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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 민법 제60조에 하여는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하여는 찬성론(제한설)과 반 론(무제한설)이 립하고 있다. 제한설과 무

제한설의 쟁 은 등기강제의 의미로 귀결된다. 우선 무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에는 惡意의 제

3자에게도 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강제된다. 무제한설은 등기 후를 기 으로 善意ㆍ惡意

의 제3자에 한 법률 계를 획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 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강제의 기능이 약하다. 제한설은 

등기 이라도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등기제도의 목 에 어 난다고 한

다. 례는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는 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 되어, 창설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민

법 제54조에 규정된 항등기는 제3자에 한 항요건을 구성한다. 항등기의 효력에 하여

는 세 가지의 해석론이 가능하다. 등기 에는 법인 내부 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惡意

의 제3자에 하여서도 당연히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은 항등기에 창설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법인 내부 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 이라도 惡意

의 제3자에 항할 수 있다는 해석론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창설  효력에 하여 항

등기(변경등기) 에도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에 반하여 등기 에는 내부

으로만 효력이 있을 뿐 등기를 하여야만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론은 

항등기(변경등기)를 제3자에 한 항요건이라고 보는 것과 일치하고, 민법제정자들이 민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등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라는 표

을 삭제한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물권편과 채권편의 항등기의 효력을 일 되게 유지할 수 있

어 타당하고, 민법이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 하여는 善意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민법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과도 일치한다. 요컨  민법 제60조는 표권제한을 항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편의 항등기 나아가 물권편과 채권편의 항등기와 일치되게,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항등기의 효력, 항력, 항요건, 善意의 제3자 보호, 설립등기의 효력, 惡意의 제3

자 보호, 창설  효력, 효력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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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 행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표권에 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

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 하여는 개정논의가 있다. 

즉, “이사의 표권에 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

지 못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2004년의 민법개정안

도 이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민법 제41조에 의하면 표권의 제한은 定款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표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없는 동안, 즉 표권을 제한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만 있고 법인의 定款에 

기재하지 않은 동안 는 표권을 제한하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법인의 定款에

는 기재되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동안, 표권제한의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한 

惡意의 제3자에 하여, 법인은 법률행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ii) 이상의 개정안에 하여는, 이것이 과연 민법이 규정하는 항등기의 효력

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 인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민법 제60조에 한 

개정논의는 표권의 제한에만 국한되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이는 법인의 항등기의 효력 일반과 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민법 제54조는 

법인에 한 등기를 창설  등기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와 항등기로 구분하고 

있는바, 민법 제60조의 표권제한의 등기는 바로 항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민법 제54조는 “설립등기이외의 본 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

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문언은 등기 후가 아니면 善

意의 제3자뿐만 아니라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것이 등기 에는 제3자가 善意이냐 惡意이냐에 상 없이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는 례의 입장이기도 하다.1)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 제60조에 한 개정

논의는 민법의 법인편뿐만 아니라 다른 편에 있는 항등기 일반과도 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표 인 항등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21조는 “부동산임

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

다. 민법 제54조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한 것

이나, 민법 제621조가 “그 때(등기)부터 제3자에 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한 것

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례는 이 규정

1) 大判 1992. 2. 14, 91다24564(公 199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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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도 “부동산임 차의 항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은 부동산에 하여 

임 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하여 임차인은 임

차권으로 항할 수 없다.”고 시함으로써,2) 역시 등기 에는 善意이냐 惡意이

냐에 계없이 제3자에 하여 항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iii) 한편 특수법인에 한 특별법은 민법 제54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

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3조 제3항은 “韓國銀行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동법 제3조 제2항은 “韓國銀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설립등기에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조 제3항은 항등기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리고 동법 시행령은 무엇을 항등기의 사항으로서 할 것인지와 련하여, 제3조

(신설등기), 제4조(이 등기)  제5조(변경등기)를 두고 있다.3) 그 밖에 한국 력

공사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4조(이 등기)  제5

조(변경등기),4) 한주택공사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제4조(이 등기)  제5조(변경등기)5), 한국조폐공사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3

조(하부기 의 설치등기), 제4조(이 등기)  제5조(변경등기),6) 한국 공사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제4조(이 등기)  제5조(변경등

기)도7) 각 법령상의 항등기에 하여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경우 특별법은 항등기의 효력과 련하여 민법 제54조와 동일하게 “그 등기후

가 아니면 제3자에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60조의 

개정논의는 이들 규정과도 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iv) 민법 제60조의 개정안에 하여는 찬반의 견해가 엇갈린다. 항등기가 

2) 大判 1977. 12. 13, 77다115(要集 민 I-2, 995).
3)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는 법령에 의하여 대표

권이 정하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관관공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한국 력공사법 제7조 제3항 (登記)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5) 한국조폐공사법 제5조 제3항 (登記)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를 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6) 한국 공사법 제5조 제3항 (登記)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7) 폐지된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항등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132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2009. 9.)

없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지만, 항등기가 실행되면 惡意의 제3

자뿐만 아니라 善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항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무제한설)

와 항등기가 없어도 惡意의 제3자에게는 항할 수 있지만, 항등기를 실행하

면 善意의 제3자에게까지도 항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제한설)가 립하고 있다. 

II. 대표권제한사항의 정관기재 : 定款의 임의적 

기재사항ㆍ해당사항의 효력을 위한 定款의 임의적 기재사항 

표권제한은 등기에 앞서 定款에 기재되어야 한다. 표권제한의 정 기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1. 定款의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목 (제1호), 명칭(제2호), 사무소의 소재지(제3

호), 자산에 한 사항(제4호), 이사의 임면에 한 사항(제5호), 사원자격의 득실

에 한 사항(제6호)은 定款의 효력을 하여 설립자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한

다. 定款에 이들 사항을 기재하여야, 定款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필요  기재사항

ㆍ定款의 효력을 한 필요  기재사항). 한편 민법 제40조에 의하면 설립자는 

존립시기ㆍ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는 사유(제7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의 성립과 효력을 하여 사단법인의 존립시기ㆍ해산사유에 하여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존립시기ㆍ해산사유는 定款을 하여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 결과 이를 定款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定款이 무효가 되거나 법인설립의 허가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립자가 사단법인의 존립시기ㆍ해산사유를 합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定款

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定款은 무효가 된다고 

한다.8) 이러한 에서 목 (제1호) 등의 사유는 定款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  필요  기재사항｣이라고 한다면, 존립시기ㆍ해산사유(제7호)는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상 ㆍ필요  기재사항｣ 는 ｢조건부 

8) 民法注解[1], 612; 註釋民法 [總則⑴], 647. 그러나 존립시기ㆍ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이를 定款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定款이 무효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는 추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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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상 ㆍ필요  기재사항ㆍ定款의 효력을 

한 필요  기재사항).9)

2. 定款의 임의적 기재사항 : 해당사항의 효력을 위한 定款의 임의적 

기재사항과 해당사항의 효력과 무관한 定款의 임의적 기재사항

(i) 定款은 법인의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임의로 여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표권의 제한도 그러한 사항 의 하나이다. 법인에게 있어서 定款의 효력을 

하여 표권에 한 제한은 반드시 존재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제40조)은 표권의 제한은 定款의 필요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표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임의  기재사항에 지나지 않는다(임의  

기재사항).

(ii) 민법 제41조는 표권의 제한은 이를 定款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표권제한의 효력을 하여 반드시 이를 定款에 기재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즉, 표권제한이라는 사항 자체의 효력을 하여 定款에 기재하는 것

이 필요하다(임의  기재사항ㆍ해당사항의 효력을 한 定款의 임의  기재사항). 

그 결과 표권의 제한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定款에 기재가 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 내 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러나 그 밖의 임의  기재사항은 해당사항의 효력을 하여 定款에 기재되

어야 할 필요가 없다(임의  기재사항ㆍ해당사항의 효력과 무 한 定款의 임의  

기재사항).

3. 설립등기의 상대적ㆍ필요적 기재사항

(i) 민법 제49조(제2항)는 존립시기ㆍ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제5호),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제7호) 그리고 이사의 표권을 제한한 때에

는 그 제한(제9호)을 설립등기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립시기ㆍ해산사유, 

출자의 방법과 표권제한은 이른바 ｢설립등기의 상 ㆍ필요  기재사항｣이라

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定款의 상 ㆍ필요  기재사항｣이기도 한 존립시기

9) 梁彰洙, “法人 理事의 代表權 制限에 과한 若干의 問題”(이하 梁彰洙), 民法硏究 제1권
(博英社, 1991), 118. 한편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民法注解[I] 總則⑴(博英社, 1992)(이하 民法注

解[I]),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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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산사유와 ｢설립등기의 상 ㆍ필요  기재사항｣일 뿐인 출자의 방법ㆍ 표

권제한은 구분되어야 한다. 즉, 존립시기ㆍ해산사유는 定款에 기재를 하지 않으

면 定款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定款의 상 ㆍ필요  기재사항), 출자의 방법과 

표권제한은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定款에 기재하지 않아도, 定款이 무효가 되

지 않는다(定款의 임의  기재사항). 

(ii) 출자의 방법과 표권제한은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定款에 기재하지 않아

도, 定款이 무효가 되지 않는 임의  기재사항이라는 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표권의 제한은 해당 사항 자체의 효력을 해서는 반드시 定款에 기재하는 것

이 필요하지만(임의  기재사항ㆍ해당사항의 효력을 한 定款의 임의  기재사

항), 출자의 방법은 해당 사항의 효력을 해서도 定款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

(임의  기재사항ㆍ해당사항의 효력과 무 한 定款의 임의  기재사항). 

  

4. 결어

(i) 표권의 제한은 이를 定款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

도 법인의 내부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표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본질 으로 법인의 외 인 활동에 한 것이기 때

문에, 표권의 제한은 반드시 定款에 기재하여야 외 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

도록 하는 것이다.10) 

(ii) 민법(제60조)은 표권의 제한을 定款에 기재한 후에는 다시 이를 등기하

지 않으면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권의 제한은 

定款에 기재되면 그것만으로 법인의 내부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따라

서 제3자가 이를 알고 있을 경우(惡意인 경우) 그에 하여는 당연히 항할 수 

있고, 등기를 하면 善意의 제3자에까지도 항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표권

의 제한이란 본질 으로 제3자와 련이 있는 외 인 사항으로서 定款에 기재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는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고(惡意인 경우), 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善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술한 제한설과 무

제한설의 립된 주장이다. 이에 하여는 항을 바꾸어 논한다. 

10)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만을 요구할 것인지 또는 定款에의 기재까지 요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이다(梁彰洙, 119). 대표권의 제한은 대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법은 정관
의 기재와 등기의 양자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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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표권제한의 의미 : 민법 제41조와 제59조(제1항)의 관계

민법 제41조의 표권의 제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민법을 제정하면서 

제41조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종 부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표권의 제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定款에 기재되지 않고 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

에도 표권의 제한으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1. 구별설

민법 제41조의 定款에 기재되는 표권의 제한이란 수인의 이사  어느 자에

게 표권을 부여하거나 는 공동 표를 정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구별설).11) 따

라서 일정한 법률행 에 하여 사원총회ㆍ이사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거나, 일정한 이사의 업무집행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표권의 범 에 한 제한은 민법 제41조의 표권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이들 

사항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한다.12) 이는 이사가 내부 으로 수하여야 할 업무

집행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13)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

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14)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표권의 제한으로서 등

기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41조에 의한 제한( 표권의 유무와 공동 표)이고, 민

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제한(이를 표권한범 의 제한이라고 부른다)은 

등기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15) 요컨  민법 제60조의 취지는 주식회사에

서의 표자를 제한하거나 공동 표를 정하는 제한을 민법에 도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16) 

2. 비구별설

(i) 표권의 제한은 반드시 定款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 결과 定款으로 표

권의 유무를 정하거나 공동 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定款으로 사원총회나 이

11) 民法注解[I], 681.
12) 民法注解[I], 681.
13) 梁彰洙, 30.
14) 民法注解[I], 681.
15) 民法注解[I], 681.
16) 民法注解[I],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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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동의를 요하는 차  제한을 두거나, 공정증서의 작성 등 일정한 방식상

의 제한을 두거나, 표권의 범 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한다.17) 이상의 

사항에 하여도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된다.18)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만 있고 

등기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외 으로 표권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19)

(ii)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 것은 이사는 법인의 최고기간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를 의무를 진다는 것을 

주의 으로 표 한 것에 불과하다.20)

3. 판례

례는 표권의 제한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제3자에 하여 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불구별설). 를 들면, 이사의 

표권의 행사를 하여 사원총회가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定款의 기재가 있거

나,2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청의 인가를 받도록 定款에 기재되어 있더라

도,22)  서면결의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23) 이를 

등기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 하여 항할 수 없다고 한다. 

4. 결어

(i) 구별설은 민법 제60조의 제정취지는 주식회사에서의 표자를 제한하거나 

공동 표를 정하는 제한을 민법에 도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하여는 의문이 있다. 행 상법은 표권의 방식과 표권한의 제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는 이러한 구분규정이 없다. 그리고 민법에는 상법 

제209조(제2항)와 같은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법 제41조만 

신설이 되었을 뿐이다. 례도 민법 제41조가 신설되었음을 고려하여, 표권의 

행사에 차  제한을 두거나, 방식상의 제한을 두거나, 구체 인 표권한의 범

17) 註釋民法 [總則⑴](韓國司法行政學會, 2002)(이하 註釋民法 [總則⑴]), 710.
18) 註釋民法 [總則⑴], 715.
19) 李好珽, “社員總會의 決議에 의한 理事의 代表權의 制限”, 試界(1986/8), 107.
20) 註釋民法 [總則⑴], 714.
21) 大判 1975. 4. 22, 74다24564(公 1975, 8433).
22) 大判 1992. 2. 14, 91다24564(公 1992, 1022).
23) 大判 2005. 6. 9, 2005다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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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제한을 두는 것을 모두 표권의 제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이사의 표권의 제한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은 성질상 등기하

여야만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는 표권에 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를 

들면, 잔여재산의 귀속에 한 청산인의 권한의 제한은 민법에 특별한 규정(제80

조)이 있으므로,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는 표권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24) 

IV. 대표권제한의 등기 : 대항등기의 효력과 제3자보호의 규율 

항등기의 효력의 문제는 본질 으로 제3자의 보호와 련이 있다. 표권제

한의 등기가 있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하든 는 惡意

의 제3자에게는 항할 수 있지만 善意의 제3자에게는 항하지 못한다고 하든, 

이는 제3자 보호의 문제이다. 항등기의 효력의 문제는 본질 으로 제3자의 보

호와 한 련이 있다. 그런데 민법은 여러 곳에서 제3자 보호에 하여 규율

하고 있다. 먼  재 민법 제60조의 개정에 한 학설의 논의를 검토한 후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1. 학설상의 논의

민법 제60조의 개정에 반 하는 무제한설과 개정을 주장하는 제한설은 각각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거는 결국 두 가지의 쟁 으로 귀

결된다. 첫째,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민법상의 항등기의 효력 일반의 문제로 

귀결된다. 달리 말하면, 이는 항등기효력의 인  범 의 문제로서, 등기강제와 

련이 있다. 둘째, 민법상의 표권의 제한을 상법상의 표권한의 제한과 동일

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한설은 민법상의 

표권제한의 등기에 한 해석을 상법의 표권제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무제한설은 표권제한에 한 규정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이에 하

여 반 한다. 

24) 大判 1995. 2. 10, 94다13473(公 1995,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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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강제와 련된 논의

무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에는 해당사항을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가 

없게 되므로, 당사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항등기에 

등기강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25) 이에 반하여 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이

라도 해당사항은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 항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등기

강제의 기능은 약하다. 물론 제한설에 의하더라도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만, 善

意인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설의 경우에도 등기강제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제한설은 등기를 하기 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하여는 항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설의 경우보다는 등기강제의 기능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가) 무제한설

우선 무제한설의 논거는 매우 다양하다.26) 첫째, 무제한설은 무엇보다도 연

인 근거를 들고 있다. 즉, 구민법은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고 규

정하 지만, 행 민법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변

경되었다. 민법이 ｢등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

라는 표 을 삭제한 것은 항등기를 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도록 하기 한 것이다.27) 둘째, 무제한설은 등기 후를 기 으로, 법률

계를 획일 으로 처리할 수 있다.28) 등기를 하기 에는 善意의 제3자는 물론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지만, 등기를 한 후에는 惡意의 제3자는 물론 

善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른바 등기강제의 장 이다. 셋

째, 표권의 제한은 등기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29) 즉, 표권의 제한이 등기

사항인 이상, 등기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30) 이는 등기강제의 필요성에 한 

25) 이른바 변경적 효력 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설립등기 또는 물권변동의 등기의 
경우는 해당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력 자체가 발
생하지 않는다. 즉, 등기가 없으면 법인의 성립 또는 물권변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성립요건주의가 등기가 없이도 법인의 성립 또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요건주의보다 등기강제의 기능이 더 강하다. 한편 대
항등기의 경우 등기가 없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등
기강제의 기능이 강하다. 

26) 金曾漢ㆍ金學東, 民法總則(博英社, 1995), 204; 高翔龍, 民法總則(法文社, 1994), 225;梁
彰洙, 123; 註釋民法 [總則⑴], 715-716.

27) 李好珽, 試界(1986/8), 108.
28) 梁彰洙, 123.
29) 註釋民法 [總則(1)],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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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넷째, 등기가 없는 경우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외 인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하여 惡意의 제3

자 보호를 배제할 수 있다.31) 이는 외 으로 등기강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

성에 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제한설 

(i) 제한설의 논거 한 다양하다.32) 첫째, 행 민법이 구민법과 달리 ｢善意｣

라는 표 이 삭제된 것은 惡意의 제3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제에서 

구태여 ｢善意｣라는 표 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등기 에는 惡意의 제3

자에게도 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면, ｢善意｣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

분하고,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야 한다.33) 

둘째,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34) 무제한설은 惡意의 제3자

를 보호하는 것이 외 으로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만 신의칙의 용을 배제한

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것이 통상 이다. 셋째, 민법은 거래의 안

을 하여 등기를 하면 등기의 극  공시원칙에 의하여 제3자가 善意이더라도 

惡意가 의제되어 善意의 제3자에 하여도 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다.35) 즉, 항할 수 있는 惡意의 제3자는 善意로 의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등기제도

의 목 에 반한다.36) 다섯째,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그 근거는 표권의 

30) 徐光民, 民法總則(新論社, 2007), 207: 李英俊, 韓國民法論(博英社, 2004), 958.
31) 李好珽, 109.18
32)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I](博英社, 2002), 261; 金相容, 民法總則(法文社, 1999), 268; 

李銀榮, 民法總則(博英社, 2005), 278; 民法注解[I], 685.
33) 民法注解[I], 685. 제한설을 주장하면서 ｢등기 전에는 惡意者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善意의’를 삭제하는 대신에 “惡意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특별히 강조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고 설명하고 있으
나, 제한설의 취지상 ｢등기 전에는 惡意者에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善意의’를 삭제하는 대신에 “惡意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고 특별히 강조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4) 民法注解[I], 685.
35) 民法注解[I], 685.
36) 尹眞秀,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法學 제46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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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법인에게 그에 한 제재

를 가하여야 한다는 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게까지 함으로써 표권의 

제한을 등기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한다.37)

(ii) 제한설은  무제한설에 하여 다음과 같이 비 한다. 즉, 법인의 편의를 

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법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惡意의 제3자

를 보호하는 결과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법

자는 이사의 표권제한에 등기를 요하지 않았던 제도를 등기를 요하는 제도로 

입법주의를 환한 데 의미를 두고 있을 뿐, 善意의 제3자와 惡意의 제3자를 포

함하는 제3자로 환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비 한다.38)

(다) 판례 

례는 “법인의 정 에 법인 표권의 제한에 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 의 규정에 하여 善意냐 

惡意냐에 계없이 제3자에 하여 항할 수 없다.”고 하여,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다.39) 

(2) 상법상의 표권의 제한

상법 제209조(제1항)는 합명회사와 련하여 “회사를 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업에 하여 재 상 는 재 외의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 항의 권한에 한 제한은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은 합자회사(제269조), 주식회사(제389조 

제3항)  유한회사(제567조)에 용되고 있다. 

(가) 제한설 

상법 제209조(제2항)가 표권한의 제한은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경우에도 표권제한의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惡

意의 제3자에게는 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37) 尹眞秀, 90;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法務部, 2004), 109.
38) 明淳龜, 실록 한민국 민법 1(法文社, 2008), 222.
39) 大判 1992. 2. 14, 91다24564(公 199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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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제한설 

상법과 민법은 표권제한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상법은 표권한의 제

한을 등기사항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제180조 제5호, 제271조, 제317조, 제549

조 제2항 참조),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제209조 제2항,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그러나 민법은 표권제한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善意ㆍ惡意를 

불문하고 일률 으로 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40) 

(3) 결어

(i) 상법은 표권방식의 제한과 표권한의 제한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권방식의 제한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180조 제5호, 제269조, 제

317조, 제549조 제2항), 표권한의 제한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

209조 제2항,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따라서 제한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상의 표권한의 제한에 한 규정을 근거로 민법 제60조를 상법 제

209조(제2항)와 동일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상법은 

표권방식의 제한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제

한설의 주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무제한설이 민법의 표권의 제한의 방식이 다

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민법 제60조의 개정을 반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 

(ii) 상법은 표권방식의 제한이든 표권한의 제한이든, 즉 등기사항이든 등

기사항이 아니든, 이를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

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이에 하여는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어 든 상

법은 항등기의 등기사항이라는 에 하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주 한다. 등기사항에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상법을 이유로 등기

사항에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민법의 개정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41) 

(iii) 그 다면 이제는 민법의 항등기에 한 규율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차례이다. 그리고 민법이 항등기사항과 그 지 않은 일반사항을 어떻게 규

율하는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술한 제3자 보호의 문제이다. 

40) 姜台星,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方向”, 법조 2001/7(法曹協會, 2001), 195-196.
41) 상법은 제37조(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한 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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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는 각각 항을 바꾸어 검토하기로 한다.  

2. 민법과 상법의 대항등기의 효력 

민법과 상법이 항등기에 하여 규율하는 태도는 으로 상이하다. 

(1) 민법상 항등기의 효력

민법은 많은 곳에서 항등기에 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민법은 물권편

에서 공유물분할 지약정(제268조 제1항 단서), 地上權의 행사를 한 토지사용

제한의 약정(제289조의2 제1항 후단), 地役權과 련된 약정(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제298조), 傳貰權의 양도 지약정(제306조 단서), 抵當權의 

효력범 에 한 약정(제358조 단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

동산등기법(제89조,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제140조 제1항)은 이들 약정을 

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등기사항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물권변동과는 련이 없으므로, 항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민법은 채권편에서 부동산임 차에 

하여 직  항등기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21조ㆍ제622조). 민법 제621조가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 것은 제3

자에 하여 항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매에 한 약정(제590

조 제2항, 제591조 2항)도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제43조)이 이를 항등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법은 법인편에서 항등기 일반(제54조)과 

표권제한의 항등기(제60조)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물권편의 대항등기

(i) 물권법의 내용은 법으로 규정한다(물권법정주의). 그리고 물권법의 규정은 

이를 알았던 자이든(惡意) 몰랐던 자이든(善意), 강제 으로 용된다. 이것이 강

행법규에 기 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물권법의 

내용과 반 되는 약정도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42) 그러나 이 경우 특별

한 약정은 물권이 거래의 상이 되어 제3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제로 하

여, 이 약정은 부동산등기법이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 상인 약정은 

42) 반대의 약정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관련규정은 임의규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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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상 등기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이를 주장할 수 없

다(공시원칙). 즉, 등기가 없으면 해당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  효력이 

있을 뿐이나,43) 이를 등기한 때에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44)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첫째,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공시원칙상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둘째, 약정사항

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善意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사항을 등기하

여야만 善意의 제3자에 하여 항할 수 있다. 등기가 되면 善意의 제3자라도 

惡意로 의제되는 것이다. 이상의 항등기의 효력은 공유물분할 지약정(제268조 

제1항 단서), 地上權의 행사를 한 토지사용제한의 약정(제289조의2 제1항 후단)

,45)46) 용수승역지에 한 용수약정(제297조 제1항),47)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제298

조),48) 傳貰權의 양도 지약정(제306조 단서),49) 抵當權의 효력범 에 한 약

정,50) 모두에 용된다. 요컨  항등기사항은 공시의 원칙상 이를 등기하여야

만 제3자에게 항할 수 있고, 약정에 하여 등기가 있기 에는 그 약정의 존

재를 알았든(惡意) 몰랐든(善意)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ii)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이들 약정이외에도 물권과 련된 사항은 등기사항으

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등기법(제136조)은 地上權의 경우 존속기간, 지

료, 그 지 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51) 이들 사항은 地上權

의 설정계약에서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으

면, 부동산등기법은 이를 지상권등기의 임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52) 를 

들면, 당사자 사이의 지료에 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가 惡意

43) 대항등기의 본질상 해당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44) 郭潤直, 物權法(博英社, 1999). 162.
45) 民法注解[VI] 物權⑶(博英社, 1992)(이하 民法注解[VI]), 92.
46) 그 제한이 토지소유자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등

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民法注解[VI], 92]. 이는 우리 민법이 공신의 원칙
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는 특약은 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
문이다. 

47) 民法注解[VI], 130.
48) 民法注解[VI], 142.
49) 民法注解[VI], 207.
50) 民法注解[VII] 物權⑷(博英社, 1992)(이하 民法注解[VII]), 207.
51) 부동산등기법(제136조) 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에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그 지급
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2) 郭潤直, 不動産登記法(博英社, 1996),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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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례도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하

여 지료액 는 그 지 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

권 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항할 수 있고, 지료에 하여 등

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는바,53) 여기서 등기 에는 제3자의 善意ㆍ惡意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제139조 제1항)은 傳貰權의 경우 존

속기간, 약 이나 배상 도 세권등기의 임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54) 

이상의 규정은 민법이 미쳐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은 

공시의 원칙을 철하기 하여 이들을 항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55)

(나) 채권편의 대항등기

(i) 민법 제592조는 “매매의 목 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환매등기와 동시에 환

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는 환매 약정(민법 제590조 제2항)과 환매기간약정(민법 

제591조 제1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법에 규정되

지 않은 매매비용에 한 약정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56)

(ii) 민법 제621조의 부동산임 차의 항등기의 경우, 항력의 문제는 항등

기와 제3자의 물권취득등기의 우선순 의 문제로서 논하여 지고 있다. 다시 말하

면, 이 경우 항등기가 이루어지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항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惡意의 제3자의 물권취득이 유효한가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

다. 제3자의 물권취득의 등기는 제3자가 부동산임 차의 존재를 알고서도 물권취

53) 大判 1999. 9. 3, 99다24874(公 1999, 2051).
54) 부동산등기법(제139조 제1항)은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

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용익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은 각 당사자
에게 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13조).

55) 물권법이 모든 약정에 대하여 등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의 관리ㆍ보
존에 관한 약정(민법 제265조)이 바로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제3자에 대하
여 효력이 있는가 하는 논의가 제기된다. 이는 공유도 소유권이라는 물권이라는 관점
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의 연구로 미룬다.  

56)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적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환매기간을 적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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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등기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 부동산임 차의 항등기가 있기 에, 제3자

가 임 차가 체결된 사실을 알고(惡意) 물권취득을 한 경우, 제3자는 보호를 받

는다. 례도 부동산임 차의 항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은 부동산에 하여 

임 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惡意)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하여 임차인

은 임차권으로 항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57) 이는 등기 이 에는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항력이 생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

622조의 경우에도 례는 “제3자가 그 토지 에 물건취득의 등기를 한 후에 임

차인이 건물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제3자에 하여 임 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

니한다 할 것”이라고 시하고 있는바,58) 여기서 제3자란 지상건물의 존재를 알

고 물권을 취득한 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례에 의하면 부동산임차인

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이 에 토지에 한 물권취득을 등기한 제3자에 

하여 부동산임 차의 항력이 생기지 못하는바,59) 역시 제3자가 지상건물의 

존재를 알았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편의 대항등기

(i) 민법 제54조는 설립등기와 그 이외의 등기를 구별하고 있다. 민법 제33조

에 의하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결과 설립등기에는 이른바 창설  효력이 인정된다.60) 한편 민법 제54조는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는 제3자에 하여 항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

법 제54조의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란 바로 항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다.61) 그러

면 법인편의 항등기도 이상에서 살펴본 민법 의 물권편과 채권편의 항등기

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여야만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는가? 

(ii) 먼  등기의 효력을 논하기 에 민법상 법인에 한 규율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첫째,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에 의한다. 를 들면, 법인의 권리

능력(제34조), 법인의 불법행 능력(제35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사

57) 大判 1977. 12. 13, 77다115(요집 민 I-2, 995).
58) 大判 1974. 7. 16, 74다472(요집 민 I-2, 997).
59) 大判 2003. 2. 28, 2000다65802ㆍ65819(公 2003, 912).
60) 民法注解[I], 564; 註釋民法 [總則⑴], 611; 崔基元, 商法總則ㆍ商行爲(經世院, 1997)(이하 

崔基元), 201.   
61) 학설은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부르고 있다{民法注解[I], 648; 註釋民法 

[總則⑴],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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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인의 정 (제40조), 재단법인의 설립행 에 증여, 유증에 한 규정의 용

(제47조), 잔여재산의 귀속(제80조) 등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들 규정은 강

행규정이다.62) 이것이 물권법정주의에 응하는 법인법정주의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민법 제31조). 이 규정에 한 제3자의 善意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 

민법이 규정을 두면서도, 외 으로 定款에 의하거나 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법률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定款의 기재 는 사원총회의 결의

에 따른다. 를 들면, 사단법인의 정 의 변경(제42조), 재단법인의 정 의 변경

(제45조), 임시총회의 소집(제70조 제2항), 총회의 결의사항(제72조) 등에 하여 

定款의 정함이 있으면 定款의 기재에 따르고  사단법인의 해산(제77조 제2항) 

등에 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에 의한다. 법인자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법인편은 법인에 한 모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물권법과 

다른 이고, 채권법과 같은 이다. 이 경우 제3자가 定款의 기재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 리법인은 惡意의 제3자에 하여는 定款의 기재

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善意의 제3자에 하여는 항할 수 없

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제60조의2 참조). 셋째, 민법에  규정이 없

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당연히 定款의 기재나 사원총회의 결에 따르는 법인자치가 

인정된다. 

(iii) 술한 바와 같이, 법인의 설립등기에는 창설  효력이 인정된다. 창설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수의 이해 계인이 여하는 경우에 개별 으로 善意ㆍ

惡意에 따라 항력의 유무를 단하는 것은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되므로 권리

계를 획일 으로 확정하기 한 것이라고 한다.63) 따라서 법인설립에 한 등

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의 내용에 따른 법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다. 민법은 법인성립의 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일본민법의 경우와는 달

리, 설립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이 창설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64) 민법 

62)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公 1995, 
1287).

63) 民法注解[I], 564; 註釋民法 [總則⑴], 611.
64) 여기서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법인을 창설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미등기사단ㆍ재단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인｣이 되므로, 설립등기에만 법인창설효
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등기사단ㆍ재단은 법인이지만, 설립등기가 없으므
로 ｢민법｣ 상의 법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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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가 설립등기의 효력을 항등기에 립시키는 것은 설립등기사항은 법인 

내부 으로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도 부르기

도 한다.65) 즉, 설립등기의 사항 로 법인이 창설된다. 그 결과 비 리법인이 창

설되기 에 비 리법인이 사실상의 목 , 명칭과 사무소 등을 가지고 법인활동

을 하 더라도, 설립등기 후에는 법 으로는 설립등기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른바 물권변동에서의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한 의미이

다. 그런데 설립등기 후에 목 , 명칭과 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 에도 효

력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등기가 없는 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이에 하여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iv) 민법(제49조 제2항)은 설립등기의 사항을 법인의 존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은 존립시기ㆍ해산사유, 출자의 방법  

이사의 표권의 제한도 설립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항은 법인설

립시의 등기에서 반드시 기재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들 사항

은 설립시에 정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등

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립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66) 다만, 이에 따른 창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사항을 ｢설립등기의 상 ㆍ필요  등기사항｣이라고 부

를 수 있는 것이다.67) 설립등기가 없으면 창설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들 사항에 하여 定款의 기재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있기 에

는 그에 따른 내부 인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3자는 善意ㆍ惡意에 

계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v)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은 설립등기가 된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

기의 규율을 받게 된다(민법 제52조). 민법(제54조)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는 등

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경등기가 

없이도 바로 목 , 주소지 등의 변경의 효력은 내부 으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주소지변경의 내부  효력이 인정되는가?  내부

65) 民法注解[I], 649; 註釋民法 [總則⑴], 679.
66) 설립등기의 상대적ㆍ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으

면 설립등기가 무효가 되는지는 定款의 상대적ㆍ필요적 기재사항의 경우와 동일한 의
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67) 전술한 II. 3. 설립등기의 상대적 필요적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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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경우, 변경등기 에도 주소지변경 등은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惡

意의 제3자에 하여서 주장할 수 있는가? 이는 궁극 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

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조의 항등기인 변경등기의 효력에 하여는 세 가지 

해석론이 이론상 가능하다. 첫째, 변경등기가 있기 에는 법인 내부 으로도 효

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제3자에 하여서는 당연히 항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 둘째, 변경등기가 있기 에도 定款 는 사원총회에 따른 변경은 법인 내

부 으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나,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 하여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내부 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등기 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

다. 첫째의 해석론은 내부 으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변경등기에 사실

상 창설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해석론에 의하면 법인은 내

부 으로도 변경에 따른 효력을 사실상 릴 수 없게 된다. 를 들면, 사원이 

목 변경에 따른 비 리법인의 활동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된다. 셋

째의 해석론은 민법이 일정사항을 설립등기로 규정하여 창설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즉, 설립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창설  효력에 하여 

변경등기 에도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둘째의 해석론은 설립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항등기는 등기 에는 내부 으로만 효력이 있을 뿐, 등

기를 하여야 비로소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해석론에 의할 

때 민법제정자들이 제60조를 제정함에 있어, ｢등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라는 표 을 삭제하여, 항등기를 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도록 한 취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설령 내부 으로

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등기가 있기 에는 종 의 설립등기에 

하여 창설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항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설은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

자에 한 항요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68)69) 둘째의 해석론이 항등기 

에는 내부 으로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에서 그리고 惡意의 제3자에 하여

서도 등기를 하여야 항할 수 있다는 에서 민법의 물권편과 채권편의 항등

68) 民法注解[1], 648; 註釋民法[總則⑴], 677.
69) 이상의 해석론을 특수법인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항등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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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효력과 일 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내부 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의 내부  활동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법인에 한 사항을 획일 으

로 규율할 수 있는 장  있게 된다. 한편 이상의 논리는 표권제한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설립등기에서 표권의 방식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定款의 

기재나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3자에 하여 항하기 해

서는 등기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  定款의 기재와 총회의 결의만으로는 등기가 

있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는 것이다. 

(vi) ｢설립등기의 상 ㆍ필요  등기사항｣에 한 정함이 없거나 는 정함

은 있으나 설립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데 설립등기가 있은 후에 ｢설립등기의 상 ㆍ필요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방

법에 하여, 민법은 우선 존립시기ㆍ해산사유와 출자의 방법에 하여는 명시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설 에는 기존의 설립등기에 한 변경등기

로서 존립시기ㆍ해산사유와 출자의 방법을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70) 존립시기ㆍ

해산사유에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거나 는 定款에 기재가 있더라도 비록 

내부 으로는 효력이 발생할지 모르나, 등기가 되지 않는 한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하지 못하는 것이다.71) 이 게 보는 것이 민법이 존립시기ㆍ해산사유와 출자

의 방법을 설립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하여 변경등기를 인정하고 있

는 취지와 부합한다. 한편 민법은 표권의 제한에 하여서는 법률  유보를 정

함에 있어, 定款의 기재나 사원총회의 결의뿐만 아니라(제59조 제1항) 등기를 명

시 으로 요구하고 있다(제60조  제54조). 표권제한의 등기는 민법이 설립등

기의 상 ㆍ필요  등기사항과 련하여, 유일하게 설립 후에 있을 변경등기, 

즉 항등기에 하여 명시 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민법이 따로 표권에 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제34조, 제58조 

 제59조). 표권의 제한에 한 설립등기가 없는 경우, 표권은 민법의 규정

에 따른다. 이사는 定款으로 정한 목 의 범 내에서 표권을 가지고(제34조), 

각자가 표권을 가지고(제59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제58조). 즉, 이사는 定

款으로 정한 목  범 내에서 비 리법인의 사업에 하여 각자 재 상 는 재

70) 民法注解[1], 648.
71) 민법 제77조(제2항)가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은, 해산사유의 定款의 기재와 등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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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72) 이러한 민법상의 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에는, 민법은 반드시 항등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등기가 있기 에

도 변경사항을 惡意의 제3자에 하여 항할 수 있다고 하면, 항등기가 있기 

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민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즉, 惡意의 제

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어야, 항등기가 있기 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

르고, 표권제한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요구하는 민법의 규정이 의의가 있게 된

다. 술한 설립등기가 행하여지고 이에 하여 변경등기( 항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등기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

다. 요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편의 항등기도 민법 의 물권편과 

채권편의 항등기와 동일한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항등기를 규율하

는 민법의 규정에 한 일 된 해석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례가 표

권제한의 등기가 되지 않으면 제3자가 ｢善意냐 惡意냐에 계없이 제3자에 하

여 항할 수 없다｣고 시한 것도 바로 민법상의 항등기의 일률 인 규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법률의 규정

기타 법률의 경우에도 항등기에 하여도, 등기 에는 제3자에 한 항력

을 부정한다. 를 들면,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는 항요건의 부인)(제1항)가 그러하다. 이 경우 항등기 일반  효

력상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다. 

(2) 상법상 항등기의 효력

(i) 상법의 경우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 계가 형성되는 설정  등기사항

의 경우에는 상법 제37조는 용되지 않는다고 한다.73) 즉, 상법상의 회사의 설

립등기(제172조), 합병등기(제234조, 제269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그리고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등기(제592조) 등은 법률 계의 획일  확정이 필요하므

로, 제3자의 善意ㆍ惡意를 기 으로 하여 항력에 차이가 생기는 상법 제37조는 

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ii) 상법은 항등기의 효력에 하여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우선 상법 

72) 民法注解[I], 674; 註釋民法 [總則⑴], 702.
73) 崔基元,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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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를 소극  공시원칙이라고 한다.74) 상법이 등기 에도 惡意의 

제3자에 하여 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 이라도 책임 계를 명시함으로

써 거래의 안 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75) 그 결과 등기 이라

도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 항할 수가 있다. 를 들면, 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 으나 해임등기를 하기 에도 해임된 지배인이 한 행 에 하여는 惡

意의 제3자에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善意의 제3자에 하여는 책임을 지

게 된다. 상법의 경우 항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를 善意로 의제하지 않게 되

므로, 등기강제의 의미가 약하다. 그러나 등기를 하면 善意의 제3자에 하여서

도 항할 수 있다. 이를 극  공시원칙이라고 한다.76) 이처럼 상법은 등기

후를 기 으로 하여 항력의 유무를 획일 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한편 상법 제

37조 제2항은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

에는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사항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를 알지 못한 善意인 경우에는 그에 하여 

항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惡意로 의제하지 않는다. 이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규정이다. 이처럼 상법에서는 항등기 후에도 善意의 제3자를 惡意로 의제하는 

기능이 제한된다.

(iii) 한편 상법은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 하여도, 제3자에 한 규율의 

방식이 동일하다. 술한 바와 같이, 표권한의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리

고 상법 제209조(제2항)는 표권한의 제한은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 인식 

여부의 사실 계 따라 제3자의 보호를 달리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의의 요

청상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iv) 요컨  상법은 표권방식의 제한이든(제180조 제5호,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71조, 제317조, 제549조 제2항, 제37조 제1항) 표권한의 제한이든

(제209조 제2항,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2조 제4항), 즉 등기사항이든 등기

사항이 아니든,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상법은 등기사항과 등기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제3자를 善意와 惡

74) 崔基元, 194.
75) 崔基元, 197.
76) 崔基元,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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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에 따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은 등기사항일지라도 제3자가 정

당한 사유가 있으면, 惡意로 의제되지 않는다. 

(v) 상법상의 등기도 기업에 한 요한 사항을 범 한 이해 계인들에게 

주지시키는 데에 목 이 있다고 한다.77) 즉, 상업상의 등기도 공시의 기능을 갖

는다고 한다.78) 그리고 상업등기의 경우 등기사항은 등기 이라도 惡意의 제3자

에게 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善意의 제3자

에 하여 항할 수 없다는 에서 민법상의 등기와 다른데, 이는 상업등기는 

거래 계에 있어서 요한 기업내부사정의 변동에 따라 그 책임 계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안 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79)

(3) 결어 

(i) 항등기의 기본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善意인 자도 惡意로 의

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사항이 항등기의 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만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惡意인 제3자도 善意가 의제되어 그에 

하여서도 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항

등기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법의 항등기이다. 항등기에 하여 어

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데 민법은 일정한 사항이 

항등기의 상이 된 이상은,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획일 으로 善意ㆍ惡

意를 동일하게 규율한다. 이것이 민법의 공시원칙에 기 를 둔 항등기의 효력

이고, 이는 민법의 법인편의 항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상법은 항등기사항일지라도 등기가 되기 에는 제3자의 규율은 등기

사항에 한 사실상의 인식에 따라 규율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에서 민

법상 항등기는 등기강제의 기능이 강하다. 등기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우리의 민법은 엄격한 등기강제에 기 하고 있다. 이

처럼 표권제한의 등기에 한 민법 제60조는 항등기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

77) 崔基元, 193.
78) 다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누구든

지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수동적 공시의 기
능만을 갖는다고 한다(崔基元, 197). 

79) 崔基元, 197. 다만, 이 견해는 상법상의 대항등기와 비교되는 민법상의 등기를 부동산
물권변동에 의한 부동산의 배타적 귀속관계를 공시하는 변동적 등기를 상정하고 있으
나, 민법상의 대항등기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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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ii) 등기강제란 단순히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법 제52조는 등기는 3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상법 제40조는 지체없이 등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등기강제란 오히려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

면,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다고 할 때 비로소 온 한 모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iii) 표권의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강제하는 이상, 법인이 미등기로 인한 불

이익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제한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강제는 

으로 법인의 편익만을 한 제도가 아니다. 등기강제는 한편으로는 법인의 

편익을 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편익을 리기 해서는 법인은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는 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

은 항등기가 있기 에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제한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법자는 이사의 표권제한을 등기사항으로 입법주의를 

환을 선택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항등기의 효력상 등기 에는 惡意의 제3

자도 善意로 의제되는 입법주의로 환한 것이다. 

(iv) 등기 에도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야 비로소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설의 주장은 과연 타당

한 것인가?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하는 제한설의 주장 

역시 합당한 것인가? 무엇보다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등기제도의 목 과 이상에 반한다고 하는 제한설의 

주장은 합당한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하여 그 다고 답하기가 망설여진다. 

등기강제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은 거래의 안 을 하여 등기를 하면 등기의 극  공시원칙에 의하여 제

3자가 善意이더라도 惡意가 의제되어 善意의 제3자에 하여도 항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라는 제한설의 논거는 타당한 것인가? 역시 정 인 답이 망설

여진다. 항등기는 등기로서 공시가 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善意이든 惡意든 

항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  민법제정자들이 제60조를 제정함에 있어, ｢등기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라는 표 을 삭제하여, 

항등기를 하지 않으면 惡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설립등

기라는 창설  효력이 인정되는 등기에 비되는 항등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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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v) 제한설은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민법이 

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惡意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 경우란 

외 으로 존재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가 그러하다. 명의신탁은 외  

계가 등기가 되면, 내  계를 알고 있었던 惡意의 제3자도 보호를 받는다.80) 

이는 내 인 계에 한 제3자의 인식여부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vi)  제한설은 惡意의 제3자도 보호하자는 것은 거래의 안 에 을 두는 

것인데, 거래의 안 을 더 요시하는 상법에서도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다면, 민법에서도 惡意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81) 그러나 이

러한 주장도 의문스럽다. 상법은 거래 계에 있어서 요한 기업내부사정의 변동

에 따른 제3자의 주  인식상태인 善意ㆍ惡意냐에 따라 그 책임 계를 명시함

으로써 거래의 안 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민법은 등기강제를 통하여 善意ㆍ惡意

에 따른 구별없이 획일 으로 거래의 안 을 도모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vii) 민법상 제3자는 惡意인 경우에도 언제나 보호를 받는가? 그 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법이 항등기의 상이 아닌 일반사항에 하여는 제3자의 보호

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는 항을 바꾸어 논의하기로 한다. 

3. 민법상 제3자보호의 규율

(1) 민법총칙ㆍ물권ㆍ채권편의 제3자의 보호

(i) 민법은 법률행 의 무효ㆍ취소(제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제129조)의 경우, 보호받는 제3

자를 善意의 제3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물론 해당 사항이 등기사항이 아닌 경

80)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善意의 제3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타인(피해자)
일 때에는 동법 소정의 제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이며 위 건물의 명의신
탁자도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大判 1977. 8. 23, 77다246, 公 1977, 10268). 또 제3자
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를 말한다고 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의 전득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大判 20005. 11. 10, 2005다34667ㆍ34674). 후자의 판례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梁彰洙, “轉得者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닌가?”, 
스티스 통권 제90권(2006. 4), 95 이하]. 

81) 尹眞秀, 87;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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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임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사항이 아닌 사항은 제3자의 인식 자체를 

기 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례가 민법 제60조가 용될 수 

없는 미등기사단ㆍ재단의 경우 표권의 제한은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

다고 시하는 것은, 바로 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것이기 때

문이다.82)

(ii)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은 해제의 경우만은 제3자의 善意에 하여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83)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善意의 제3자만 보호를 

받는다. 재까지의 학설과 례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제에 의하

여 보호를 받는 자는 등기, 인도 등으로 완 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인도 등으로 완 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善意의 제3자일지

라도 제3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계약상의 채권의 양수인( 를 들면, 매매

채권의 양수인),84). 아 트분양신청권의 양수인,85)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처분

지가처분을 받은 자,86) 채권의 압류채권자,87) 채권의 부채권자, 오피스텔피분양

82) 大判 2003. 7. 22, 2002다64780(公 2003, 1775).
83) 그 밖에 민법 제386조(단서)의 경우도 선택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조(단서)는 입법상의 잘못이라고 한다{債權總論[民法講義] 

III)(博英社, 2007), 56}.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던 의용민법을 그
대로 수용한 것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는 제3자가 침해를 받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84)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大判 2000. 4. 11, 99다51685, 公 2000, 1177).

85) “아파트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는 백지매도증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
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6. 4. 12, 95다49882, 公 1996, 
1515). 

86)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
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
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2000. 8. 22, 2000다23433, 公 
2000, 2012).

87)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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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88) 주권발행 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수한 자,89) 매

수인이 소유권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90) 등

은 善意와 惡意를 가리지 않고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제의 법리상 인정되는 독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나 원상회복

등기가 있기 이 에 이해 계를 맺은 제3자는 善意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다.91) 

즉,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나 원상회복등기가 있기 이

에 해제의 사실을 모르고 물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92) 반 로 해

제의 사실을 알고 있던 제3자가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

한다. 민법 제621조의 항등기의 경우 부동산임 차의 항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은 부동산에 하여 임 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惡意) 소유권을 취득

한 제3자도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해제의 의사표시의 경우는 惡意의 제3자가 보

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해제 자체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

문이다. 즉, 물권취득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제3자가 해제의 사실에 하여 

惡意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93) 

(大判 2000. 4. 11, 99다51685, 公 2000, 1177).
88) 大判 1991. 4. 12, 91다2601(公 1991, 1377).   
89) 大判 1987. 5. 26, 86다카982, 983(公 1987, 1052).
90) 大判 1991. 5. 28, 90다카16761(公 1991, 1739).
9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당사

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
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大
判 1985. 4. 9, 84다카130, 131, 公 1985, 716). 同旨, 大判 1996. 11. 15, 94다35343
(公 1997,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
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
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
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大判 2000. 4. 21, 2000다584, 公 2000, 1250); 大判  2005. 6. 
9, 2005다6341(公 2005, 1122)

92)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惡意는 문제되지 않
는다. 해제가 채무불이행의 효과이기는 하지만, 채권자는 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취소의 경우와 다르다. 

93)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나 원상회복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
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제에 대하여 善意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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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편 가등기담보등에 한 법률(제11조 단서)도 善意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만을 보호한다. 동법 제11조는 “채무자등은 청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 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 으로 마친 소유권이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

거나 善意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채권이 변제되어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에 소유권을 취득한 

善意의 제3자는 보호를 받지만, 이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惡意의 제3자는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채권변제의 사실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善意ㆍ

惡意를 기 으로 그 보호가 달라지는 것이다.  

(iv) 기타의 법률도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 한 경우 善意의 제3자만를 

보호하고 있다. 를 들면,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 제450조(善意의 제

3자의 보호)가 그러하다. 

(v) 이상의 민법과 기타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善意의 제3자로 제

한하는 것은 민법의 정의에 온 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그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술한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거나,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

은 등기제도의 목 과 이상에 반한다는 등의 제한설의 논거는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서의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는 데에 한 논거라고 할 것이다.  

(vi) 한편 제한설은 리권남용과 표권의 남용에 한 례의 법리를 이유로, 

표권의 제한의 경우에도 등기 에는 惡意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다.94) 례는 리권남용에 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용하고 있

고,95) 이와 유사한 표권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용하거

나,96) 신의칙을 용하여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97) 례는 리권남용의 경우에 

상 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는 리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표권의 제한

의 경우에도 상 방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의 행 로 인정되지 않

94) 尹眞秀, 91;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109.
95) 大判 1987. 7. 7, 86다카1004(集 35-2, 223); 大判 2001. 1. 19, 2000다20694(公 2001, 

504). 
96) 大判 1988. 8. 9, 86다카1858(公 1987, 1207); 大判 1990. 3. 13, 89다카24360(公 1990, 

880).
97) 大判 1987. 10. 13, 86다카1522(公 1987, 1697). 학설은 판례가 權利濫用說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惡意를 가해자의 고의로 보는 데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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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고 한다. 즉, 표권남용은 표권의 범  내에서 행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법인의 행 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표권이 제한되었고 

최소한 상 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에는 표행 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고 한다.98) 그러나 이는 다른 각도에서 검

토하면 반드시 그 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표권의 남용이라는 것

은 표권의 범  내에서 리인의 제3자 는 자신을 한 배임의 의사를 가지

고 하는 행 를 말하는 것이다. 표권의 남용의 기 이 되는 표권이란 등기 

에는 민법의 규정(제59조)를 기 으로 하고, 등기 후에는 등기를 기 으로 한다. 

그런데 배임의 의사는 표자의 주 인 의사로서 이에 한 상 방의 인식은 

항등기사항과는 련이 없다. 따라서 표권남용의 효력은 배임의 의사에 한 

제3자의 인식여부를 기 으로 그 효력을 논하게 되므로, 상 방이 惡意인 경우에

는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표권의 제한은 등기사항

이어서, 이에 한 상 방의 인식은 등기 후를 구별하여 규율하게 되는 것이다. 

즉, 등기강제의 취지상 惡意의 제3자라도 등기 에는 보호를 받는 것이다. 

(vii) 한편 항등기의 사항이냐 아니면 일반사항이냐에 따라 제3자의 보호에 

한 규율이 달라지는 것은 민법의 법인편도 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하여

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2) 민법 법인편의 제3자의 규율

(i) 민법의 항등기사항에서 제3자의 보호와 일반사항에서 제3자의 보호가 다

른 것은 법인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민법 제60조의2(제2항)가 그러하다. 민법 

제60조의2는 2001. 12. 29에 있었던 민법과 상법의 개정 의 일부이다. 2001. 

12. 4 국회에서 민사집행법안을 심의할 때,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민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민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범 를 넘어서고 있다고 단하

여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99) 개정의 제안이유를 보면, 상법의 경우 주식회사 

98) 尹眞秀, 91;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109.
99) 민사집행법안 부칙 第6條(다른 법률의 개정)는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

였었다. 그러나 부칙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민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假處分의 登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
를 선임하는 假處分을 하거나 그 假處分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
무소가 있는 곳의 登記所에서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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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에 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

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ㆍ직무 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

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

분 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상무를 벗어난 행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

가의 여부와 직무 행자의 업무범 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하여 학설과 

례에 맡겨져 있었는데, 상법(제183조의2, 제200조의2)과 민법(제52조의2, 제60조

의2)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100)   

(ii) 민법 제60조의2(제2항)는 “직무 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반한 행 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善意의 제3자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惡意의 

제3자에 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101) 왜 그럴까? 이는 

직무 행자의 권한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민법 제52조의2는 “이사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가처분의 변

경ㆍ취소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정지, 

직무집행자의 선임  변경ㆍ취소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

나 민법 제60조의2(제1항)는 “직무 항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 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직무집행자의 

권한 자체는 등기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직무집행

자가 그 권한에 반한 행 를 하는 것에 하여 법인은 善意의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지만, 惡意의 제3자에 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02)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직무 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假處分명령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法
院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8조, 제354조 및 제1037조 중 “民事訴訟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00) 상법중개정법률안 및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서 참조.
10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조)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라

고 할지라도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2) 민법과 상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과 상법이 등기사항에 대하여 달리 규정

하고 있다는 점과 문제의 개정안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의식되었는지는 입법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의 경우 민법과 상법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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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에 반하여 민법 제60조는 표권제한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는 善意이든 惡意이든 구분없이 

등기 에는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54조가 항등기 일반에 하여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하여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에 기 하고 있는 

것이다. 

V. 대항등기의 공신력

표권 제한에 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定款에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을 등기한 경우 항등기는 효력이 없다.  표권제한에 하여 사원총회

의 결의조차도 없었으나 定款에 기재가 되어 등기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

러나 이는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제한이라고 할 것

이다. 항등기에 하여 항  효력이 인정되기 해서는 등기가 진실에 부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는 定款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표권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표권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항등기로 기재하더라도 항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VI. 결  어 

(i) 우리 민법은 일정한 사항을 항등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등기

사항은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제3자는 善意와 惡意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즉, 惡意의 제3자도 善意로 의제된다. 이와 반 로 항등기를 한 경우에

는 善意의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있다. 善意의 제3자도 惡意로 의제된다. 등기 

이든 후이든 등기강제의 의미가 작용한다. 그러나 상법은 항등기에  다

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항등기를 하기 에도 惡意의 제3자에게 항할 수 

善意의 제3자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제209조 제2항 등), 민법에도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이사의 표권제한 / 南孝淳   161

있다(상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상법상의 항등기는 등기 후 善意의 제3자를 

惡意로 의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惡意의 

의제도 제한된다(상법 제37조 제2항). 

(ii) 상법은 표권한의 제한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善意의 제3자에 하여 항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209조 제2항(제389조 제3항, 제562조 제4항)을 민법의 해석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상법(제37조 제1항, 제180조, 제271조, 제317조, 제549

조 제2항)은 표권방식의 제한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등기는 善意의 제

3자에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은 표권방식의 제한이든 

표권한의 제한이든, 즉 등기사항이든 등기사항이 아니든, 이를 善意의 제3자에

게 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을 등기사항과 등기사항

이 아닌 일반사항을 엄격히 구별하여 규율하는 민법에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iii) 우리 민법은 제3자를 보호함에 있어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첫째, 일정한 사항이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善意의 제3자만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제129조,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그러하다.103) 둘째, 일정한 사항

이 등기사항인 경우, 등기 이 에는 제3자는 善意와 惡意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

는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제289조의2 제1항 후단, 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제298조, 제306조 단서, 제358조 단서, 제621조ㆍ제622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민법 법인편의 제54조와 제60조는 이상의 항등기와 

궤를 같이 하는 규정이다.  

(iv) 민법 법인편의 제60조가 “이사의 표권에 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

면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인편의 항등기의 일반  

효력을 규율하고 있는 제54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 법인편의 제54조

가 “설립등기 이외의 본 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항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 일반 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등기에 한 

규율과 일치하는 것이다.

(v) 민법 제60조를 “이사의 표권에 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민법의 항등기에 한 규율과 

어 나는 것이다. 민법 제60조의 개정은 민법 제54조에 한 검토 없이 이루어

103)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경우도 그러함은 이미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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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로서 항등기의 효력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 항의 권한에 한 제한

은 善意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09조(제2항)와 

동일하게 민법 제60조를 개정하는 것은 민법이 항등기사항과 일반사항을 구별

하여 자의 경우에는 등기 이라도 惡意의 제3자가 보호를 받으나, 후자의 경우 

惡意의 제3자는 보호를 않는 민법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고일 2009. 8. 31   심사완료일 2009. 9. 11   게재확정일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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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ésentation 
du gérant de la personne morale du Code civil 

104)

Hyo-Soon NAM*

Selon l'article 60 du Code civil,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ésenter du gérant ne peut 

être opposée à l’égard des tiers à moins que l’inscription n’en soit pas faite. Il se propose 

l'opinion de réviser cet article de manière à protéger seul le tiers de bonne foi. A cette 

suggestion, les auteurs se sont divisées; ceux pour la théorie limitative qui protègent 

seulement le tiers de bonne foi et ceux pour la théorie non-limitative selon laquelle le tiers 

de mauvaise foi est également protégée mê̂me avant l'inscripion. A notre sense, ce problème 

ne peut e ̂̂tre résolu sans tenant compte de l'inscription d'opposablité de l’article 54 du Code 

civil en ce qui concerne la personne morale et celle du droit réel et personnel du Code 

civil.

Le point de dispute de la théorie limitative et de la théorie non-limitative concerne la 

fonction de l’inscriptin. Selon la théorie non-limitative, la personne morale est obligée à 

procéder à l’inscription puisque l’on ne peut pas se pévalir d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érant au tiers de mauvaise foi à moins que l'inscription ne soit faite. Ce n’est qu’après 

l’inscription que l’on peut l’opposér à l’égard de tiers de mauvaise foi. Au contraire, 

suivant la théorie limitative, me ̂̂me avant l’inscription, on pourrait opposér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érant au tiers de mauvaise foi. Selon la théorie limitative, le fait que l’on peut 

opposer au tiers de mauvaise foi me ̂̂me avnat l’inscription est contraire à la justice et la 

fonction de l’inscription. La jurisprudence est pour la théorie non-limitative.

* Professeur en droit civil, Faculté de droit et l'Ecole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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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est unanimement admis que l’inscription de fonder la personne morale a pour effet 

constitutive. Dans les rapports entre associés, la personne morale ne peut e ̂̂tre fondée sans 

l’inscription de la constitution. Il s’agit d’un élément constitutif. L’article 54 du Code civil 

contraste l’effet de l’inscription de constitution à celui de l’inscription d’opposition. Avant 

l’inscription d’opposition, si l’on admet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érant n’est pas 

valable mê̂me entre les associés et opposable au tiers de mauvaise foi, c’est admettre l’effet 

de constitution à l’inscription d’opposition. Cependant, si l’on admet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érant est valable entre les associés et opposable au tiers de mauvaise foi, c’est 

admettre la modification de l’effet né par l’inscription constitutive. A notre sense, l’effet 

d’opposabilité veut dire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érant est valable entre les associés 

mais n’est pas opposable à l’égard de tires de mauvaise foi. Il est une condition de validité 

entre les associés et une condition d’opposabilité au tiers. C’est la raison pour la quelle 

les légistatuers du Code civil ont riviser l’article 54 du Code civil en ajoutant la phrase 

de ｢à moins que l’inscription ne soit faite｣ et en me ̂̂me temps en éliminant lcelle de ｢de 

bonne foi｣ de l’article du Code civil. 

D’autre part, en ce qui concerne les choses qui ne font pas l’objet de l’inscription, le 

Code civil protège seulement le tiers de bonne foi dans les rapports avec les tiers. Nous 

pouvons trouver l’article de ce genre me ̂̂me dans la partie de la personne morale du Code 

civil. Il s’agit de l'article 60-2 du Code civil. En un mot, étant donné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ésentation du gérant fait l’objet de l’inscription d’opposition, l’article 60 

du Code civil doit e ̂̂tre interprété d’une manière parallèle avec l’inscription d’opposition du 

droit réel et personnelle du Code civil. 

Mot-clés : l’effet créative, l’effet d’opposabilité, l’effet de l’inscripton de la constitution, 

l’effet de l’inscripton d’opposition, l’élémenent d’opposabilité, l’élément de 

validité, le tiers de bonne foi, le tiers de mauvaise f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