고 있고, 이를 명시 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보기에 따라서는  결은 형사에 한 것이므로 민사에 한  결정과는 

서로 용범 를 달리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어도 성 환자의 재의 성이 

호 상 기재된 성과 다르다고 하여 호  정정을 허용하는 이상 호  정정이 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3. 事實婚이 配偶  一方의 死亡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財産分割 請

求의 가부

[25] 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결(公 2006상, 745)은, 부부재

산에 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

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계에도 이를 용 는 유추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 에 사실혼 계를 해

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 계가 일방 당사자

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

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한 상속권

만이 인정된다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

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 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사실혼 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139) 김중권,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6년 09월 25일(제3493호) 참조. 위 지침은 성별정정허가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어

야만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일본에서의 논의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 
(2004. 7. 1. 시행) 3조 1항 3호는 성전환을 이유로 하는 성별취급 변경심판의 요건으

로서 ｢현재 子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평등원칙을 규정

하고 있는 일본 헌법 14조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다. 二宮周平, “일본에 있어서의 성

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공익과 인권 제3권 제2호, 2006, 153면 이하 참조.
140) 예컨대 성전환 수술을 받았을 것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 기혼자이면 어떠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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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

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

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시를 덧붙 다.

종래 이 문제에 하여는 국내에서 그다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에 하여 언 한 견해는 체로 부정설을 취하고 있었다.141) 정설의 주된 

논거는, 사실혼이 방 생존 에 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되면 균형이 맞지 않고, 법률혼의 경우

에는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타방 당사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하게 된다는 이다.142)

그러나 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경우에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25] 결이 설명하는 것처럼 행법상 

법률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만이 인정되는데, 만일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

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한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143) 한 

정설은 기본 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법의 기본 인 태

141) 金俊模, “재산분할제도의 성격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裁判資料 제101집 家庭

法院事件의 諸問題 (상), 2003, 248면; 孫丞瑥,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한 문제점”, 
裁判資料 제101집, 347-349면;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金時徹, “일
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

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 례해설 제61호(2006년 상반기), 491면 이하. 긍정

설로 보이는 것으로는 權純漢, “相續法의 未來의 課題”, 가족법연구 제14호, 378-379
면이 있다. 

142) 일본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最高裁判所 2000(平成 12). 3. 10. 결정(民
集 54권 3호 1040면, 判例時報 1716호 60면)은 대체로 [25] 판결과 비슷한 취지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孫丞瑥(註141), 
341면 이하; 大村敦志, “內緣關係の解消と財産分與”, 別冊 ジュリスト No. 162 家族法

判例百選 第六版, 2002, 42면 이하; 二宮周平, “死亡による內緣關係の解消と民法768條
の類推適用”, ジュリスト No. 1202 平成12年度重要判例解說, 2001, 78-79면 등 참조.

143) 현재 국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제

출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먼저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상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

상에 관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쟁

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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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회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민법은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연고자에 한 분

여를 인정하고 있는데(제1057조의 2 제1항),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

하는 것은 이러한 민법 규정과도 조화되지 않는다.144)

Ⅺ. 相續法

1. 相續回復請求權

상속회복청구권에 하여도 몇 가지의 요한 결례가 있었다. 우선 [26] 

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결(公 2006하, 1503)은 구 민법 제996조

( 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 히 별개의 제도라

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 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 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

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구 민법상 제사용 재산의 승계인인 호주상속인이 그 

호주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때에도 제척기간 제도가 동일하게 용되었다는 

을 들고 있다.

144) 다만 사견으로는 이처럼 재산분할의 인정이 현행법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널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령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부정하고 있고(大判 1995. 9. 26, 94므1638, 公 

1995하, 3531; 1996. 9. 20, 96므530, 公1996하, 3190 등), 하급심 판결례로서는 동성

(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이 있다(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각공 2004, 1273).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 가운데 부양적 의미를 가진 것은 인정할 수 없을지 몰라도, 
청산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위와 같은 경우의 동거관계가 법률상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

득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

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도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점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판례(大判 1997. 10. 24, 95다49530, 
49547, 공1997하, 3570 등)도 채택하고 있는 불법성 비교 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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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7] 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결(公 2006하, 1671)은, 

참칭상속인의 최  침해행 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

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

가 최  침해행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 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

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 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 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1인이 1993. 

4. 6. 상속권 침해행 를 하 고, 그에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상속회

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 결을 받았는데 제3자

인 피고는  소송 진행 이던 2001. 8. 29.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근 당권을 취

득하 고, 그에 하여 원고가 2003. 12. 11. 근 당권 말소를 청구하 으나 법

원은 피고에 한 청구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부 법하다고 한 

것이다.

이 결은 몇 가지 검토할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처럼 원래의 참칭상

속인에 하여는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 으나 그 참칭상속

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하여는 제척기간 이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

한 경우에 이 제3취득자에 한 소가 부 법하다고 할 것인가 하는 이다. 소멸

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단은 그 승계인에 하여도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69

조), 소멸시효 아닌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원래 단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상속

회복청구권을 제척기간에 걸리도록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와 같은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145) 이러한 경우에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참

칭상속인에 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처분 지가처분 등의 조

치를 취함으로써 제3취득자에 한 계에서 별도로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생

기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칭상속인에 한 확정 결 후에 제3취

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제3취득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

218조 제1항)으로서 그에 하여  확정 결의 기 력과 집행력이 미치게 된다.

145) 상속회복청구권을 제척기간 아닌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법에서

는 판례가 제3취득자의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참칭상속인이 소

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日本最高裁判所 1995(平成 7). 12. 5. 판결(金融⋅商事判例 993⋅3). 門廣乃里子, 
相續回復請求權, 2000, 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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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문제 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 행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2002. 1. 14. 

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 규정에 의한 10년의 제척기간이 그 이

인 1993. 4. 6.부터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이다. 원래  개정 의 민법 제

999조 제2항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

법재 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

23(병합) 결정(헌법재 소 례집 13권 2집 1면 이하)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반된다고 시하여 와 같이 개정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28] 헌법재 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38, 61 결정(헌법재

소 례집 18권 1집 97면 이하)에서 좀더 직 으로 다루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이 아니라는 146)  10년의 

제척기간의 기산 을 “상속권의 침해행 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 개

정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이 아니라는 147)을 시하 는데, 여기서 주목하

여야 할 것은  개정 민법 규정이 그 이 인 1984. 9. 17. 상속권 침해행 가 

있은 경우에 용되는가 하는 이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일부는, 종 규정이 헌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일단 상속회복청구권에 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이후 개정으로 인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지원칙에 배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취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

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새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제척기간을 종 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3조 제

2항에서 지하고 있는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고, 더구나 개정 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민법의 효력의 불소 원칙을 밝히고 있으므로  조항

146) 다만 이에 대하여는 송인준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147) 이 점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법재 소 

례집 14권 2집 756면 이하)의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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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지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여  주장을 배척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에는 문제가 있다. 만일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주문

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 다면 그에 따라 개정된 조항이 소 용될 여지도 있

었을 것이다.148) 그러나  결정은 단순 헌결정이었고, 따라서  헌결정에 

의하여 헌으로 결정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헌결정이 있은 

다음에는 종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 던 것이 헌결정에 의

하여 소 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다면 그 후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민법 시행 에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 다고 보는 것은 헌

법이 지하고 있는, 형 인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헌법 제13조 제2

항)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개정 민법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개정 민법 시행 

부터 진행하지만 그 만료는 개정 민법 시행 인 경우에는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부칙 제2항도,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불소 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므로 해석상으로는 도

히 개정 민법 조항에 따른 10년의 제척기간이 개정 민법 시행 의 상속권 침

해행 가 있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149) 

148) 그러나 이 또한 소급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尹眞秀, “憲法裁判

所 違憲決定의 遡及效”, 재 자료 제75집, 1997, 676-670면, 특히 678면 註 124) 참조.
149) 尹眞秀, “相續回復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舊慣習의 違憲 與否 및 判例의 遡及效”,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3권, 2004, 118면 註 77) 참조. 大判 2004. 7. 22, 2003다

49832(미공간.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위 개정 조항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金

大元,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

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판례해설 51호 (2004 
하반기), 393-395면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제기된 소에는 개정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제기된 소에는 개정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사실무연구회에서 김시철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을 

실체법 규정이 아닌 제척기간 규정으로 본다면 개정민법 시행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

에는 개정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을 절

차법 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법 규정이라 하여도 그 소급적용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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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限定承認

2006년도에는 한정승인에 하여 여러 개의 례가 나왔다. 우선 민법 제1019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종 의 

1998년 5월 27일부터 2002년 1월 14일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외에 

1998년 5월 27일 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상속채무 과사실”)을 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

월 27일 이후에 그 사실을 안 자로 확 한 민법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에 

한 일련의 례가 있다. [29] 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결(公 

2006상, 242)은,  개정 법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개

정 법 시행 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에 하여 개정 법에 의한 한정승인으로

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50)

그리고 [30] 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公 2006하, 428)은, 가정

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 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

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

는지 여부의 최종 인 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 하는 가정법원으

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

다거나 상속인이 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 다는 등의 실체  요건에 

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 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

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시하 다.151) 

한정승인과 련하여 소송법 으로 흥미를 끄는 것은 [31] 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결(公 2006하, 1910)이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채권자가 

150) 같은 취지, 大判 2006. 1. 26, 2003다29562(공 2006상, 297) 등. 한편 大判 2006. 1. 
12, 2003다28880(公 2006상, 224)은 개정 법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개정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 종전의 신고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사람은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제한 없이 인용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판례에 대하여는 閔裕淑, “개정민법상 특

별한정승인 제도”,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5권, 2006, 60면 이하 참조.
151) 같은 취지, 閔裕淑(註150), 74-75면. 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각

공 2006상, 1281)은 위 결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상속인들이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가정법원은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부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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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 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에 이미 상

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바 있는데,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

하여 책임의 범 에 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 다.  

결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범 의 확정과는 

계가 없고 다만 결의 집행 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결의 집

행력을 제한할 뿐이며,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 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

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 는 실 인 심 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하여는 기 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

에 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시하 다.

원래 이 문제는 종래부터 정설과 부정설의 립이 있던 문제로서, 종래 국내

에서는 례와 같은 을 근거로 하는 정설도 유력하게 주장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152) 그러나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원래 이행청구의 소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의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

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하여 

이행 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153) 이러한 경우에 주문에서의 책임한정의 기재가 기 력이 있는가 하는 

에 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어도 기 력에 하는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154) 그 다면 피고가 한정승인의 항변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경우에도 

152) 상세한 것은 曺大鉉, “限定承認의 抗辯”, 民事訴訟 I, 1998, 160-164면 참조. 이 문헌

은 어느 설을 택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국내의 부정설로는 閔日榮, “請求異議의 

訴에 關한 實務上 問題點” 裁判資料 35집, 1987, 219-220면이 있다.
153) 大判 2003. 11. 14, 2003다30968(公 2003하, 2346).
154) 日本 最高裁判所 1974(昭和 49). 4. 26. 판결(民集 28권 3집 503면)은, 판결절차에서 

限定承認의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채무의 이행을 명할 때에 主文에 責任制限의 趣旨

를 記載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限定承認의 存在 및 效力에 대한 前訴의 判斷에 관해

서는 旣判力에 準하는 效力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한 責任制限

判決이 確定된 후에 채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限定承認과 

相容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여, 無限責任의 판결을 얻기 위하여 새로이 소를 제기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前訴의 訴訟物은 직접적으로는 상속채무

의 존재 및 범위이지만 限定承認의 存在 및 效力도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심리판단

될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에는 主文에서 그 점이 明示되는 것이고, 변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371～449444

기 력에 하는 차단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155) 만일 [31] 결과 마찬가지

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범 의 확정과는 계가 

없고 다만 결의 집행 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라고 한다면,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

가 허용될 수는 없고, 이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나 집행에 한 이의만이 허용되

어야 할 것이다.156)

다만 례는 형성권 에서 상계  지상물 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소의 변론종결 에 이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행사하

지 않았더라도 새로이 이를 행사하는 것이 소 결의 기 력에 의하여 차단되

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157) 이는 그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더라도 상 방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정책 인 고려가 작용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형성권의 행사도 아닌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기

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遺 의 方式

2006년에 선고된 유언의 방식에 하여는 다음의 두 결이 주목된다. 우선 

론 종결 후의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인정하는 구 일본 민사소송법 제545조 

제2항(우리나라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한다)의 立法趣旨인 權利關係의 安定, 
訴訟經濟 및 訴訟上의 信義則 등의 관점은 이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55) 같은 취지, 李時潤, 新民事執行法, 제3판, 2006, 88-89면.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增

補新訂五版, 2006, 240면은 이행소송의 특질은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의 기초로 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권의 존재와 함께 그 강제가능성 내지 책임의 

확정에 있다고 하여야 하고, 책임 한정을 위한 한정승인의 사실이 이행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로 될 수 있는 이상, 無留保의 이행판결의 확정 후에 채무자가 표준시 전에 

한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사유로 하는 것은 前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780조 제1항은, 채무자의 

상속인으로서 이행을 명령받은 피고는 그 책임의 제한이 판결에 유보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6) 한정승인의 사실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가, 아니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하

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국내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청구이의의 사유

가 된다고 본다. 曺大鉉(註152), 164면 이하; 註釋 民事執行法 (II), 2003, 236-237면

(金龍德) 등 참조.
157) 상계에 관하여는 大判 1998. 11. 24, 98다25344(公 1999상, 9) 등. 매수청구권에 관하

여는 大判 1995. 12. 26, 95다42195(公 1996상,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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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결(公 2006상, 586)은, 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 로 말로 표 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

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이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口授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 사례에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

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  분쟁과 혼란을 방하기 

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 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

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

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

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

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

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158)

그리고 [33] 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결159)은, 유언자

의 날인이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한가에 하여, 민법 제1065조 내

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  분쟁과 혼란을 방하기 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 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

15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같은 취지의 판례로서 大判 1980. 12. 23, 80므18(공
1981상, 13584); 1993. 6. 8, 92다8750(公 1993하, 1989); 1996. 4. 23, 95다34514(公 

1996상, 1562) 등.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해석하면 정신은 말짱한데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언을 할 방도가 막히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면서, “촉탁인이 국

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 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者로서 문

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公證人法 제28조를 원용하여, 口授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촉탁은 유언자가 직접 공증인에게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시키는 것은 불가하

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언어능력이 없는 사람은 필기문답이나 거동에 의하여 의사

를 표시할 수도 있으므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만으로는 口授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함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李在性,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의 方式”, 李在性判例評釋集 VI, 再
版, 1989, 499면 이하 참조.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 “相續制度의 憲法

的 根據”, 憲法論叢 제10집, 1999.12, 81면 이하 참조. 판례가 口授가 없다고 하여 유

언이 무효라고 한 사례는 모두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었다.
159) 판례공보 등에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난에서 검색할 수 

있다.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371～449446

을 수 없다고 하여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의 효력이 없고,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

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 다. 

국내의 학설상으로는 날인을 요구하는 목 은 유언자의 동일성과 유언이 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하여서이지만, 이러한 목 은 유언서 문의 자서

와 성명의 자서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되므로 그밖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

요하고 따라서 날인이 없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16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

법 제1066조의 규정에 명백히 어 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질 인 면에서도 

자필증서유언에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유언의 안에 불과

한 것이 아니고 확정 인 유언임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므로, 날인이 

락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161) 이와 련하

여 생각해 볼 것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서 유언자의 주소를 락한 유언의 

효력은 어떤가 하는 이다. 이에 하여는 인천지법 1992. 10. 9. 선고 91가합

17999 결(하 심 례집 1992 - 3, 184)과 서울지법 2001. 2. 20. 선고 99가합

85201 결(법률신문 2001. 3. 3. 자 14면) 등이 단지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 해석론으로서는 무리라고 생각된

다. 다만 이처럼 유언의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유언의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이 아닌가 하는 은 따져 볼 필요가 있

다.162)

160) 郭潤直, 相續法, 改訂版, 2004, 230면. 같은 취지, 金泳希, “自筆證書遺言方式에 관한 

諸問題”, 家族法硏究 제17권 2호, 2003, 284면.
161)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89828 판결

(각공2005, 1271)도 피상속인이 거래관계로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피고 은행 지점의 

직원으로부터 자필증서의 유언은 날인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교

부받았음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중 유독 날인만 누락된 상태의 이 사건 

유언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진의가 확정적으로 

그 전 재산을 참가인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162) 이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沈憲燮 敎授 古稀記念 

論文集(근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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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結 論

이 의 성격상 따로 결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6년의 례를 살

펴보면서 례와 학설 사이의 계에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이 있다. 

종래 례가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종래의 례에 하여 의

문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그에 하여 례에 의하여 답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설도 많이 고려되고 있다. 이 게 하여 례가 나오면 그에 

하여 학설이 반응을 보이고, 그러한 학설은 다시 례에 향을 주게 된다. 이

게 하여 법률문화가 변증법 으로 발 하는 것이다. 이는 재에는 비교  당

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이지만 얼마 까지도 그 지 못하 다. 필자가 법학 

공부를 시작하던 1970년 만 해도 례와 학설 사이에 의미 있는 화가 별로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 에 이르러서는 례에 한 학설상

의 연구도 활발하고,  이러한 연구가 다시 례에 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례가 종래 일본의 학설과 례에 주로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 

다른 나라들의 이론도 참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매우 고무

인 상이다.

그 지만 아직도 개선될 이 없지 않다. 우선 례에 한 연구가 아직 부족

하다고 생각된다. 질 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양 으로도 요한 례에 한 깊

이 있는 연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례도 과다한 업무 부담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론 인 면은 도외시하고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

을 느낀다.

여기에서 다룬 례들은 각각 독립 인 례연구의 상으로 삼을 만한 가치

가 있다. 이 이 이를 하여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敎會의 分裂, 共通의 錯誤, 破産管財人의 제3자성, 消滅時效의 濫用, 取得

時效, 抵當權, 不當利得, 肖像權, 性轉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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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Civil Law Cases decided in 2006

163)Jinsu Yune
*

This paper reviews 33 korean cases on Civil Law decided in 2006. Among 

these cases, 2 cases are the most important.

1. On April 20,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overruled its own precedents 

regarding the split of a church. According to the former precedents, the members 

of a church at the time of the split were collective owners of the property of 

the church regardless of the split. But these precedents were much criticized 

because the court could not resolve the dispute of the church members. So the 

new decision denied the split of a church as a legal concept. Rather, the 

decision declared, the so-called split of a church is nothing but a collective 

secession. So the seceded members cannot assert any right upon the church's 

property. But the church can change the denomination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In my opinion, this new decision comports with 

the purpose of the law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2. The majority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22, 

2006 declared that the sex of a woman in the family register who received a 

transsexual operation could be changed from woman to man by way of the 

family register correction. But the minority opinion asserted that the transsexual 

operation should not be a cause of the family register correction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law. According to the minority opinion, the legislature, not the 

court, had the competence to decide whether transsexual operation should be the 

cause of the change of sex in the family register. 

This decision can be compared with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of U. 

K on April 10, 2003. In Bellinger v. Bellinger, [2003] 2 W.L.R. 117 the House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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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ords rejected the petition, for the court to declare the man who received the 

transsexual operation as woman, on the reason that the court had no such 

competence. Instead, the House of Lord declared the relevant English law as 

incompatible with the European Human Rights Convention.

Key word: split of a church, common mistake, trustee of a bankrupt debtor as a 

third person, the abuse of prescription, adverse possession, mortgage, 

unjust enrichment, the right of portrait, transsexual 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