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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

1)

梁 彰 洙***

Ⅰ. 序

1. 6년 전인 1998년 한국가족법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 필자는 ｢신분행위의 

개념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 일이 있다.1) 거기서 필자는 우리 민법

학에서 이른바 재산법(민법전의 편별로 말하면, 총칙․물권․채권편)과 이른바   

｢가족법｣(친족․상속편)을 이론상․체계구성상으로 준별하는 태도, 그리고 그 준

별을 민법의 규율대상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의 성질상 차이로부터 당연히 또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태도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가족관계 

또는 ｢가족법｣이 가지는 특수성은 ―마치 물권법에는 유형강제나 공시제도 등의 

면에서 그에 특유한 법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되 이것

을 불필요하게 투쟁적․분리주의적으로 절대화하여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

해를 표명하 다. 그리고 그 준별을 지탱하는 중추적 技術槪念으로 ｢신분행위｣의 

개념을 들어, 그것이 일본에 특유한 것으로 일본의 어떠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만 

부분적으로나마 납득될 수 있으며, 그것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행위 전

부 또는 대부분을 통일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리를 포용할 수 없고, 친족법 또

는 상속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법률행위마다 그 취지와 성질을 일일이 개별

적으로 음미하는 작업이 보다 시급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생각은 점점 굳어지고 

* 이 글은 2004년 12월 20일에 ‘가족법과 재산법의 교차’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가족법
학회의 2004년도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가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이 글은 필자의 게으름 탓으로 그 학술대회의 주제논문 모음집인 憲法秩序 안에서의 
家族法(II) 에 수록되지 못하 고, 대회 당일 별개의 복사물로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
을 뿐이다. 그 후에도 이 글은 공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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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이 글은 그러한 견해를 배경으로 그 후에 필자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일정한 내용 내지 특성에 관하여 생각하여 온 바 또는 그 생각의 단서를 제공한

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의 점에 대하여 정리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제목과는 달리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을 전반적․망라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Ⅱ. 家族法上의 法律行爲와 財産法上의 法律行爲의 無差別性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일반의 재산법상과

의 무차별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債權者取消權의 對象이 되는 家族法上의 法律行爲

민법 제406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을 ｢財産權을 목적으로 한 法律行爲｣라

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떠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여 당연

히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재판례를 端緖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참조)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

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는 우리 나라의 부부재산관계 및 이

혼급부의 실태와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라고 하겠다.

 (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2) 명확한 태도를 밝힌 大判 2000.7.28, 2000

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주지하는 대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신설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전의 大判 
84.7.24, 84다카68(集 32-3, 194)은, “처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에 따른 처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려면 채무자와 처간의 이혼에 따
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의 잔류재산과 원
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本文에서 보
는 뒤의 재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大判 90.11.23, 90다카24762
(공보 1991, 176)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합의이혼을 하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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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101(공보 하, 1940)은, ① 원칙적으로 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

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

이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

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은 그 상당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④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측에 있다

는 법리를 채택하 다. 그 이후 이러한 태도는 大判 2000.9.29, 2000다25569(공

보 하, 2207); 大判 2001.2.9, 2000다63516(공보 상, 516); 大判 2001.5.8, 2000다

58804(공보 하, 1344) 등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3)

 (나) 그런데 주의할 것은, 위의 대법원판결들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로서는 

하나같이 原審이 사해행위 취소를 긍정하 던 것을 파기하 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파기사유는 일차적으로 과연 문제의 재산양도행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위의 大判 2000.7.28.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

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이혼에 수반되는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행위 전체를 사해행위에 해

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
양도하 다면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여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
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여행위는 채권자
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서는 憲裁 97.10.30, 96헌바14(憲集 9-2, 454)가 舊相續稅法(1994년 12
월 22일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이혼한 당사
자 중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으로부터 재
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그 타방의 증
여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違憲이
라고 판단한 것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는 이 결정에서 “이혼시
의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
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며, 이
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하등의 관
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 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
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에 대하여
서 이 決定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 金相瑢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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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결론지은 것을 허물하고 있다. 이 점은 위에서 인용한 다른 판결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보다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위의 大判 2001.5.8.이다. 이 판

결은, 주채무자 A의 금융기관(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B가 A의 채무불

이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대출금 정리를 통고받았는데, 그 후 처인 피고에

게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하고, 다음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와 협의이혼한 사

안에 대한 것이다. 원심은 “설령 피고가 A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

육비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

한 경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

공하 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여,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 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

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

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협의이혼의 경위(남편 = 증여자의 폭행 등)를 서술한 다음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단순한 재

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이

혼급부로 볼 여지가 많”은데도 원심이 문제의 증여행위 전부가 사해행위라고 판

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판결은, 앞의 ②

에 상응하는 추상론으로서,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다 덧

붙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제한적 설시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이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의미를 가지는 배우자에의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대

법원판결들은 앞서 말한 대로 사해행위를 제한 없이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면서도, “원심으로서는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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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여

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다) 이 글의 문제관심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앞서 본 대법원판결들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소위 ｢친족재산법상의 법률행위｣4)와 관련하여

서 그것들이 친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

법 제406조(이 이상으로 재산법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도 쉽사리 찾을 수 없을 것

이다)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思考는 그 斷片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

(2) 나아가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보자.

 (가) 大判 2001.4.1, 2000다51797(공보 상, 613)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

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최초로 밝힌 중요한 판례이다.

  (a) 이 판결은 우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

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

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

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5)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나아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

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

4) 이에 대한 독일의 문헌으로 우선 Günther Beitzke, Personenrechtliche Rechtsgeschäfte. 
Versuch einer kritischen Bestandsaufnahme, in Festschrift für Werner Flume zum 70. 
Geburtstag(1978), S.317ff. 참조. 同所, S.318에서 ｢친족재산법상의 법률행위(Geschäfte 
des Familienvermögensrechts)｣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5) 日最判 1999.6.11(民集 53-5, 898)은 같은 이유를 제시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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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 판결에 의

하면,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참조)이 있는 

경우에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판결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

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하 다.6)

  (b)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추상적 법리의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적용

의 점에서도 흥미롭다. 즉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중 A가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그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었는데 피상

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

여 A에게는 전혀 재산을 주지 않기로 하 다는 것이다.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는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

하 다. 원심판결은 A의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 다. 

그러나 대법원은, “A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

터 대여금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위 수증액이 자

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 던 것이다.

  (c)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종국적 귀속을 정하는 법률행

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뒤의 3.에서 보는 

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계약해제의 효력을 ｢제3

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大判 

2004.7.8.도 합하여 보면, 도대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중요한 상속법상의 법

률행위에 왜 그 ｢특성｣이 논의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7)

6) 前註에서 본 日最判 1999.6.11.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타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 는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

으나, 위 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判決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評釋이 발표되었는데, 判旨에 반대하는 文獻은 찾아보기 힘들다.

7) 예를 들면 金疇洙, 親族․相續法, 제6전정판(2002), 596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의사
표시에 착오와 사기․강박이 있은 경우에는 표의자는 “민법총칙의 규정(109조․110
조)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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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상속법이 재산상

속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순화되면서 상속법을 재산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8)과 관련하여서도 추급될 만한 점이다.

 (나) 한편 아직 상속의 승인․포기에 대하여는 재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

본의 판례는 상속 포기에 대하여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9) 우리 나라에는 이에 반대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도 주장되고 있다.10) 그러나 필자는 상속의 승인 여부는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

인 간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지는 ｢人的 決斷｣으로 파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1) 그러한 점에서 이는 이미 행하여진 상속에 기하여 공

8) 가령 郭潤直, 相續法(1997), 54면 이하는 “우리의 現行 相續法은 財産法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하고, 이제는 이러한 입장에서 “家族法에 관하여는 民法總則의 여러 原
則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主張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은 오직 親族法에 관해서, 
相續法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相續法은 財産法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財産法의 基本原則을 정하는 民法總則은, 相續編에 特別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연히 그대로 適用된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57면)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同書의 改訂版(2004), 27면 이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 同, 民法
總則, 新訂版은 1992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66면은 “財産法(物權․債權의 兩編)과 家族
法(親族․相續의 兩編)은, 理論에 있어서나 또는 實際에 있어서나, 같은 原則으로 지
배할 수 없는 局面이 많으며, 總則編의 規定 가운데에는 財産法만을 생각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되는 規定이 많다. 그러므로 總則編의 대부분은 實質的으로는 財産法에 
대한 總則인 데 지나지 않으며, 家族法에 대한 總則으로서의 性格은 대단히 희박하다. 
… 그러므로 總則編의 規定은, 親族․相續 兩編의 規定에 의하여 明示的으로 그 규정
이 排除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는 이들 두 編에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個個의 規定마다 그대로 兩編에 適用할 것인가 또는 修正해서 適
用할 것인가를 그때 그때 검토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점선은 인용자가 생략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 후 1998년에 나온 同書의 新訂
修正版, 53면 이하에서는 앞서 본 相續法 에서의 견해를 반 하여, “[우리 민법전의] 
제2편․제3편․제5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순전한 재산법이고, 제4편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강조 및 꺾음괄호 안의 부가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달리 지
적하지 않는 한 아래에서도 같다)라고 하고, 이어서 總則編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
용되지 않는 것은 친족편에 한한다는 태도를 천명하기에 이르 다.

9) 日最判 1974(昭 49).9.20(民集 28-6, 1202).
10) 尹眞秀, “相續法上의 法律行爲와 債權者取消權 ―相續 抛棄 및 相續財産 協議分割을 

중심으로―”, 私法硏究 第6輯(2001.12), 1면 이하.
11) 독일에서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

례이고 통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Coing, Erbrecht, 13. Aufl.(1978),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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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취급

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12) 그리고 위의 반대견해가 주로 시야에 두고 있

는 상속의 포기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상속으로 인하

여 얻을 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는 상속에 대한 기대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예를 들어, 상속

재산에 소극재산이 더 많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에 대한 감정상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승인하 는데 그 중 1인이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의 상속승

인의 효력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인되고 다른 자력 있는 공동상속인들

의 상속승인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사태가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

므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함이 타당하다.13)

V(S.500f.)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재산법적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한 인적 성질을 가진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
는 사람은 상속을 승인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단지 그의 재산적 이익에 좇아서가 
아니라 그의 상속인에 대한 관계 그리고 만일 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취득할 
사람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 상속의 포기는 증여가 아니다. 그것
은 포기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는데, 그것은 파산절차 안에서도 그 밖
에서도(증여로서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이유에 기하여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독일민법전 내에서 상속재산 취득을 어떻게 법률구성하는가로부터 필
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결단은 그의 채권자에 의하여 향을 받아
서는 안 된다는 思考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강조는 原文대로)

12) 鹿野菜穗子, “遺産分割協義と私的自治”, 法律時報 75卷 12號(2003.11), 81면 이하는 채
권자취소권의 허용 여부라는 관점에서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를 상
세히 논한다.

13) 우리 나라의 통설도 그러하다. 우선 郭潤直, 債權總論, 新訂(修正版)(1999), 190면; 金
亨培, 債權總論, 제2판(1998), 402면; 金疇洙(註 7), 608면 참조. 하급심판결로 光州高
判 79.6.22, 78나79(高集 1979민, 365)도 같다. 독일에서도 通說은 상속의 포기 등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Palandt/Edenhofer, § 1954, Anm. 1 
(59. Aufl., 2000, S.1922) 참조. 앞의 註 9에서 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評
釋 등에서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준별하여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
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千藤洋三, “遺産分割協議が詐害行爲取消權行使の對象とされた事例”, 判例時
報 1700號(1999), 206면 이하 참조. 또 예를 들면 片山直也, “遺産分割協議と詐害行爲
取消權”, 別冊 ジュリスト 160號: 民法判例百選II(債權編)(2002), 42-43면은 “本判決
[註 9의 最高裁 판결]의 의의는,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산분할의 이전주
의를 관철함을 분명히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개의 상속재산은 채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유산분할 전에 그 지분을 압류하는 것이 실체법상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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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필자는 상속법상의 법률행위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일정한 성질

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각각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질을 개별적으로 음미하는 작

업이 더욱 요구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필요의 유무와 정도가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음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2. 契約解除規定의 相續財産分割協議에의 適用

필자의 문제시각에서는 최근에 나온 大判 2004.7.8, 2002다73203(공보 하, 

1306)이 무엇보다도 흥미롭다.

(1)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이 무단으로 상

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 는데 그 후 

그에게 단독상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행하여졌다. 그러다가 그 다

음달에 다시 “갑이 상속세 및 상속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

로 붙여서 동일한 취지로 재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 다. 이 사건에서 갑을 제

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

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

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유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책임재산감소행위)로서 취
소할 여지가 인정되는 것이다. /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의 사해성은 적어도 현시점의 
판례이론에 의한 한 기본적으로는 부정되게 된다. 그 점은, 앞으로, 상속자격의 소급
적 소멸이라는 구성 자체가 재검토된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포기의 자유, 기간의 한정
([일본민법] 제915조) 등 상속재산분할과의 법구조상의 차이에 따라 시인되어야 할 것
이다. 최근에는 판례이론에 비판적인 학설의 경향이 유력하나, 가령 상속포기를 사해
행위 취소의 도마 위에 올려놓더라도, 양자의 사해성 인정을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포기의 
의사가 존중되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는 될 수 없고,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의 추
급을 면할 목적으로 공동상속인간에 공모하고 상속포기에 假託하여 혹은 포기를 위장
하여 사해적인 재산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의 대상으
로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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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

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 사실을 인정하 는바, 이들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면, 위 당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적법한 것으로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원고들과 갑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하여 당초의 분할협의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며, 위 새로운 

분할협의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결국 실효되었지만, 당초의 분할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

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

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피고의 위 권리를 해하지 못한

다고 할 것이다.”

(2) 이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시를 담고 있다.

 (가) 첫째,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듯하나, 일본에서는 우선 그 분할협의에서 

인수된 채무나 부담이 불이행된 것을 이유로 해서 분할협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가 논의되고 있다. 거기서는 해제는 채권자를 반대급부의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

하는 것에 주안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에는 이러한 요청이 없다는 점과 법률관

계의 안정성을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 고,14) 

日最判 1989.2.9(民集 43-2, 1)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 다.15)

14) 그 내용에 대하여는 新版 注釋民法(27)(1989), 360면(伊藤昌司 집필) 참조. 그 외에 상
속에 의한 재산의 공유라는 과도적 법률관계가 상속재산분할로 종료된 이상 이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15) 그러나 이 판결의 태도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鹿野菜
穗子(註 12), 80면 및 同所의 문헌 참조. 同所에 의하면, 그 판결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는 그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지만 분할의 소급효(일본민법 
제909조 본문. 우리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대응한다)에 의하여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
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소위 宣言主義)은 공동상속인의 담
보책임이나 제3자보호규정(일본민법 제911조와 제909조 단서. 우리 민법 제1016조와 
제1015조 단서에 대응한다)에 의하여 수정되고 있고, 분할 전의 공유지분이 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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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日最判 1990.9.27(民集 44-6, 995)이 이를 긍정하

고 있다.16) 이 판결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여러 가지의 재산과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되고 나아가 그에 소급효가 있다고 해

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강조되어 왔고, 그러한 이유에서 당사자의 자율적 처리

가 제약되거나 재산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중에서도 제3자와의 관련에서 논의되는 ｢대외적 안정｣은 해제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규정(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

조 단서 등)에 의하여 도모되므로 이를 내세울 이유는 없다. 나아가 ｢대내적｣ 안

정, 말하자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를 전제로 생활을 구축하 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적 안정성도 적어도 합의해제에서는 그것이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상 문제삼을 바 못된다는 것이다.17)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면, 여기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행위와 신분

행위의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하여 거기서부터 재산법적 규율의 적용 여부를 판

단하기보다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질을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정지조건부로 하는 것도 허용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위 새로운 분할협의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

하여 결국 실효되었”다고 설시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조건이나 기한에 친하지 아

니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대로 ｢신분행위｣에 관한 법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의하여 이전된다는 소위 移轉主義의 실질을 무시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질론으로부터 해제 부정의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同人 자
신의 견해에 대하여는 뒤의 註 17 참조). 또 예를 들면 伊藤昌司, 相續法(2002), 340
면은 “협의의 결과가 권리의 평등한 배분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경
우 등에는, 부담 내지 반대급부를 개별집행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그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인정하는 편이 法規의 취지에도 좇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부담부 증여에 관한 일본민법 제553조와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에 관한 동법 
제1027조(각각 우리 민법 제561조와 제1111조에 대응한다)를 든다.

16) 이 판결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즉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이미 성립한 상
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당연히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라고 설시할 뿐이다.

17) 鹿野菜穗子(註 12), 82면 및 同所 인용의 문헌 참조. 同所는 법정해제에 대하여도 “상
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과하여진 명확한 채무에 대하여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불이
행한 본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제를 의욕하는 경우에는 역시 대내적 안정을 
중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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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8) 이는 적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19) 여기

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 등에 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 협의에 그와 관련하여 고려되

어야 하는 다른 전형적 사정은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Ⅲ. 親族法上의 法律行爲의 特性으로서의 意思主義에 대한 檢討

1. 大判 91.11.16.의 境遇

논의의 단서로서 大判 91.11.26, 91도2049(集 39-4, 776)을 본다.

(1) 이 판결은 姦通刑事事件에 대한 것으로서, 配偶者의 宥恕가 있었는가가 문

제되었다(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면 간통죄는 친고죄이나, “配偶者가 姦通을 

…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간통사실을 부인하 는데, 거기에 있던 그의 처가 “용서하여 줄 터이니 자백하

라”고 요구하 다. 그러자 피고인은 처가 “간통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처에게 교부하 다. 그러자 처가 이 서면

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 던 것이다.

원심판결은 배우자의 宥恕를 인정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하 다. 그 이유는, 처

가 “내심으로는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18) 예를 들면 金疇洙(註 7), 27면은 “조건․기한도 신분행위에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한다.

19) 부관을 포함한 법률행위이론의 모국이라고 할 독일에서도 조건에 친하지 않다는 것은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으로 흔히 말하여지곤 한다. 예를 들면 MünchKomm/ 
Rebmann, Einleitung zum Familienrecht, Rn.9(1. Aufl., 1978, S.6) 참조. 그러나 
Beitzke(註 4), S.323ff.는, 그 글이 쓰여질 당시 시행 중이던 婚姻法 제13조 제2항(혼인
의 의사표시), 독일민법 제1600조의b 제1항(認知. 개정 후의 제1594조 제3항) 등의 명
문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조건 등을 붙일 수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음미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MünchKomm/Koch, Einleitung zum Familienrecht, Rn.57f.(4. Aufl., 2000, 
S.21f.)는 “민법총칙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친족법상의 법률요건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항상 친족법에 특별규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
더라도 친족법상의 각각의 법률행위 및 법률관계의 ｢대체로 人法的인 성질(vorwiegend 
personenrechtliche Natur)｣이 민법총칙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를 음미
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여 민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예
를 열거하고 있는데,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규정은 이를 들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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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유서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상”, 이는 宥恕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破棄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

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라고 할 것인바, … 유서를 하 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가족법｣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이른바 표시주의의 이론을 이 사건에 적용

하여, 갑이 객관적으로 용서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

실한 것으로 믿은 이상, 갑이 피고인의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 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

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재산법관계에 적용되는 표시주의의 이론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에서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

되는 가족법관계에서는 표시주의의 이론은 원칙적으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

다”라고 하여,20) 단지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간통죄의 ｢유서｣에 한정

하지 아니하고 ｢가족법｣관계 일반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된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위 대법원판결은 그 원심판결이 “갑이 객관적으로 용서하여 주겠다는 의

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상, 갑이 피고인의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표시주의의 이론

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그 판단은 단지 민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도 큰 잘못은 없

을지도 모른다.

20) 柳元奎, “姦通罪에 있어서의 宥恕”, 대법원판례해설 16호(1992), 7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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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 形成的 身分行爲에서의 民法 제107조의 適用問題

(1)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이나 입양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진의표시의 혼인 등은 항상 

무효라는 견해를 취한다. 예를 들어 金疇洙는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상대방의 보호를 중점으로 한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최고

로 하는 신분행위의 의사표시에는 적당하지 않다.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비진의의

사표시․허위표시․착오 모두 무효이다. 본심이 아닌 신고를 하 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부실의 신분관계가 성립하여 제107조 본문에 구속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효이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21)

확실히 예를 들어 혼인을 놓고 보면, 당사자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혼인의 합의｣를 하 다고 해도, 

거기에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

고 제107조 제2항이나 제108조 제2항에서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것이 되고, 다른 제3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의 합의｣

가 없으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2) 혼인이나 입양 등의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진의가 결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이해나 제3자의 신뢰를 뒷전으로 미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우선 이들 행위에 의하여 창설되는 친족관계가 그야말로 하나의 신분으

로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면적이 아니라 포괄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는 그 관계가 존속되는 한 “동거하며 서로 부양

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채권관계에서와 같이 어떠한 하나의 급부의무를 중심으로 하

는 것에 수렴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서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관

계는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없이는 애초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21) 金疇洙(註 7), 26면. 朴東涉, 親族相續法(2003), 10면도 同旨(“당사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없는 신분관계 창설은 신분행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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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다를 바 없다(민법 제913조, 제974조 제1호 등 

참조).

 (나) 또한 이들 행위는 그에 의하여 창설되는 친족관계에의 ｢입구｣로서의 역

할을 할 뿐이고, 그 안에 들어간 경우의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강행

적 법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당사자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

성할 수 있는 자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창설하

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결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나아가 그 진정성이 확

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서, ｢신분행위｣ 이론의 창시자는,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신

분관계의 본질상” 의사주의, 즉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을 요하는데, 그것

은 신분관계는 본질사회적 결합이므로 거기에서의 의사는 ｢계산되지 아니한｣,   

｢주어진｣ 의사이고 全人格的 활동이어서 “이 의사의 부정은 그 행위자의 전인격

적 부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2) 그리고 신분행위에서의 의사(｢신분적 효과

의사｣)의 특질에 대하여, “신분행위는 원래가 본질사회결합적 의욕이므로 그 의

사는 性情的이고 宿命的이다[!]. 재산적 효과의사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사

인데, 신분적 효과의사에는 그러한 合理性이 없고[!] 오히려 習俗에 지배되어 움

직이는 비합리적 의사라고 해도 좋다. … 재산적 효과의사에는 법규에 좇아 경제

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 이에 반하여 신분적 효과의사에는 

처음부터 경제목적도 없고 법률효과의 고려도 없다[!]. 물론 사람은 예를 들면 결

혼함에 있어서 이 경제적․법률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혼인의사 그 자체의 내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다. … 이것은 혼인

의사가 경제보다도 법규보다도 먼저 있기 때문이다. … 법규보다도 사실이 선행

한다는 신분행위의 根本的 素質의 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한다.23) 여기서부터 

이 이론에서 중요한 법규의 후위성이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분법관계의 발생소멸 … 에 관하여 가장 특질적인 점, 즉 재산법관계

와 다른 점은, 事實의 先行이라는 것이다. … 신분법적 사실 앞에는 법규가 극히 

무력하게 되고, 법규가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언젠가 이것을 인정하

22) 中川善之助, 身分法の總則的課題(1941), 169면.
23) 中川善之助(前註), 20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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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게 끌려가고 만다는 점이다. … 신분법관계가 본질사회결합임의 당

연한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고도 한다.24)

그와 같은 법규의 後位性 및 사실의 先行性이라는 이데올로기, 나아가 가족적 

법률관계의 ｢全人格性｣․｢非合理性｣․｢盲目性｣․｢宿命性｣이라는 巨大理論(grand 

theory)이25) 과연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

하고 維持되어야 한다”는 憲法 제36조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2004년 10월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은 제1조

의2 제1항으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규정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2조

에서 정하는 신의칙과 마찬가지로 ｢가족법｣을 포함한 민법 전반을 시야에 두는 

것임은 물론이다. 만일 위 규정이 민법의 내용이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파악

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또 그러한 입론에 입각하여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윤리｣나 ｢역사적으로 계승된 미풍양속｣이나 ｢親子間의 천륜｣을 내세워 현하 국

회에서 논의 중인 친족․상속법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유효하게 물리칠 

수 있을지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4) 中川善之助(註 22), 195면 이하.
25)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 나라에서도 다대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郭潤直, 民法總則, 新訂修正版(1998), 9면: “두 개의 사회관계가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
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 財産關係는 각자가 자기의 이해를 고려하여 타
산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욕망추구의 수단으로 가장적으로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그것은 ｢만들어진｣․｢選擇된｣․｢計算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
하여, 家族關係는 種族保存의 본능에 기하여, 경제적 이해의 타산을 넘어서, 자연의 
愛情을 가지고 각자가 人格的으로 맺어지는 ｢주어진｣․｢宿命的인｣․｢結合을 위한 結
合｣ 관계인 것이다”(이 서술과 中川善之助(註 22), 1면 이하의 서술과의 相應은 놀라
울 정도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財産法과 家族法을 비교하여 볼 때에 財産法은 合理
性을 기본으로 하는 데 반하여, 가족법은 習俗性․保守性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래 財産關係는 打算的 生活關係인 데 대하여 家族關係는 그러한 
경제적 타산을 초월한 관계라는 데서 유래하는 당연한 歸結이다”라고 한다. 또한 金
疇洙(註 7), 23면: “여기에 재산법과 가족법의 구별의 표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매매관계는 충분히 계산하고 고려한 후에 체결된 관계이나, 친자관계는 전혀 선택
의 여지가 없이 성립한 관계이다. 즉 숙명적인 관계인 것이다. 혼인관계 등은 당사자
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한 관계이기는 하나, 그 의사란 결코 매매와 임대차와 같이 
타산적인 것이 아니고, 이른바 혼인의사는 애정을 주로 한 맹목적인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초타산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재산법관계는 합리성을 
가진 데 반하여, 가족법관계는 비합리성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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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그와 같이 진정한 혼인합의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혼인은 애초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고, 혼인의 무효 여부를 물을 필

요가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만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혼인에 있어서 내심의 의사와 소위 신고의사 사이에 불일치가 있

을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둘러싸고 대체로 ｢형식적 의사설｣과 ｢실질적 

의사설｣의 대립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고,26)27) 판례도 뒤의 3.에서 보는 

26) 한편 독일에서는 假裝婚姻(Scheinehe)에 대하여 종전의 판례․통설은 오직 신분공무원 
앞에서 행하여진 형식적 합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 의사설(formelles Konsens-
prinzip)을 취하 다. 이에 관하여는 우선 Gernhuber/Coester-Waltjen, Lehrbuch des 
Familienrechts, 4. Aufl.(1994), § 11 II 9)(S.113) 및 同所 인용의 판례․학설 참조. 독
일에서는 국적 취득의 목적으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 던 1938년의 혼인법 제29조
를 1949년에 삭제하 고, 혼인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처가 주로 夫의 성을 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혼인하는 소위 姓氏婚(Namensehe)을 무효라고 하 던 1946년의 
혼인법(이 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로 폐지되고, 그 후 혼인의 성립은 독일민법 제
1303조 내지 제1320조에서 규율되고 있다. 이 법개정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尹眞秀, “婚姻成立에 관한 獨逸民法의 改正에 관한 考察”, 家族法硏究 제13호(1999), 
33면 이하 참조) 제19조도 1976년에 그 효력을 상실하 다.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여진 법률행위의 일반적 무효원인(allgemeines Abschlußmängelrecht)은 
혼인에 관한 특별한 무효규정(spezielles Abschlußmängelrecht)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한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본 입법적 선택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소위 가장혼
인은 혼인의 무효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혼인에 관한 독일
에서의 논의는 우리와는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가장혼인에 대한 독
일법의 위와 같은 태도는, 한편으로 보다 原理的으로는, Lüderitz, Familienrecht, 27. 
Aufl.(1999), § 10 II 5(S.63)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
는 개인이 혼인으로써 또 혼인에서(‘mit’ und in der Ehe)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괘념
하지 않는다”는 기본관념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實際的인 
관점에서는, 위의 Gernhuber/Coester-Waltjen이 同所에서 말하는 대로, 법적 안정성과 
신분에 관한 명료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혼인당사자에게 실제의 혼인공
동생활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그리고 소위 
臨終婚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을 해
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유설명으로부터 어떠한 시사를 얻을 것인가, 거기서 제기되
는 기본시각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오히려 흥미로운 문제일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후 앞서 본 대로 1998년 7월 1일에 시행된 동년 5월 4일의 ｢婚姻의 成
立에 관한 法律(Eheschließungsrechtsgesetz)｣은 독일민법 제1314조 제2항 제5호로 혼인
을 함에 있어 양당사자가 동법 제1353조 제1항 상의 의무(“혼인은 종신으로 체결된
다. 배우자들은 서로 혼인공동생활의 의무를 진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때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동법 제1310조 
제1항에서 혼인이 위 제1314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
분공무원(혼인의 의사표시는 그 앞에서 행하여져야 한다)은 혼인에의 관여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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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반드시 귀일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28)

그렇게 보면, 당사자들이 적어도 그 신고에 관한 한은 진의에 기하여 혼인신고 

또는 기타의 창설적 신고를 한 경우(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대체적인 경우일 것이

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당사자의 의사를 최고로 하는 신분행위의 의사표시｣라

는 논리는 오히려 실제적인 의미가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논의는 결국 

신고의 법적 문제(뒤의 3. 참조)로 넘어가게 된다.

(4) 한편 앞의 (1)에서 본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도, 어느 실무가는 “민법총칙의 

규정이 이를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규정이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수 있다고 정하 다. 그 취지 및 경과에 대하여는 尹眞秀, 同所, 38면 이하 참조. 이 
법개정을 일깨워 준 尹 교수께 감사드린다.

27) 이 논의의 모국이라고 할 일본에서의 최근의 이론경향도 흥미롭다. 이에 대한 개관으
로는 우선 大村敦志, 家族法, 제2판(2002), 122면 이하 및 135면 이하; 內田貴, 民法
IV: 親族․相續, 補訂版(2004), 55면 이하 참조. 예를 들면 前者는 종전에 별로 주목
되지 않는 논점으로서,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효과가 법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가 一
括하여 발생한다는 것[즉 효과의 一體性]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
적하고, 그러한 문제시각에서는 “상속․부양․사회보장․국적이라는 [혼인의] 개별적 
효과만을 얻기 위한 신분행위는 유효한가, 또 이러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때 발생
하는 효과는 합의가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는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한편 大判 96.11.22, 96도2049(공보 1997상, 142)의 原審判決(서울地判 96.7.12, 96노
3403)은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혼인관계도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적, 경제
적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어 혼인관계가 반드시 전통적인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위한 의사를 가진 것만이어야 한다
는 기존의 관념이 과연 현재에도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혼인관계에 관한 사회통념이
라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명백히 정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요식성을 중시하여 형식적 의사설을 취하는 것이 법현실적 측면이나 혼인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물론 위의 
대법원판결은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
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
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原審判決을 파기하 다. 그러나 이혼의사
가 아니라 혼인의사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이 소위 실질적 의사설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주지되고 있는 바인데도, 위와 같은 입장이 하급심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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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통설이 예로 드는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 제815조 제1호 및 제883조 제

1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이 당

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간통에 대한 宥恕 즉 사후용서나 고소의 취소와 같은 성

질 및 효력을 갖는 행위에도 위 혼인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29)

이 견해는 당사자의 진의만을 기준으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는 결국 민법 제815조 제1호 및 제883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는 것

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한다는 發想을 시사한다.

3. 申告를 法律行爲의 要件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1) 혼인 등의 법률행위의 ―통설에 의하면― 성립요건인 ｢신고｣에 대하여 大

判 91.12.27, 91므30(集 39-4, 688)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분행위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신분관계의 형성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고 신고 등 절차는 그 신분행위[아마도 ‘신분관계’의 오식인 듯

하다]의 창설을 외형적으로 확정짓는 부차적인 요건일 뿐인데 무효인 신분행위

가 있은 후에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

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

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

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

망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9) 吳世彬, “‘姦通을 宥恕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판의 한길(金容俊 
화갑기념논문집)(1998), 7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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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신분행위에서 “신고 등 절차는 그 신분관계의 창설을 외형적으

로 확정짓는 부차적 요건에 불과하다”는 이해는 적어도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신분관계를 새롭게 ｢창설｣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취하는 

관점인 듯하다.

 (가) 大判 80.4.22, 79므77(공보 1980, 12828); 大判 84.10.10, 84므71(공보 

1797) 등이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때에는 혼인신고가 그 중 일방당

사자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어도 그 신고는 무효가 

아니며 따라서 혼인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a) 그런데 앞의 판결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상당 기간 동

거하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 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도 그 당사자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 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

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뒤의 판결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 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

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 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

년 후에 하기로 합의하 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 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 간 인장으로 혼인신

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

의를 한 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

이 청구인 부재 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설시한다. 이는 결국 위 일방적 신고 당시에도 ｢혼

인의 합의｣ 또는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혼인의 합의｣는 적어도 위의 두 재판례의 사안에서는 ｢혼인의 객관적 실

체｣, 즉 부부공동생활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자의 大判 2000.4.11, 99므1329(공보 상, 1190)은 “[1]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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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3]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

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4]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 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

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도 비록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한다는 법적 구성을 개입

시키기는 하 어도 위의 두 재판례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b) 그런데 大判 96.6.28, 94므1089(공보 하, 2372)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

사자(원고의 父)가 뇌졸중(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로 

2년이 지나서 사망할 때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

고가 그 사망 1개월 전에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위 망인과 피고

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

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하 다. 그 이유는 혼인

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 그러나 앞의 (a)에서 본 실무의 준칙, 특히 大判 2000.4.11.의 추상론을 

이 사안에 대입하여 보면, 과연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 

판결의 결론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즉 그 준칙에 의하면, 사실혼관계가 있는 동

안에는 혼인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 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 다는 등의 사

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大判 96.6.28.의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

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로 2년

이 지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는 없다면,30) 혼인의사

의 명백한 철회나 사실혼관계의 해소 합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당시

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혼인의 유효를 인정하여야 했을 것이었다.

30) 이는 앞의 (a)에서 본 大判 84.10.10.의 사안에 비추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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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일본의 재판례에는, 간경변으로 입원하고 있던 A男이 사실상의 부부관

계에 있던 Y女와 정식으로 혼인하기로 정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 는데 그 후 

바로 A의 용태가 악화되어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는 이미 혼수상태에 빠졌고 

受理 약 1시간 후에 사망한 사안에서 A의 동생인 X가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데 

대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 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리 전에 意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서의 수리에 의하여 혼인은 유효하

게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31) 일반적으로 이 판결에 대하여는, 혼인신고

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또 혼인의 의사는 혼인신고서 

작성시는 물론 그 수리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나,32) 일단 혼인신고서 작성이 본인

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면 “수리 전에 번의하는 등 혼인의 의사가 없어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시의 혼인의사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도 유효함을 판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3)

이는, 사실혼관계가 있으면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고 그것을 뒤엎으려면 혼

인신고시에 혼인의사가 없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논리구

조에 관한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 나라의 실무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3) 그러나 주지하는 대로 소위 假裝離婚 등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 

부차적 요건성의 명제는 관철되지 않고 있다. 즉 이미 30년 가까이 전에 大判 

75.8.19, 75도1712(集 23-2, 형76)34)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 협의 이혼계를 제출

하 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

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

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

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31) 日最判 1969.4.3(民集 23-4, 709). 이러한 태도는 그 후 日最判 1970.4.21(判例時報 
596, 43)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후자의 판결에 대한 판례연구로서 深谷松男, “本人の

意識不明の間に受理された婚姻屆の效力”, 久貴忠彦․米倉明 編, 家族法判例百選 제5판
(1995), 6면 이하 및 동소 인용의 문헌 참조. 入養申告에 관하여 日最判 1970.11.24(民
集 24-12, 1931)도 마찬가지이다. 실은 위 日最判 1969.4.3. 이전에는 入養申告에 대하
여 日大判 1932.2.16(法學新報 285, 10)이 반대의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32)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당사자 일방이 무단으
로 혼인신고를 행하여도 그 혼인은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33) 深谷松男(註 31), 7면 참조.
34) 이는 빚 때문에 가장 이혼하 던 처가 이혼이 무효라고 하여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

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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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大判 76.9.14, 76도107(集 24-3, 刑1)35); 大判 

81.7.28, 80므77(공보 14264); 大判 93.6.11, 93므171(공보 2021)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36)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장이혼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데 귀착하며,37) 결국 가장이혼을 이유로 하여 이혼이 무효가 되는 예

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38) 이와 같은 처리는 재판실무상 무효로 처리되고 있는 

가장혼인의 경우와는 현저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한편으로 그 한도

에서 재판실무가 형식적 의사설에 좇은 것이라는 이해도 있다.39)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보다는 현재 협의이혼의 절차가 가정법원에 의한 확인을 거치므로, 그

러한 확인을 거친 당사자가 나중에 이는 이혼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그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혼인신고와의 차이40)의 이유를 이해하

기도 한다.41) 그 외에도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각종의 권리의무가 새

35) 이 판결은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 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36) 뒤의 註 40에서 보다 자세히 보는 大判 96.11.22, 96도2049(공보 1997상, 142)에 대한 
재판연구관 해설에 의하면, 假裝離婚을 무효로 판단하 던 종전의 大判 61.4.27, 4293
民上536(要集 民 I-2, 1501); 大判 67.2.7, 66다2542(集 15-1, 98)은 본문에서 말한 일
련의 재판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朴基
東, “假裝婚姻申告가 公正證書原本不實記載罪에 該當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
호(1997), 645면을 보라.

37) 朴基東(前註), 同所 참조.
38) 그리하여 최근의 서울家法判 2004.4.22, 2003드합6149(신문 3277, 14)은 자녀들이 미

국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국 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유효하
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당시 행하여진 친권행사자 지정도 유효하다고 하 다.

39) 朴秉濠, “假裝離婚의 效力”, 민사판례연구 제1집(1980), 183면 참조.
40) 앞의 註 28 및 36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가장혼인의 사안에 대한 大判 96.11.22, 96

도2049(공보 1997상, 142)은, “호적공무원은 혼인신고를 접수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데 비하여 … 협의상 이혼에 관하
여는 이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판사
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
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한다.

41) 朴基東(註 36), 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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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형성되는 데 반하여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원칙

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이나, 또 이혼이 무효가 되면 예를 들어 가장이혼을 

유효라고 믿고 그 당사자와 혼인한 제3자 등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신분행위｣로서의 일률적 성질보다

는 그 각각의 행위의 특성이 추구되는 것이 먼저 행하여져야 할 작업일 것이다.

Ⅳ. 小結

1. 이상 우리 나라에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을 생각할 때 일정한 思

考의 端緖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두서 없이 제시하여 보았다. 冒頭의 

I.2.에서 말한 대로 이는 보다 세 한 해석론적 가공을 가하여야 보다 적극적이

고 실질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방법｣ 내지 ｢시각｣의 측면에 주로 

관계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려고 한다. 프랑스민법의 起草者인 포르탈리스는 

그 민법전서론 에서 “좋은 민사법률은 사람들이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대

의 은혜이다. 그것은 습속의 원천이고, 번 의 수호신이며, 공적․사적인 모든 평

화의 보장이다. 민사법률은 정부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정부를 유지

한다. 그것은 권력을 온화하게 하고, 또 권력이 마치 정의 그 자체인 듯이 존경

받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미치고, 그들의 

생활의 주요한 행위에 파고들며, 어디에나 그를 쫓아간다. 그것은 빈번하게 인민

의 유일한 도덕이고, 항상 그들의 자유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한다.42) 그리고 재

산에 관하여는 약 15개 정도의 사항을 다룸에 대하여, 친족과 상속에 관련하여서

는 50개에 가까운 사항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현재의 ｢가족법｣이 많은 경우에 ｢인민의 유일한 도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리 되려면 그

것을 학문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각각의 법률행위의 특성을 파고드

는 ｢섬세의 정신｣43)이 필요하지 않을까?

42) 포르탈리스, 梁彰洙 역, 民法典序論(2003), 26면 이하.
43) 파스칼, 팡세, 브롱쉬빅版, 제1장(라퓨마版 제5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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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igentümlichkeiten der Rechtsgeschäfte in dem 

Gebiet des Familien- und Erbrechts
44)

Chang Soo Yang*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n Charakteristika der Rechtsgeschäfte im 

Familien- und Erbrecht.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fasst unter den gleichen 

Namen “Statusgeschäft” sowohl die Rechtsgeschäfte im Familienrecht als auch die 

im Erbrecht, und möchte darauf di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Teils des 

koreanischen BGB über das Rechtsgeschäft, insbesondere die Willensmängel-

regelungen überhaupt nicht anwenden. Dagegen will sich der Verfasser in diesem 

Aufsatz wenden. Er behauptet, daß solches “großes theoretisches Schema” nicht 

viel taugt und zuerst die Eigentümlichkeiten des einzelnen Rechtsgeschäfts in 

diesen Gebieten genau geprüft werden müssen.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