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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迫者가 僞造한 書類로 행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梁      彰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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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A는 B의 强迫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의 어느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의 寄附書에 서명을 하 다. 그런데 막상 B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자, B는 A 명의로 등기 소요 

서류를 위조하 고, 이 서류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B는 그 부동산을 제3자 C에게 매도하여, 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A는 위의 증여가 강박에 의

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B 및 C를 상대로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2. 이와 같은 경우에 위 각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문

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증자의 강박으로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에, 수증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것으로서 유효라고 할 것이 아닌가?

둘째,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

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강박으로 증여계

약을 체결하게 한 자가 나아가 위조한 서류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서, 강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믿고 그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양도받은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닌가?

3.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계약에 성립상의 하자가 있는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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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강박자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에 기하

여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 직접으로 적용될 수 있는 先例 또는 이를 정면에서 논

한 學說은, 본인이 탐색한 한에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를 쉽

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추측컨대 독일에서는 물권행위의 無因性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요구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 즉 Auflassung(｢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라고 번역될 수 있다)은, 두 당사자가 

동시에 “관할기관 앞에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독일민법 제925조 제1항 본

문),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일방의 물권적 의사표시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우선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등기가 행하여

질 수 없을 것이고,1) 나아가 가령 무권대리인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그 의사표시

를 하 어도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 자체가 무효이어서2) 

소유권양도는 유효하게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

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 또한 독일민법은 우리 민법 제110조 제3항과 

같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으나,4) 등기에 公信力이 인정되므로

(독일민법 제892조)5), 소유자로 등기된 무권리자부터의 양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

을 취득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 대한 탐색은 위의 간략한 소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는 논의의 맥락을 달리하여, 쉽사리 참고로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

므로 위의 문제들에 대한 응대는 선행업적의 직접적인 인도 없이 오로지 이미 논

의되고 있는 법리를 바탕에 두고 조심스럽게 새로이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독일법상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는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要式行爲는 아니다. 그

러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합의가 독일민법 제92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유효하게 행하여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독일 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29조 

제1항 참조),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가 適式하게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는 위의 

증명이 행하여질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Horber/Demharter, Grundbuchordnung, 

22.Aufl.(1997), Rn.27(S.316f.) 참조. 

2) 우선 Horber/Demharter(前註), § 20 GBO, Rn.22(S.315) 참조.

3) 독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이는 强迫뿐만 아니라, 심리유보․허위표시․착오․사기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그러므로 “등기의 정당함에 대한 이의가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취득자가 그 정당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독일민법 제892조 제1항 제2문 참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소유

권의 양수인은 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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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登記｣에 관하여

1.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登記｣의 法理의 적용에서 요구되는 價値判斷

우리 나라의 확고한 판례는, 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 또는 절차적 유효요건을 결

하여 원칙적으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체관계(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는 유효하다고 하는 태도(이하에서는 이러한 판

례법리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라고 부르기로 한다)를 취하고 있다.

(1) 그런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안유형의 

종류와 범위는, 등기가 권리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한 중간생략등기에서

부터 애초 무효인 등기가 사후적으로 ｢실체관계｣를 구비하게 된 소위 ｢무효등기의 

유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6)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들 사안유형 전부를 시

야에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등기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장

애사유(통상 이는 등기의 ｢유효요건｣이라는 이름 아래 논의되고 있다)는7) 이를 일

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울 만큼 그 성질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장애사유가 실체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통상 이는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이라고 

불리운다)에 한정하더라도, 예를 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8) 자에 대하

여 상속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한 저당권등기

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

로 그 유용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소위 舊登記의 流用의 경우는 서로 별

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設例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문제는 등

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에서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

우와 관련지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증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

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등기신청절차에 등기의무자의 의

6)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대하여는 우선 沈在暾, 

“實體關係에 부합하는 登記”, 法院行政處 編, 登記에 관한 諸問題  [上](裁判資料 제43

집)(1988.12), 283면 이하 참조.

7) 이에 대하여는 우선 金聖洙, “原因無效의 登記”, 登記에 관한 諸問題(註 6), 467면 이하 

참조.

8)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리가 실제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수｣라

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엄 하게 말하면 ｢양수의 원인행위가 행하

여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Ⅱ.1.의 항목에 한정하여서는 편의상 단지 매매 또는 

증여 등과 같이 양도 또는 양수의 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이를 통틀어 ｢양도｣ 

또는 ｢양수｣라고 부르고, 또한 그 당사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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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여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類比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경우는 등기권리자가 말하자면 위법한 自力救濟를 행하 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안유형 

중에서 ｢자력구제형｣이라고 부를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의 실현을 私人의 힘에 맡겨서는 법평화가 도저히 달성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므로 자력구제는 원래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만일 자력구제에 의한 

권리실현의 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제재를 무릅쓰고라

도 이를 감행할 誘因이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권리실현의 결과를 법적

으로 공인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주지하는 대로 민법 제209조도 이러한 

원칙에 서서 占有者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요건 아래서만 자력구제를 허용한다). 

그리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등기의무자의 의사관여를 배제하고 행하

여진 등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경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를 적용하여 예외적으

로 그 등기의 유효를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력구제의 감행에의 유인이라는 

負價値를 상쇄하고도 남는 상당한 正價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러한 정가치

가 있어야만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사안유형에

서 등기가 유효라고 인정되는 것은 단지 등기권리자가 실체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진

다는 이유만에 의한 것이 아니며(만일 그러하다면,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어떠

한 위법을 범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기만 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

으로 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일정한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보면, 이러한 自力救濟型의 사안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가치판단 또는 이익형량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이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은 二重讓渡의 경우에서이다. 즉 동일한 부동산

이 이중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중 1인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의하여 유효한 것

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본의 재판례로 日最判 1975.6.15(金融法務

事情 764, 34)은 이중양도가 있은 후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死後에 전부터 그로부

터 맡아 놓았던 인감을 사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 대하여 

그 등기의 유효를 부인하 다고 한다.9) 이를 받아서 우리 나라에서도 “二重讓渡에 

9) 다만 幾代通(德本伸一 補訂), 不動産登記法, 제4판(1994), 511면 註 5에 의하면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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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만약 이중양수인이 위조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등기를 유효하

다고 인정한다면 타양수인의 등기를 구비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또 이중양수인만

이 배타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10)

이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는 결코 일률적인 기준 또는 요건

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사안유형에 나타난 전형적 사정요

소를 세 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2. 우리 判例上의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登記｣의 法理

사실 일본과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소위 의사주의를 

취하여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있으면 바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매수인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매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

여 행하여졌으므로, 이는 등기를 현존의 실체관계와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했을 것이었고,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말

은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좇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소위 형식주의를 취하

는 나라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했을 것”이라고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말하기 어렵

고, 따라서 엄 한 의미에서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우리 대법원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하여 상론한 최초의 재판례

라고 생각되는 것은 大判 78.2.22, 76다343(공보 596, 11061)이다.11) 이 판결이 다음

의 사안은 제2양수인이 배신적 악의자에 해당하여 애초 제1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10) 沈在暾(註 6), 314면.

11) 그 전에 大判 72.8.22, 72다1059(集 20-2, 169)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한 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등기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

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

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결론은 현행민법(신민법)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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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복잡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바로 상고이유가 위와 같은 관점을 주장하

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 판결은 특히 앞의 1.(3)에서 제기한 문제, 즉 위법한 자

력구제를 정당화하는 正價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

지 아니함은 민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부동산의 증여, 매매 기타 

결국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 등기를 하

지 아니하면 물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가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동 계

약당사자 간에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양도인이 

동 계약에 터잡아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득케 하여 그로써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소유권의 개념으로서 

통합되어 그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용, 수익, 처분 등

의 모든 권능을 취득하 다고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다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도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이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라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다투는 데 있

어서는 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옮겨져 있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등기가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동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를 반

드시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실체관계

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를 이에 포함시켜 무방하다 할 것

이다(등기가 양 당사자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의당 있어야 마땅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터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 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끔 한 양도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양도계약 등 물권변동을 위한 법률행위 당시에 잠재적이

고 부동적이었던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현실화시키고 확정적인 것으로 하려는 의

사에 원유하는 것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당사자

간의 그 실질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서 안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그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 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 다고 하고 

등기의무자의 말소청구를 시인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은, 한편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려면 반드시 이미 당사

인하여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니 같은 취지의 당원의 판례는 변경할 필요를 느끼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立法主義의 轉換에 따라 종전의 법리

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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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물권변동이 발생하 어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 그렇다고 해서 (i) 당사자 사이에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유효한 채권계약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지만, 그 외에 (ii) “당사자 간에 등기청구

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그 의

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iii) “양도인이 동 계약

에 터잡아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득

케”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그 등기가 비록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

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특히 위 판결은 그러한 결론을, 양도인의 일반적 권리이전의사(즉 당해 등기절차

에서 실제로 등기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도 단순한 채권계약을 넘는 물권적 합의로

서의 “소유권의 양도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에 내재하는 확정적 물권변동의 의사)

로부터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역시 흥미롭다(괄호 안의 설시부분). 즉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는 반드시 등기신청

절차에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게 소유자로서의 ｢전면적 지배｣를 

사실상 용인하는 행태로부터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 등기이전의사가 

이미 있었다면 양수인 앞으로의 등기는 ―혹 당해 등기 당시에는 등기신청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앞의 (ii) 또는 특히 

(iii)에 대한 부연 또는 그에 대한 법률논리적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하나, 앞

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따로 (iv)의 항목으로 불러 보기로 한다.

(2) 그 전이나 그 후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관한 재판례들은 

대체로 위 大判 78.2.22의 판단틀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大判 71.3.23, 71다178(集 19-1, 

233); 大判 85.4.9, 84다카130등(集 33-1, 167)을 들어 둘 만하다.

前者의 판결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의 일부만이 지급되었는데 매수인 甲

이 등기서류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甲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 고 대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으니 위 각 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

다. 이 판시 중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 다는 부분은 위의 (ii)와 관련되고, 

대금지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마도 

(iii) 또는 특히 (iv)와 관련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後者의 판결은 “公簿上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

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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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전이

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소요서류 위조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의사에 반

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판

시하 다. 이 설시도 위의 大判 71.3.23.에 대하여와 같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실체관계에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요소로, 첫째, 양

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 을 

것, 또는 둘째, 당사자 사이에 그 대금지급 전이라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을 들고 있다. 이들 사정은 앞서 본 (ii) 또는 

(iii)의 전형적 구체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위의 두 판결 모두, 양수인 앞으로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그 등기가 양도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결국 양도인에게 앞서 본 (iv)에서 말하는 바의 ｢일반적 

권리이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실무가들에 의하여서도 그와 같이 인식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해가 표명되고 있는 것이다.

“위 판례들은 어떠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일단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의사는 등기의무자의 恣意가 

아니라 그의 합리적인 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거부할 이

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

라도 이는 그의 등기의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

그렇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관한 소위 主觀主義 내지

는 修正된 主觀主義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13)

3. 우리의 問題에의 適用

이상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

증자가 증여자의 의사관여 없이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

12) 金聖洙(註 7), 482면. 또한 沈在暾(註 6), 297면도,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등기를 결하

여 적법․유효한 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실체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러한 자를 예외적으로 물권

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

13)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주관주의를 위시한 일본의 다양한 學說

에 대하여는 우선 幾代通(註 9), 513면 이하 참조.



제41권 2호 (2000) 强迫者가 僞造한 書類로 행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307

서 그 등기는 효력이 없어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우선 앞의 2.(1)에서 본 (ii)의 기준, 즉 “당사자 간에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볼 때, 우리의 문제에서 A는 강박

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수증자인 B

가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으

며, A는 증여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A가 취소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로써 증여가 당연히 무효가 되

는 것은 아니므로 후에 이를 행사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함으로써 비로

소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여 수증자의 등기청구권 실현이 ｢법률장 장애｣에 걸리

게 되는 것이니, 그 때에서야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A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B의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A가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B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

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증여계약 취소의 효과로서의 소

유권회복이 아니라, 애초 이루어진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자의 의사관

여 없이 행하여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따라서 애초 소유권

이전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사유로서의 ｢실체관계에의 부합｣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예외적 구제수단의 요건으로서의 ｢실체관계에의 부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무효로 됨으로 인한 등기의 ―말하자면 당연한― 원상회복과는 별도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예외적 치유를 모든 면에서 정당화할 만한 흠 없는 登記請求

의 原因關係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ii)의 기준은 바로 이 점을 표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실체관계에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서 판례가 말하는 바의 ｢등기청구권 실현의 법률적 장애｣는, 취소의 의사표시

가 행하여져서 원인행위가 실제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에 취

소권을 발생시키는 바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써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A는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할 가장 적실한 기회라고 할 당해 

계약의 이행청구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 이를 행사할 기회를 B의 불법한 등기이전

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은 A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손실이다. 

특히 우리의 設例에서 문제되고 있는 강박과 같이 피강박자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함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바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 기타 처

분을 함으로써 피강박자의 目的物 追及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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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불법한 강박과 불법한 등기이전이라는 二重의 不法이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등기｣의 법리에 의하여 糊塗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나아가 앞의 1.(1)에서 본 (iii)의 기준, 즉 “양도인이 동 계약에 터잡아 양수

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득케” 하 는지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A는 사실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전면적 

지배를 허용한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또한 거기서 본 (iv)의 기준, 즉 양도인에게 일반적 권리이전의사, 즉 양수인

이 당해 등기절차에서 실제로 등기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도 단순한 채권계약을 넘

는 물권적 합의로서의 “소유권의 양도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에 내재하는 확정적 

물권변동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A는 단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 을 뿐이지, 이를 넘는 확정적 소유권양도의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다고 할 것

이다.

물론 위 사실관계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과 같이 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계

약이 아니라 무상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문제되므로, 앞의 2.(2)에서 

본 大判 71.3.23.이나 大判 85.4.9.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

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일

반적 권리이전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의사는 우리의 設

例에서와 같은 부동산증여계약에서는 통상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될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의사를 B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허위로 작출하고, 이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 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의 設例에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4. 贈與의 特殊性의 觀點에서

약간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는 위 사실관

계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증여와 같은 無償契約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여 그 등기를 유효로 하는 데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다름아닌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사관여 없이 함부로 증여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背信行爲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의 법리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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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에서 증여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계약과도 상이한 몇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전형계약과 달리 증여계약에서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켜서 당사자 쌍방이 이를 해

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555조). 이는 계약에 방식을 요구하는 통상의 

이유인 증명기능(장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확실한 증명수단을 미리 마련하고 이로써 

분쟁 자체의 발생을 막는다는 기능)과 숙고기능(당사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숙고하도록 한다는 기능) 외에도,14) 특히 증여계약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게 호의에 기하여 ｢무상의 출연｣을 한다는 그 施惠的 성격에 비추어 볼 때,15) 수증

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여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상대로 증여자가 약속한(약속

하 다고 주장하는) 慈善을 베풀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하여 贈與約束의 유무

와 내용에 관한 법적 쟁송을 벌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예 증여자의 權利行使

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주장․관철될 수 있는 증여라고 하려

면, 그만한 진지성과 격식을 갖추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구가 결국 서면 또는 공정

증서의 작성이라는 객관적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혜적․

호의적 성격에 상응하여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559

조).

그러나 이를 무엇보다도 잘 드러내는 것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배신적 행위가 있

으면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556조이다. 이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가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증여약속

의 법적 유효성을 유지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인지와 

같은 증여계약 자체에 내재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에 전개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人的 關係 전체를 시야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이렇게 보면 증여자가 증여약속을 하 다고 하여도 그 자신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 이에 법

적인 효력을 주는 것은 극력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수증자의 행위는 말하자

면 증여계약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뒤집는 일인 것이다.

14) 이에 대하여는 우선 츠바이게르트/쾨츠, 梁彰洙 譯, 比較私法制度論(1991), 98면 이하 

참조.

15) John P. Dawson, Gifts and Promises. Continental and American Law Compared 

(1980), p.83은 증여를 “자선의 계약(contract of benefac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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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의 設例에서와 같이 증여계약 자체가 수증자가 증여자를 협박하여 증

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한 사안에서 나아가 그 이행으로 행하여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도 증여자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

다.16)

(3) 혹 이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은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하

나의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성질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판

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한다

면, B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전혀 아무런 원인도 없다고 하여야 할 것

으로서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그 등기는 바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운운할 것도 없이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실제

로 증여계약은 법적으로 無로 평가되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

이다.

(4) 지금까지 나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관한 재판례 중에서 수

증자가 증여자의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것은 잘 찾을 수 없다. 다만 앞의 2.(1)에서 본 大判 78.2.22.은, 미등기토지의 소유

자 甲이 1955년 4월에 乙이 기성회장으로 있는 고등공민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여하고 인도하 는데 甲이 1962년 9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망하

고 그의 상속인(원고)이 증여사실을 부인하자 乙이 등기의 편의상 지목을 垈에서 

田으로 변경한 후 1965년 6월에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증여의 사안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증여행위가 있은 

후 10년 이상 목적토지가 증여의 목적대로 학교의 교육용 부지로 실제로 사용되어 

만일 등기의 유효가 부인된다면 결국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이 중

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나아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그 지상의 

학교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자 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 다는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도 고려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등기서류위조 등 수증자의 적극적 위법행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위의 특별조치

법이 정하는 절차에 기하여 행하여졌던 것이다.

16) 특히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증여계약의 이행이 증여자의 의사관여 없이 수증자의 불

법행위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이행｣으로 보는 경우에는 민법 제558조(“前 

3條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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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판결을 증여에 대하여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를 원

래대로 적용한 예로 보기에는 주저가 있다. 

5. 小結

결국 우리의 設例에서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다고 할 수 없으며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A는 문제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취

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B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된 등기 소요 서류에 기하여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民法 제110조 제3항에 관하여

1. 問題의 提起

앞의 Ⅱ.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증여를 취소하지 아니하고도 B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기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수증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 고 또 그 양수인이 善意

라고 하더라도, 마치 어떤 사람이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

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마찬

가지로, 그 양수인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2. 善意의 第三者를 保護할 必要

그러나 이와 같이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취지 등

에 비추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 이처럼 ｢논리필연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일단은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결국 앞서 본 대로 위 사실관계에서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의 태반은 결국 그것이 강박을 이

유로 취소될 수 있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졌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은 제110조 제3항에서 계약이 강박을 이유로 실제로 취소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즉 계약의 소급적 무효)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혹시 이 규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위

와 같이 강박자 앞으로 애초부터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미치

는 것은 아닐까?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계약이 취소되면 강박자 앞으로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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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애초부터 무효가 되므로, 강박자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

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일단 취소가 행하여진 후에는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강

박자의 의사관여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

면 역시 兩者는 같이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2) 특히 大判 75.12.23, 75다533(集 23-3, 144)이, 사기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 

이를 이유로 취소된 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 대

하여 민법 제110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한 의문이 짙

어질지도 모른다.17) 이 경우에 사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피사기자의 취소로 

소급적으로 원인 없는 것이 되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인데, 그럼에도 위의 대법원판

결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내세워 민법 제110조 제3항을 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 판결이 판시하는 바는 우리 민법에서 사기와 전적으로 동일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강박의 경우(민법 제110조 참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강박자가 비록 위조된 등기소요서류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와 피강박자 

중 누구를 앞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앞의 1.에서 본 결

론은 일견 ｢논리필연적｣인 듯 보여도, 민법 제110조 제3항을 시야에 넣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이다. 

3. 善意의 第三者 保護의 後退

그러나 역시 우리의 設例에서와 같이 강박을 행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사관여 

없이 위조된 등기소요서류에 기하여 불법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비록 그 후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 다고 하여도, 이에 민법 제110

조 제3항의 보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1) 강박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무효

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표의자가 당한 강박이 그

17)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

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를 가릴 필요 없이 대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
110조 제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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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에게 선택의 자유(즉 강박에 

좇지 않고 해악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강박에 좇을 것인가의 선택)가 남아 있었

음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강박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矯正으로 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8) 그러나 일단 위법한 강박에 불복하여 행위한 자라도,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현출된 강박자에게 하자 없는 권리 또는 법률상태가 존재한

다는 외관을 진실이라고 믿고 행위한 자에 대하여는 뒤로 물러나 그의 ｢선택｣에 대

한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입법이유일 것

이다.

그런데 우리의 設例에서와 같이 강박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자기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고 피강박자가 강박자의 그러한 권리외관에 대하여 아무런 

意思關與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그에게 그러한 외관의 현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피강박자에 우선

하는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의 2.(2)에서 본 大判 75.12.23.의 사안과 우리의 設例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이다. 즉 거기서는 사기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

사기자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사기자가 계

약을 취소하고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기자의 권리외관의 

현출에 대한 그의 책임은 이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며, 애초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

여 현출된 외관 자체를 제거하 어야 했을 것이다.

(2) 각도를 달리하여, 우리의 設例와는 달리 B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18) 우원한 인용인지도 모르겠으나, 사비니는 그 이전에 강박을 무효사유로 하는 견해에 반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3 

(1840), S.102ff.: “강박(Zwang)과 자유는 서로 배척하는 상태이어서 강박이 있으면 전혀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보다 상세히 고찰하면 이러한 견해

는 전면적으로 포기되어야 한다. …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現象的인 自由, 즉 복수

의 상정가능한 결단 중에서 선택하는 능력만이다. 그리고 이 능력이 피강박자(der 

Bedrohte)에게 실제로 존재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있을 수 있는 다음의 세 결

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강박자가 그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저항하여 

강요되고 있는 해악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그 해악을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이 

세 방법 중 최초의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 즉 意思의 自由(Freiheit des 

Wollens)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의사표시에 대한 강박이 행위자의 자유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표시의 본래의 효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박은 모든 법의 목적, 즉 인격의 확실하고 독립적인 전개

(sichere und selbständige Entwicklung der Persönlichkeit)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모순

된다. 따라서 강박 중에는 법의 역을 교란적으로 간섭하는 反道德性(Unsittlichkeit)

이 존재한다. … 이 반도덕성을 적극적인 反作用에 의하여 법의 역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은 실정법의 역할이다.”(점선은 인용자가 생략한 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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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强迫을 행한 일이 없다고 하자. 다시 말

하면 B는 막바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제3자 C가 B로부터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양수하 다고 하여도,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B가 A에 대하여 强迫을 행하 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B가 A에 대하여 한 번 불법을 행하면 A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데, B가 그에 앞서서 다른 불법을 행하 으면 이번에는 소유권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번 불법을 행한 B는 C로부터 민법 제570조의 

추탈담보책임 기타 계약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

하여야 하는데, 두 번 불법을 행하면 그러한 책임을 면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하면, 역시 A는 강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조된 등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와 같이 비록 제3자 C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혹은 B가 A에 대하여 강박을 행함에 있어서 아예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받았

다면 역시 선의의 C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을 것이므로, 강박으로 체결된 

증여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그와 같이 취급되어

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立論은, 처음 행하여진 범

죄행위에서 아예 다른 물건까지 대상으로 하 을 수 있었으므로 다음에 같은 피해

자에 대하여 그 다른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행위를 하 어도 이는 별개의 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도대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앞의 Ⅱ.2.(2)에서 본 大判 85.4.9.도, 정면에서 위의 문제에 대하여 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시사를 준다고 여겨진다.

(a) 이 판결의 내용은 多岐에 걸치나, 위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적출해 보

기로 한다.

우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甲이 원고(원래는 여럿이나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로부터 토지 여러 필지를 매수하 는데,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에 그 목적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인 피고 乙(피고 甲과의 명의신탁관

계가 인정되었다) 앞으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다(그것

이 1973년 3월이었다). 그리고 1978년 3월에 피고 丙이 피고 乙과의 사이에 매매예

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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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동년 4월에 피고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 는데, 피고 丙은 

동년 8월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 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을 제기하여 ―다른 청구와 아울러― 피고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청구하 다.

원심법원은, 한편으로 피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과정상 소요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피고 甲이 매

수한 것으로 피고 乙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고 볼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피고 丙은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

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 丙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다. 우선 피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앞의 Ⅱ.2.(2)에서 본 대로 설시하여, 원고에게 대

금 전부가 지급되거나 매매대금 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이상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19) 중

요한 것은 피고 丙에 대한 판시부분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 丙이 해제의 

효과에 향을 받지 않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데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함이 없이, “피고 丙에 대하여서는 피고 乙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그에 기한 피고 [丙]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꺾음괄호 안은 인용자

가 부가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b) 피고 丙에 대한 위의 판시는, 그가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피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인 이상 당연히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판단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도 일정

한 방향지시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 피고 乙 앞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매매계약이라는 원인 자체는 엄존함에도 ｢실체관계

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행하여진 피고 丙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당연히 무효이며, 이는 피고 丙이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

19) 그리고 “원심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이유나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

려우나 판문 그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전받을 매매목적물인 까닭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는 뜻이라면 이는 매매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데 연유한 

것으로 잘못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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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고 해도 마찬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設例에서도 마찬가지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

록 증여계약이라는 원인 자체는 엄존함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

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행하여진 제3자 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연히 무효이며, 

이는 C가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에 의

하여 향을 받지 않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쉬울 것이다.

Ⅳ. 結  論

1. 결론을 적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設例에서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다고 할 수 없으며 무효라고 할 것이다. A는 문제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취소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B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 

소요 서류에 기하여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의 設例에서 위와 같이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그에 기하여 행하여진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

기도 당연히 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C가 자신이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정하는 ｢선

의의 제3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상에서 한 논의를 고 나가면, 우리 학계에서 별로 의식되지 아니한 다음

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문제에 상도하게 된다.

우리의 問題에서 증여는 소유권 양도의 원인행위이고, 나아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객관적으로는 소유권 양도의 물권행위가 행하여

진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물권행위는20) 그 하나의 요소인 소유

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物權的 合意를 결하여서 無效이고, 소유권 이전은 일어나

지 않는다. 종전에 행하여진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무에 관한 논의는 원인행위의 하

자가 물권행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오히려 물권행위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그 무효는 당연히 물권행위의 내용인 물권변동을 일

으키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

20) 필자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라는 의사적 요소와 

등기라는 사실적 요소의 둘이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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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러한 前提法理에 예외를 두어, 물권행위가 원래라면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

건 아래서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됨을 인정한다. 이는 부동산물권변동

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하자가 물권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법리는, 마치 선의취득제도가 원래라

면 무효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민법 제249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

에도”)를 일정한 요건 아래서 유효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권행위에 독특한 

效力補正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민법 제107조․제108조․제109조의 각 제2항, 그리고 제110조의 

제3항에서 정하는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暗黙間에 거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률행위의 하자, 즉 비진의의

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정이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행으

로 행하여진 물권행위에도 역시 존재하는 경우, 즉 독일민법학에서 말하는 ｢동일한 

하자가 쌍방에 존재하는 경우(Fehleridentitätsfall)｣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여 온 것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일 양자에 각각 별개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떠할까의 문제는 별로 의식되지 못한 것이다. 그 경우에도 제1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정신능력이 모자라는 甲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사기로 인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행위무능력이 된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乙은 

이것을 丙에게 매도․양도한 경우에, 甲이 사기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

다면, 甲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매매의 취소로 

인하여 乙 앞으로의 소유권 양도는 일단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부정되는 귀결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乙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 丙의 권리취득을 시인하는 것이 위 규정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때 乙에의 권

리양도행위, 즉 물권행위에 위의 예에서의 행위무능력과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위의 예에서 만일 甲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양도행위를 취소하 다면,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

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이제 丙으로부터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고 할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해결은, 甲이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하 는가 

아니면 그의 처분행위를 취소하 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 아닌가?21)

21) 독일에서의 물권행위를 포함하는 처분행위의 취소의 법문제에 대한 최근의 문헌으로서

는 우선 Hans Christoph Grigoleit, Abstraktion und Willensmängel ― Die Anfecht-

barkeit des Verfügungsgeschäfts, in: AcP  199(1999), S.379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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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제는, 제2의 하자가 물권행위를 처음부터 아예 무효로 하고 이를 선의

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인 경우, 예를 들면 위의 예에서 매매계약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기 전에 부동산의 ｢처분｣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법규가 시행된 경우 또는 피사기자 甲이 후에 파산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을 상실한 상태(파산법 제7조 참조)에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대

하여도22)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필자가 논의․주장한 바는 결국 이 

경우에는 이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여기서도, 채권행위/물권행위(또는 처분행위)의 구분이라는 극히 독

일법적인 요소와 법률행위의 무효 등의 대항불능이라는 극히 프랑스법적인 요소를 

어떻게 무리 없이 조화할 것인가인 것이다.

22) 파산의 경우에 대하여는 파산법 제44조 제1항(“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특히 제46조 

제1항(“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등이 규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