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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1)

尹 眞 秀**

Ⅰ. 序論

정부는 지난 2004. 10. 21. 국회에 民法(財産法) 改正案을 제출하 다.1) 이 개

정안은 개정 및 신설 조항이 130여 개나 되는 것으로 그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면 민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의 개정이 될 것이다.2) 이 개정안 가운데에는 법인

에 관하여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1999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民法(財産

法)改正特別委員會(이하 民法改正委員會라고만 한다)의 위원으로서 위 민법개정

작업에 관여하 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 6월에 개최되었던 韓國民事法學會 하

계학술대회에서 민법 중 법인 등에 관한 개정안의 작업 경과에 관하여 보고를 

한 바 있다.3) 이 보고는 당시 民法改正委員會 중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담당하

던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 후 民法改正委員會

는 제1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일단 확정

하 고, 법무부는 2001년 11월에 이 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

다.4) 위 개정안(이하 공청회 개정안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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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의안정보시스템이
나 법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개정안에 관한 기본자료로는 法務部,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2004가 있다. 이하에
서는 ‘資料集’이라고만 인용한다.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에 관하여는 위 資料集 1면 이
하; 梁彰洙, “最近의 韓國民法典改正作業”, 民法硏究 제7권, 2003, 1면 이하 등 참조.

3) 그 내용은 民事法學 제19호에 게재되어 있다. 尹眞秀,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
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民事法學 제19호, 2001, 39면 이하 참조.

4) 法務部, 民法(財産編)改正 公聽會. 이하에서는 公聽會라고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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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5) 民法改正委員會도 이러한 비판을 참조하여 2004. 6.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하 으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법인에 관한 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인가

주의로 바꾼 것(제32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제39

조의2),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제48조의 개정,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

한 제60조의 개정 등이다. 이밖에도 몇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그 규정들이 마련

되게 된 개정의 경위와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찬반의 논의를 

소개한 다음 그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외의 개정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소개하며,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 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한 것에 한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Ⅱ. 법인 설립에 관한 認可主義의 채택(제32조의 개정)

1. 현행 제32조와 개정안 제32조

현행법 개정안

제32조: (非營利法人의設立과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비 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그 밖의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인가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2. 개정의 경과

현행 민법 제32조는 비 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이

른바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이는 법인 설립을 극도로 

제한하 던 시대의 유물로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

5) 포괄적인 비판으로는 黃迪仁 外 29人, 民法改正案意見書, 2002가 있다. 이하에서는 
‘意見書’라고만 인용한다. 법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는 姜台
星,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方向”, 法曹 2001. 7, 180면 이하; 金敎昌, “民法 總則 중 
法人에 관한 改正意見”, 法曹 2002. 5, 142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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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6) 현행 법과 같이 허가주의를 택할 때에는 자유재

량행위인 허가의 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7) 대판(全) 

1996. 5. 16., 95누48108)는,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 는데, 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 민법은 비 리사단에 관하여는 자유설립주의를 취

하고(제21조), 재단법인에 관하여는 인가주의를 취하며(제80조), 리사단에 관하

여만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다(제22조).9) 일본 민법 제34조는 공익법인에 관하여

6) 예컨대 金曾漢․金學東, 民法總則, 제9판, 1995, 171-172면; 姜台星(註5), 182면. 이외
에 鄭煥淡, “民事法人設立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比較私法 제5권 제1호, 1998, 94면 
이하는 결사의 자유 외에 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회사)은 준칙주의에 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가 재음미되어야 한다고 하고, 
金敎昌(註5), 153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7) 대판 1979. 12. 26., 79누248(公 1980, 12553)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불허가 처분
에 대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된 데 대하여, “비 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 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오는 우리 법제 밑에
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 다. 물
론 이 판결 중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부분은 방론에 불과하고, 또 아래에서 살
펴 볼 대판(全) 1996. 5. 16., 95누4810(註8)은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하여는 
위 79누248 판결을 변경하 으나, 설립허가에 관한 부분까지 변경된 것은 아니다. 위 
95누4810 판결이 선고된 후인 대판 1996. 9. 10., 95누18437(公 1996하, 3041)에서는 
건설부장관이 비 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인가가 다투어
졌다. 원심판결은 위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 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
으나 대법원은 “비 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
상 비 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
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
하 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
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

8) 公 1996상, 1752.
9) 그러나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가주의(Konzessionssystem)는 자유설립의 조건을 충

족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여 허가주의의 
副次性(Subsidiarität)을 인정한다. MünchKomm/Reuter, 4. Aufl., 2001, §§21. 22 R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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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가주의를, 리법인에 관하여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1998년에 제정

된 特定非營利活動促進法(NPO法)은 特定非營利活動法人에 관하여 인가주의를 택

하고 있고, 2001년에 제정된 中間法人法은 이른바 中間法人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10)

허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가 고려될 수 있다. 법

인 설립 및 운 을 최대한 자유화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기만 하면 법

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11) 그러나 민법개정

안은 준칙주의 대신 인가주의를 택하 다. 이는 준칙주의를 채택하면 악용될 우

려가 있다는 점12)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주의를 택하면 인가는 기속행위

이기 때문에 인가의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인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의 토론자들이나 

강태성 교수 등은 위 개정안에 찬성하 다.14)

3. 개정안 제38조

이처럼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기로 한 결과 민

54 참조.
10) 이에 대하여는 朴駿緖 編/鄭鍾休, 註釋民法 제3판, 總則(1), 2002, 513면 이하; 김진우, 

“日本의 中間法人制度에 관한 考察”, 人權과 正義 2003. 10, 62면 이하 등 참조.
11) 金敎昌(註5), 156면은 비 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준칙주의를 취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성립에 법률로써 주무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
고 있다.

12) 대한변호사협회는 民法改正委員會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비 리법인의 설립을 허가
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따른 법인의 난립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허가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대한변호사협회, “민법개정에 대한 의견”, 人權과 正義 2000. 5, 186면. 박경량 
교수, 황적인 교수도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현행 제32조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 다. 意見書, 14면 참조. 그리고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도 인가주의를 도입하면 악
성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못하게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法務部(註2), 46면 
참조.

13) 高翔龍, 民法總則, 제3판, 2004, 188면은 준칙주의와 인가주의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인가주의는 행정관청에 의하는 사전심사가 있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

14) 姜台星(註5), 182면; 公聽會, 36면(강용현), 45면(강일원), 54면(이상욱), 59면(안법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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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허가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은 모두 인가로 바뀌게 되었다.15) 이 중에서 

특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제38조의 개정이다. 현재의 제38조는 “法人이 目

的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 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일반적으로 자유재량행위인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인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다만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16) 그리하여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

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法令에 違反하여 公益을 해하는 行爲”로 개정하 다.

Ⅲ.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

1. 개정안 제39조의2(신설)

第39條의2(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에 대하여는 그 性

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本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2. 개정의 경위

현행 민법에는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다만 

제275조 제1항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하여

는 일종의 입법적인 공백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종래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7)

판례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

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

15) 제38조, 제42조 제2항, 제46조, 제49조 제1, 2항, 제53조, 제77조, 제80조 제2항 등.
16) 金東熙, 行政法 Ⅰ, 제7판, 2001, 276면 이하 등 참조. 대판 1988. 4. 27, 87누1106(公 

1988, 924) 등도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 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라고 한다.

17) 郭潤直, 民法總則 제7판, 2002, 126, 129면; 金疇洙, 民法總則 제4판, 1996, 197, 199
면(내부관계에 관하여); 金曾漢․金學東(註6), 166면, 168면; 白泰昇, 民法總則, 改訂版, 
2004, 207, 217면; 李英俊, 韓國民法論[總則編], 修訂版, 2004, 790면, 807면; 李銀榮, 
民法總則 제3판, 2004, 247, 25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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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관하여는 그 성질

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3. 개정안에 대한 논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으나,19) 몇 가지 비판적인 견해

도 제기되었다.20) 그 하나는 법인의 본질 및 현행 법률제도의 해석에 관한 철저

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법인 아닌 단체에 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통설과 판례에 대하여, 이는 부

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일본의 

판례․통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21)

이와 맥을 같이하는 비판으로는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

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이 있고, 따라서 권리능력 있는 사단이며, 이를 미등기 

사단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전제에서,22) 개정안 제39조의2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조직을 엄격히 구별하는 통설을 입법화하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준별론은 법

학방법론으로는 이미 극복되었으며, 미등기 사단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 법실

무의 발전에 따라서 법인으로 이론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이 미리 법인이 아

니라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법인이론의 발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조속

한 입법이 필요한 입법론적 흠결의 경우가 아니라 규율흠결의 문제이므로 거래

18) 대판 1992. 10. 9, 92다23087(公 1992, 3113); 1996. 9. 6, 94다18522(公 1996하, 
2955); 1997. 1. 24, 96다39721, 39738(公 1997상, 640); 2003. 11. 14, 2001다32687
(公 2003하, 2325) 등.

19) 姜台星(註5), 185면; 金敎昌(註5), 160면 등. 다만 이러한 견해는 법인 아닌 사단과 재
단도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公聽會, 36면(강용
현), 46면(강일원), 54면(이상욱), 60면(안법 ); 安法榮, “2001년 法務部 民法改正試案
에 대한 小考”, 高麗法學 제38호, 2002, 170면 참조.

20) 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관한 통일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 다. 대한변호사협회(註12), 185면.

21) 意見書, 16-18면(고상룡). 高翔龍(註13), 259면도 참조.
22) 姜台星, “法人本質論에 입각한 法人 아닌 社團의 民法上 取扱”, 財産法硏究 제17권 1

호, 2000, 17면 이하도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인 등기를 전제로 하
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외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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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판례의 형성을 주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3)

또 다른 비판으로는 비법인사단의 설립이라든지 운 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맞지만,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는 것이 비법인사단과 거래당사자 쌍방간에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4)

먼저 앞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의 본질을 어떻게 파

악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우선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현행 민법의 규율계획에 어긋나므로 해석론으로는 받

아들이기 곤란하다. 물론 현행법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등기능력

을 인정하고(부동산등기법 제30조),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법률이 예외적으로 법인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만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

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

이다.25) 물론 법이론의 발전에 따라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게 될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그

러한 형태의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이론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

서 개정안을 신설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이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는 생

각되지 않는다.

또 현행 법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준용하여서는 안 되는 근거가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의 반대론은 이처럼 법

인에 관한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준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필

요가 있다는 견해는 검토할 가치가 있기는 하다. 현재의 판례나 통설은 법인 아

닌 사단의 경우에는 사단의 채권자는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23) 南基潤, “私法上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저스티스 통권 제70호, 2003, 200면 이하.
24) 좌담회, “민법개정(총칙편)”, 인권과 정의 2003. 3, 20-21면(이호원 발언).
25) 이 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는 部分的 權利能力이라는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

다. 宋鎬煐, “法人의 權利能力”, 比較私法 제7권 제1호, 2000, 9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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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

다.26) 그러나 근래에는 입법론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

에 대하여 사단 구성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즉 비

리사단 아닌 리사단의 경우에는 사단과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구성원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7) 이 문제 또한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이기는 하나, 개정안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데 결정적인 반론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28)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지적

기타의 개정안에 대한 지적으로는 우선 개정안 제39조의2를 신설하면 법인 아

닌 사단의 구성원의 總有에 관한 규정(민법 제275조 내지 제278조)은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9) 이와는 반대로 현행 민법 제275조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

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민법전의 합체계성을 고려하

여야 하므로 ‘그 조직 및 구성 그리고 능력에 관하여’ 또는 ‘재산소유에 관한 사

항 이외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30) 사실 민법의 총유

에 관한 규정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고,31) 民法改正委員

會에서도 총유에 관한 규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 으나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

하 다.32)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26) 大判 1992. 7. 10, 92다2431 판결(公 1992, 2360); 1996. 6. 28, 96다16582(公 1996하, 
2362) 등 참조.

27) 金疇洙(註17), 198면. 郭潤直,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1998, 192면도 입법론으로서는 
합유, 즉 준합유라고 하는 것이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郭潤直
(註17)에는 이러한 서술이 생략되었다. 기타 일본에서의 논의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은 
朴駿緖 編/鄭鍾休(註10), 576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高翔龍(註13), 260면 
참조.

28) 좌담회(註24), 24면(김재형 발언)은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의 책임 문제는 개정안과 
큰 상관이 없고,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둔다
고 해서 비법인사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29) 姜台星(註5), 186면; 金敎昌(註5), 160면. 또한 意見書, 18면(고상룡)도 같은 취지이다.
30) 意見書, 19면(安法榮); 安法榮(註19), 170면.
31) 이 점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梁彰洙, “共同所有”, 民法硏究 제6권, 2001, 107면 이하 

참조.
32) 資料集, 3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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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유의 규정이 개정안 제39조의2와 바로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법인 아닌 사단에 완전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라고 보자는 것이지만, 그러한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움

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법인 아닌 사단의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

는 이상 그 소유 형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의 태도는 민법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에 따

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 규정의 준용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3)

5. 준용의 구체적인 범위

이처럼 민법상 법인인 사단과 재단에 관한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준용한다고 할 때에는 과연 어느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실제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지 전혀 예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34) ‘그 조직 및 구성, 그리고 능력에 관하여’ 또는 ‘공동소

유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5) 그러

나 어떤 경우가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건을 떠나서 미리 판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이다. 다만 종래 판례와 학설이 이 점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 개정안의 해석에 관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판례상 문제되었던 것은 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다. 판례가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의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

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

33) 公聽會, 36면(강용현)은 개정안 제39조의2가 신설되면 총유에 관한 민법 제275조 내
지 제277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소유관계는 개정안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사원의 총유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34) 意見書, 18면(고상룡).
35) 意見書, 19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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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

다.36)

둘째,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

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37)

셋째,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임면을 규정한 민법 제40조, 수인의 이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민법 제58조 및 총회의 권한을 정관에 의하여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민법 제68조의 규정도 법인 아닌 사단에 준용될 수 

있다.38)

넷째,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

다.39)

다섯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40)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

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

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책임이 있다.41)

이 외에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사단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다는 판례42)도 사단법인의 법리를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

36) 대판 1992. 10. 9, 92다23087(公 1992, 3113). 대판 2003. 11. 14, 2001다32687(公 
2003하, 2325)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
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
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다면 민법 
제82조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판시하 다. 이러한 경우에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
산인이 될 자가 없다면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될 것이다.

37) 대판 1996. 9. 6, 94다18522(公 1996하, 2955).
38) 대판 1997. 1. 24, 96다39721, 39738(公 1997상, 640).
39) 대판 1992. 9. 14, 91다46830(公 1992, 2854).
40)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公 2003하, 1834). 대판 1994. 4. 12, 92다49300(公 

1994, 1412)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중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 다.

41) 대판 1994. 3. 25, 93다32828, 32835(集 42 ① 민236; 公 1994, 1322).
42) 위 註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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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대판(전) 1993.1.19, 91다122643)에서의 윤관, 김상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법인 아닌 사단인교회에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

여 사단법인의 총회라 할 수 있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을 결의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하 다.

반면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44)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

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

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

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다.

학설상으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하여 유추적용되는 조문으로 정관에 관

한 규정, 사단의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을 든다.45)46)

43) 集 41 ① 민17; 公 1993, 712.
44) 公 2003하, 1775.
45) 郭潤直(註17), 191면; 金曾漢․金學東(註6), 166면 등 참조. 李銀榮(註17), 247면은 법

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46) 그런데 郭潤直(註17), 191면은 사단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민법 제34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도 유추적용된다고 하나,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같은 취지, 姜台星(註22), 20
면. 姜台星 교수는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규정의 유
추적용을 긍정한다. 다른 한편 姜台星 교수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
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통설에 대하여도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을 부정한다면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註22의 글 20면 註24), 권리능력이 불
법행위책임의 논리필연적인 전제가 될 수는 없다. 白泰昇(註17), 240면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격과 반드시 결부된 것이 아니라 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책
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동 조항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다.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독일에서도 통설은 법인
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민법 제31조의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적용을 긍정한
다. Staudinger/Günther Weick, 13. Bearbeitung, 1995, §54 Rn. 71 참조.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65～9976

Ⅳ.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

人의 財産이 된다.

②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

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

부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 (현행 조문과 동일)

② (현행과 같음)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그 權利變動

에 登記, 引渡 등이 필요한 出捐財産은 이

를 갖추어야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設立者의 死

亡 後에 財團法人이 성립된 때에는 設立者

의 出捐에 관하여는 그의 死亡 前에 財團

法人이 成立한 것으로 본다.

2. 개정의 경과

이 개정안은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안 중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민법은 물권변동 일반에 관하여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등기나 인도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86조, 제188조-제190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의용민법의 규정(제42조)을 답습하여47) 등기나 인도 등이 없어도 법인의 

성립 또는 유언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출연 재산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이 문제는 주로 부동산의 경우에 제48조가 민법 제18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하는 형태로 많이 논의되었다.48)

종래의 다수설은 위 제48조에 의한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은 민법 제186조

47) 대판 1973. 2. 28., 72다2344, 2345 (집21① 민116); 1976. 5. 11., 75다1656 등은 모
두 의용 민법 시행 당시의 사안에 관하여 출연재산은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하 다.

48) 학설의 상세는 郭潤直 編/洪日杓, 民法注解 1, 1992, 635면 이하; 朴駿緖 編/鄭煥淡, 
註釋民法(註10), 66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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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로서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

로 출연 후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에는 민법 제186조에 의한 등기가 없더라도 재

단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소수설은,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 인한 부

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만 출연재산이 재

단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판(全) 1979. 12. 11, 78다481, 48249)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다수설과 

소수설 어느 것도 따르지 아니하고, 출연자와의 관계 및 제3자와의 관계를 나누

어, 출연재산은 출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 성립시에 재

단법인에게 귀속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제3의 견해를 채택하 다.50)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소

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행 민법 하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소유권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51)

이 개정안은 형식주의의 원칙을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도 관철시키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제4항은 이른바 유언에 있어서의 同時存

在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상속이나 유

증의 경우에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을 受遺者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

어야 하는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에 

아직 유증을 받을 당사자인 재단법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52) 물론 제4항의 규정은 유

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전출연의 경우에도 출연자가 사망할 때

까지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53)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향은 일단 확정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을 둘러싸고

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民法改正委員會의 제1소위가 2001년 초에 마련한 案(제

49) 集 27③ 민212.
50) 같은 취지, 대판 1993. 9. 14., 93다8054(公 1993, 2762).
51) 예컨대 梁彰洙, “不動産物權變動에 관한 判例의 動向”, 民事判例硏究 X, 1988, 372면 

이하 참조. 또한 金容漢, “財團法人設立에 있어서의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財産法의 
理論과 判例, 1989, 412면 이하 등 참조.

52) 資料集, 72면; 좌담회(註24), 43면(백태승, 양창수, 지원림 각 발언 참조).
53) 南孝淳, “프랑스法에서의 法人의 歷史”,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3호, 1999, 184면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점이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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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案)은 다음과 같았다.54)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재단법인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행위에서 

약속한 재산을 재단법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설립자가 설립행위에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과 동시에 재단법인에게 이전된다.

②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에는 설립자의 출연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독일민법 제82조와 제84조55)의 규정을 참조한 것이다.

그런데 民法改正委員會의 실무위원회56)는 현행 제48조의 규정을 두고 다만 제

2항 단서에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발생시점에 법

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3항에서 출연재산은 등기나 

인도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하는 규정을 두기로 하 고,57) 이러한 실무위원회의 

54) 資料集, 72면.
55) 2002년 개정 전 독일 민법 제82조: 재단이 인가되면 설립자는 설립행위에서 약속한 

재산을 재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양도계약만으로 이전되는 권리는 설립행위로부터 설
립자의 다른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승인과 동시에 재단에 이전된다(Wird die 
Stiftung als rechtsfähig anerkannt, so ist der Stifter verpflichtet, das in dem 
Stiftungsgeschäft zugesicherte Vermögen auf die Stiftung zu übertragen. Rechte, zu 
deren Übertragung der Abtretungsvertrag genügt, gehen mit der Anerkennung auf die 
Stiftung über, sofern nicht aus dem Stiftungsgeschäft sich ein anderer Wille des 
Stifters ergibt).
제84조: 재단이 설립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인가된 때에는 재단은 설립자의 출연에 
관하여는 그 사망 전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Wird die Stiftung erst nach dem Todes 
des Stifters als rechtsfähig anerkannt, so gilt sie für die Zuwendungen des Stifters als 
schon vor dessen Tod entstanden). 2002년 개정된 제82조, 제84조는 종전의 “인가된 
때(genehmigt)”라는 표현 대신 “권리능력 있는 것으로 승인(als rechtsfähig anerkannt)”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독일 민법 제80조가 2002년 개정되면서 인가
(Genehmigung)라는 표현을 권리능력의 승인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56) 이 실무위원회는 2001. 6. 마련된 개정안 초안을 놓고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
창수 위원, 백태승 위원, 남효순 위원의 3인으로 구성되었다. 資料集, 2면 참조.

57) 실무위원회 안: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유언의 효력발생 후에 비로소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에 관하여는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권리의 변동에 의사표시 외에 등기, 인도 또는 그밖
의 요건이 필요한 출연재산은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인의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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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바탕으로 하여 2001. 7. 12. 제14차 전체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을 마련

하 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에는 

설립자의 출연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권리변동에 등기, 인도 등이 필요한 출연재산

은 이를 갖추어야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처럼 실무위원회가 제1소위의 案을 변경한 것은 독일민법의 규정을 그대

로 차용하는 것보다 현행 제48조의 규정을 가급적 존중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때문이다.58)

그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개정안이 위 1.에 나온 것이다. 이 개정

안은 위 공청회 전의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제3, 4항의 순서가 바뀌었

다.

3.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으나,59) 여러 가지의 비판이 제기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개정안대로라

면 재단법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익재산의 보전이

라는 가치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60)

다른 하나는 아예 현행 제48조를 삭제하여 버리자는 것이다.61) 이 견해는 개

정안대로라면 소급적으로 재단법인의 성립이 간주되는 시점과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또 개정안대로 개정되더라도 판례가 여전히 종래의 판례

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와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58) 백태승, “民法總則 改正案에 관한 主題發表”, 公聽會, 18면.
59) 金敎昌(註5), 160-161면.
60) 意見書, 20-21면(김진현). 좌담회(註24), 43-44면(고상룡 발언)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성립한다고 하는 비판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61) 意見書, 22-23면(안법 ), 24-25면(홍성재); 公聽會, 60-62면(안법 ); 安法榮(註19), 171 

-17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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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능성도 있는 등 개정안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권변동의 형

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제48조를 삭제하여 버리는 것이 간단명료하다고 한

다.

세 번째 견해는 개정하되 제1소위원회의 案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2)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첫째, 개

정안과 같이 제1, 2항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제4항을 추가하면 기존의 제1, 2항에 

대하여 판례가 출연자와 법인 사이 및 법인과 제3자 사이 관계를 분리하여 권리

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제1, 2항과 제4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염려가 있

다.63) 둘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에 등기, 인도, 배서․교부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인데도 예외적인 경우가 제1

항․제2항에 그대로 남고 원칙적인 경우들은 뒤로 려나게 된다. 셋째, 개정시

안 제48조 제3항64)과 같이 규정하면 사망 전의 법인설립 의제와 사망시 법인에

의 귀속 의제가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겹치기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넷째, 개정시안 제48조 제4항은 “등기, 인도 등”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불분명하

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배서․교부 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매우 부적

절하다.65)66)

4. 개정안에 대한 擁護論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民法改正委員會의 위원으로서 실무위원회 안을 작성하

62) 다음의 註63), 65)에서 인용하는 문헌들 외에 民法改正委員會에 제출된 곽윤직 교수
의 의견{이에 대하여는 資料集, 76면; 梁彰洙, “財團法人出捐財産의 歸屬時期에 관한 
獨逸民法의 規定”, 民法硏究 제7권, 2003, 84면 참조}도 이와 같다.

63) 법원행정처의 의견{이에 대하여는 資料集, 82면; 박병대 외 5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人權과 正義 2003. 10, 160-161면 참조}. 아래에서 인용하는 송덕수 교수도 같
은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64) 이는 현재의 개정안 제4항에 해당한다.
65)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이유는 意見書, 21-22면(송덕수)이 들고 있는 것이다.
66) 이 외에 姜台星(註5), 187면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은 출연재산의 공시방법을 구비

하면 법인의 성립시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은 공시방법을 구비하면 유언의 효력발생시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 제3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법인성립시 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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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참여하 던 양창수 교수는 개정안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 다.67) 이 글은 

주로 위의 비판 가운데 독일 민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제1소위원회의 가안을 

기초로 다시 개정시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견해68)에 대하여 개정안의 옹호론을 

펴고 있다.

위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소위원회 가안의 모범이 되었던 독

일 민법 제82조는 제8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행위의 철회가능성의 문제

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독일민법은 설립자가 설립행위를 일단 한 후에도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입법적인 결단을 하 고(제81조 제2항 제1문), 

재단법인의 성립과 동시에 설립자에게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할 의무를 지

우는 것은 그러한 철회의 자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민법 제82조와 같은 규정을 두기 위하여는 이러한 철회가능성 여부의 문제

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검토 없이 독일 민법 제82조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 민법 안으로 ｢借用｣하여 오는 것이 맥락착오 또는 구조일탈

이 될 우려가 있다.69)

둘째, 우리 민법 제47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독일민법에는 

없고, 그렇다면 독일민법 제82조와 같은 규정을 우리 민법에 도입하는 경우에 그

것이 오히려 이 규정과 중복 내지 상충되지 않는지, 또는 양자 사이에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70)

5. 檢討71)

필자의 私見으로는 이러한 개정안의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안으로서는 현재의 개정안보다는 제1소위원회의 案이 우수하다고 생

각한다.

우선 개정안의 취지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현행민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67) 梁彰洙(註62). 또한 資料集, 78-81면(양창수 발언) 참조.
68) 위 註65)의 송덕수 교수 및 같은 취지인 註62)의 곽윤직 교수의 견해.
69) 梁彰洙(註62), 100면 이하.
70) 梁彰洙(註62), 101면 이하.
71) 필자는 民法改正委員會의 위원으로서 제1소위의 가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 고, 공

청회 안 등의 논의과정에도 참여하기는 하 으나 최종 개정안의 확정 과정에는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 다. 여기서 그때 밝히지 못하 던 사견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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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주의를 관철하려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반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일부 논자는 그렇게 되면 현행법보다도 재단법인의 보호가 소홀해 질 것을 우려

하지만,72)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 재단법인이 일단 설립되면 설립자 내지 

그 상속인에 대하여 출연재산을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게 되며, 이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형식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서 현행 제48조를 삭제하

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73)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의견은 물권변

동에 관한 제186조 이하의 규정만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관계를 충분

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재단법인의 설립에 따르는 물권변동은 통상적

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통상의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재단법인의 설립에 따르는 물

권변동은 그 물권을 취득할 재단법인이 설립행위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설립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재단법인이 설립하 다면 어떻게 되

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1소위의 가안과 현재의 개정안 중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현재의 개

정안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의 의도를 잘 이

해한다면 제1소위의 가안과 개정안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

지만 입법기술면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1소위의 가안이 더 낫다고 생

각된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의 제48조 제1, 2항을 그대로 두면서 여기에 제3항을 덧붙

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치 제1, 2항이 원칙이고 제3항은 예외인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결과 제3항이 원칙이고 제1, 2항은 예외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1, 2항과 3항의 관계가 모호하여 이렇게 되면 

판례가 종전의 판례를 유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74)75) 그러므

72) 위 註60) 및 그 본문 참조.
73) 위 註61) 및 그 본문 참조.
74) 위 註61) 및 註63)의 본문 참조.
75) 고상룡 교수는 공청회 개정안 제1항의 재산은 채권이고 제4항의 재산은 물권(소유권)

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좌담회(註24), 45면(고상룡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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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식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는 1소위의 가안이 이 점에서 더 낫다.

둘째, 개정안은 설립자가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출연재산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76) 이 점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1소위 가

안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그 하나는 예컨대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장기취득시효의 효과에 대하여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나 통설은 시효가 완성

된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도 그

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77) 확실히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판례나 통설

이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다.78) 그러므로 설립자의 출연재산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반론은 설립자의 재산이전의무를 중심으

로 하는 규정을 두면 이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는 현재의 민법 제47조와 중복되는 규정이라고 볼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79) 물론 설립자의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이전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출연

행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제47조가 그러한 출연재산 이전의무의 근거

가 된다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제47조만으로는 그러한 출연재

산 이전의무를 누구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그 의무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1소위 가안과 같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법률관계

에 관하여는 증여 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80)

76) 고상룡 교수가 개정안에 대하여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개정
안대로라면 설립자가 재단법인에게 출연재산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없
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좌담회(註24), 44-45면(고상룡 발언).

77) 좌담회(註24), 45면(양창수 발언).
78) 예컨대 郭潤直 編 /金滉植, 民法注解 物權 Ⅰ, 1992, 85면 참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에 시효완성자의 상대방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전혀 ｢채무｣(Schuld＝
Leistensollen)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기껏해야 법이 부과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정
한 ｢책임｣(Haftung＝Einstehenmüssen)을 부담할 따름이라고 하는 견해로는 崔秉祚, 
“取得時效 完成者의 代償請求權: 代償請求權에 관한 小考”, 判例實務硏究 Ⅰ, 1997, 
498면 참조.

79) 資料集, 78면(양창수 발언). 梁彰洙(註62), 102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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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정안 제3항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그 權利變動에 登記, 引渡 등

이 필요한 出捐財産은 이를 갖추어야 法人의 財産이 된다”(밑줄은 필자)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권리 변동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기나 인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지만, 그 

외에도 지시증권의 경우에는 배서 및 인도가,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의 등

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登記, 引渡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것이 좋은 방

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느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

다.81)

넷째,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제1소위 가안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 민법 

제82조는 설립자의 철회가능성과 접한 관련이 있고, 이 규정은 그러한 철회의 

자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하고 있으므로 독일 민법 제82조와 같은 규정을 들여

오려면 철회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杞憂에 불

과하다. 우선 독일 민법 제82조를 설립자의 철회의 자유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

해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철회의 자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독일 민법 제82조가 아니라 제81조 제2항 제1문이다. 2002년 개정 전의 이 규정

은 “설립자는 인가가 있기까지는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Bis zur Erteilung der 

Genehmigung ist der Stifter zum Widerrufe berechtigt)”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철

회의 자유가 종료되는 시점이 인가가 있을 때임을 명백히 하고 있었고, 2002년 

개정 후의 이 규정은 “인가가 있기까지는”이라는 표현을 “권리능력의 승인이 있

기까지는(Bis zur Anerkennung der Stiftung als rechtsfähig)”으로 바꾸었을 뿐 내

용에는 변화가 없다.82) 이론적으로도 철회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설립자의 이전

의무의 존부는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철회의 자유가 

있더라도 의무는 존재할 수 있고,83) 반대로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

80) 梁彰洙(註62), 102면 註64)도 이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81) 좌담회(註24), 42면(김재형 발언)은 등기, 인도 등이 필요한 출연재산이라고 할 때 등

기 등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상법 제743
조)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2) 위 註55) 참조.
83) 예컨대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해제는 실질적으로 

철회라고 하겠는데, 증여자가 이러한 규정에 의한 해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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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84) 그러므로 독일 민법 제82

조의 규정이 반드시 철회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일 민법 

제82조의 규정은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설립자가 의무를 부담할 상대방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만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 의무

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85)

그러므로 우리 민법상 위 독일 민법 제82조 내지 제1소위 가안과 같은 규정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설립자가 설립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직접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예컨대 설립자가 출연 재산 중 일

부를 다른 데 처분한 경우에 나중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하는 형태로 문제될 수 있는데,86) 이 문제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릴 수 있고, 이는 제1소위 가안과 같은 형태로 입법화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

은 아닐 것이다.87)

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증여자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해제를 함으로써 비
로소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84) 예컨대 기간을 정한 현상광고는 그 기간만료 전에는 철회하지 못하고(제679조 제1항),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78조 제1항) 마찬가지로 철회할 
수 없는데, 이처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거나 응모에 응하여 우수의 판정이 있기까지는 현상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는 발생
하지 않는다.

85) 독일에서는 설립 중의 재단법인(Vorstiftung)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
여 논란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MünchKomm/Reuter, 4. Aufl., 2001, §80 
RdNr. 24; Staudinger/Peter Rawert, §80 Rz. 42 등 참조.

86) Staudinger/Peter Rawert, §80 Rz. 7 참조.
87) 문제를 다시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유언에 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은 사망하기까지는 언제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8조 참조), 사망하기까
지는 철회가 가능하고 사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생전행위에 의하
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면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증여의 해제에 관한 규정
(민법 제555조-제557조.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제557조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일 것이다)이 준용될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들이 재단법인의 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준용될 것인가, 아니면 재단법인의 설립 후에만 이 규정들이 준용되고 재단법인의 설
립 전에는 다른 원리에 의하여 철회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사견은 생전행위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는 제한 없이 철회를 인
정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의 인가가 있은 후에 철회를 
하려면 재단법인의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는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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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등기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第60條(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

抗하지 못한다.

第60條(理事의 代表權에 대한 制限의 

對抗要件)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三者

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改正의 경과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은 “理事는 法人의 事務에 관하여 각자 法人을 代表한

다”고 규정하고, 제60조는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

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의용민법 제54조는 “理事의 

代理權에 가한 制限은 이를 가지고 善意의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었다. 민법 제정 당시에도 당초에는 이러한 의용민법의 규정을 답습하려

고 하 으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88)

그런데 민법 시행 후에는 이러한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설상으로는 등

기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제한설)가 많다. 반면 

법문과 같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무제한

설)도 있다. 제한설은 그 근거로서,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만일 악

의의 제3자도 위 조문의 제3자에 포함된다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89) 반면 무제한설은 위 조문이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있

고, 입법과정에서도 선의의 제3자에 한정하고 있던 의용민법 제54조와는 달리 그

냥 제3자로 규정하 다는 점, 등기제도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

88) 상세한 것은 梁彰洙, “法人 理事의 代表權 制限에 관한 若干의 問題”, 民法硏究 제1
권, 1991, 113면 이하 참조.

89) 郭潤直 編/崔基元, 民法注解 Ⅰ, 1992, 683면 이하가 자세하다. 또한 郭潤直(註17), 
2002, 147면; 金相容, 民法總則, 全訂版, 1998, 247면; 白泰昇(註17), 252면; 李銀榮(註
17), 278-27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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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90)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

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5. 

4. 22. 선고 74다410판결; 1987. 11. 24. 선고 86다카 2484 판결 각 참조), 피고 

법인의 정관 제10조에 그와 같은 취지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

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

건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무제한설을 따르고 있다.91)

그런데 개정안 제60조는 다시 의용민법과 같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

지 않으면 제한할 수 없는 제3자를 선의자로 한정하고, 악의자에게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다 

거래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상법에서도 회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09조, 제269조, 제389조 

제2항, 제562조 제4항 등) 이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92)

3.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93) 반대하는 견해도 있

다. 반대하는 견해도 그 하나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민법 제60조를 아

예 삭제하자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상법에 있어서는 대표권의 제한 자체가 등기사

90) 梁彰洙(註88), 122면 이하; 同, “民法 제60조에서 정하는 “第3者”의 範圍”, 民法硏究 
제3권, 1995, 350면 이하; 이교림, “법인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대법원판례해설 제17
호(92년 상반기), 150면 이하; 高翔龍(註13), 222면 이하; 朴駿緖 編/朱基東, 註釋民法
(註10), 제3판, 716-717면 등. 다만 무제한설에서도 거래의 상대방이 배신적 악의자라
고 판단될 때와 같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91) 대판 1992. 2. 14, 91다24564(公 1992, 1022). 이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판 1975. 4. 
22, 74다410(集 23① 민224; 公 1975, 8433); 1987. 11. 24, 86다카2484(公 1988, 151) 
등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92) 백태승(註58), 20면; 資料集, 106면(윤진수 위원 검토의견).
93) 公聽會, 37면(강용현), 46면(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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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아니므로 제3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여야 하지만, 민법은 대

표권의 제한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있어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한다.94)

다른 견해는 제58조를 개정하여 정관으로 이사 중 1인 또는 수인만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표권

을 가지는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길까지 

열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60조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5)

4. 검토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비판론은 주로 등

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여부를 논하려면 우선 이러한 문

제에 관한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일부 견해와 같이96) 민법 제60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하여는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97)이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

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

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다.

94) 姜台星(註5), 194-196면. 意見書, 29면(박 규), 29-31면(안법 ); 安法榮(註19), 173-175
면도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公聽會, 64면(안법 )은 등기 전의 제3자 보호와 등기 후
의 제3자 보호를 나누어 전자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후자에는 현
행 조항과 같이 “제3자”라고만 규정하여 등기제도의 취지를 반 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60조: ①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
한다.
② 第1項의 制限은 登記하기 전에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95) 金敎昌(註5), 164-165면.
96) 위 註95) 및 그 본문 참조.
97) 위 註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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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는 대표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

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

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98)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99) 대표권 남용에 관한 여러 학설 중에서 이른바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설을 따르고 있다.100) 그런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대표

권한이 제한되었는데 대표자가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 이익상황은 대표권 남용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준하

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101) 그러므로 법인의 이사의 대외적인 대표권을 제한하

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법 제60조를 삭제하자는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102)

그렇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크게 달라

져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개정 반대론자들은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할 수 없

는 상법의 경우와는 달라서 민법상으로는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할 수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다.

98) 대판 1988. 8. 9, 86다카1858(集 36② 민64; 公 1988, 1207); 1990. 3. 13, 89다카
24360(公 1990, 880); 1993. 6. 25, 93다13391(公 1993, 2117); 1997. 8. 29, 97다
18059(公 1997하, 2870); 2004. 3. 26, 2003다34045(公 2004상, 712).

99) 위 대판 2004. 3. 26, 2003다34045(위 註98).
100) 대표권 남용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하여는 朴駿緖 編/朱基東, 註釋民法(註10), 

704면 이하 참조. 다만 대판 1987. 10. 13, 86다카1522(公 1987, 1699)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
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
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
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설 아닌 권리남용설을 따랐다.

101)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이는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비법인의 대표자도 원래 포괄적인 대표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그러한 포괄적인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에 대표자가 그 제한의 범위를 넘
어서 행동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보다는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02) 이는 또한 상법과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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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결국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의 이익과,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표자와 거래한 

제3자 양자 가운데 누구의 이익을 더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

다. 그렇게 본다면 현행법의 해석론은 차치하고라도 입법론적으로 악의의 제3자

를 더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 경우에까지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는 위와 같이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법인에게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

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령 상법 제37조 제1항은 “登記할 사항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三者

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하기 전이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반대의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03) 외

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 민법 제70조는 제68조를 준용하여 사단법인의 대표권

을 가진 이사회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거나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인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등기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등기 

제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이 아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등기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여 항상 

다른 사람이 몰랐다고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등기 제도에 의하여 원래 달성하려고 한 목적은 이

미 달성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특별히 그 사람을 몰랐던 사람과 

같이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104)

또한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대표권 남용의 경우와 비교할 수도 있다. 대표

권 남용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만 다만 그 목

103) 예컨대 金星泰, 商法總則․商行爲法講論, 1998, 307면 등. 梁彰洙(註88), 124면은 상법 
제37조 제1항의 존재는 (민법 제60조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법체계 내에 評價矛盾
(Wertungswiderspruch)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104) 이 점에 관하여는 프랑스의 不動産 二重讓渡와 公示制度에 관한 Capitant,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civile, 9e édition, par F.Terré et Y.Lequette, 1991, 
p. 810; Barreau-Saliou, Les publicités légales, 1991, nos 225 et s. 특히 nos 227, 228의 
설명 참조. 이에 대한 소개는 尹眞秀,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법적 규
율(사해의 공모이론에서 불법행위이론으로)”, 私法硏究 제2집, 1994, 294-2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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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는 경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등기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경우에 이사가 제한된 대표권을 넘어서 행동한 경우에는 

말하자면 대표권 없이 행동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

실을 아는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다.105)

다만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대표권의 제한 있음

을 몰랐던 경우에 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대방이 그 대표권의 제한

을 알 수 있었는데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그대

로 적용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106) 그러나 이렇게 되면 법인

과 거래하는 제3자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어 추가적인 情報費用(information cost)을 지출하게 된다. 반면 법인으로서

는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기만 하면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

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인은 등기라는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자신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어도 

제3자가 선의인 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7)108)

105) 資料集, 109면(윤진수 발언) 참조.
106) 위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註44) 참조.
107) 프랑스 破棄院(cour de cassation)의 판례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하여, 第三民事部 

1968. 3. 22.判決(D. 1968, 412 note J.Mazeaud, J.C.P. 1968, Ⅱ, 15587 obs.A.Planquel, 
Rev.trim.dr.civ.1968, 564 obs.Bredin, Rec.gén.loi et jur.1968, Jur., 444, p.601, 
obs.Désiry) 이래로 두 번째 양수인이 우리 법상의 등기에 해당하는 土地公示(publicité 
foncière)를 갖추었어도 첫 번째 양수인이 있음을 알았다면 첫 번째 양수인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破棄院 第三民事部 
1979. 5. 28. 判決(Bull. civ.1979, Ⅲ, no 116, p.88)은 第一賣買의 사실에 관하여 善意
이지만 過失있는 第二買受人은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하 다. 이에 대
하여는 尹眞秀(註104) 참조. 또한 尹眞秀, “不動産 二重讓渡의 經濟的 分析”,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95면 이하 참조.

108) 그러나 대판 1978. 6. 27, 78다389(集 26 ② 민151; 公 1978, 10971)는 규정이 비슷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
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 
제60조와 동일한 취지의 일본 민법 제54조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는 선의 및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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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처럼 등기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 제60조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개정안에 관한 해석상 문제점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첫째, 개정안 제60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제

3자가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는가? 법문상 선의

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판례상 제3자가 중과실일 때에

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판 1996. 6. 28, 96다18281109)

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금

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예컨대 대판 1999. 11. 12, 99다19797110)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5조의 해

석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

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

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

을 요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조사할 의무를 부
과할 것은 아니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新版 注釋民法(2), 
1991, 378-380면(藤原弘道) 참조.

109) 集 44 ① 민665; 公 1996, 2364. 같은 취지, 대판 1999. 2. 12, 98다49937(公 1999
상, 534); 1999. 12. 28, 99다8834(公2000상, 362); 2000. 4. 25, 99다67482(公 2000상, 
1271); 2003. 1. 24, 2000다5336, 5343(公 2003상, 677).

110) 公 1999하, 2483. 같은 취지, 대판 2003. 7. 22, 2002다40432 (公 2003하, 1765); 
2003. 9. 26, 2002다65073 (公2003하, 2080).



2005. 3.]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93

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

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11)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 제60조의 경우에도 중과실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112)

둘째, 제3자의 善意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에 대하여는 규정의 체제상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113) 그러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고 보아 그 대표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법인측이 제3자

의 惡意(또는 重過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판례는 규정형식

이 비슷한 대표사원이나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

고 있다.114)

Ⅵ. 기타의 문제

여기서는 기타 민법개정안에서 달라진 법인에 관한 규정과, 개정이 논의되었으

111) 이 외에도 2004. 3. 25, 2003다64688(公 2004상, 701)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
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 다
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 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타 惡意와 重過失의 취급에 관하여는 洪
晙豪, “指名債權讓渡에 대한 異議保留 없는 承諾의 效果와 相計抗辯의 斷切 與否”, 民
事判例硏究 XXIII, 2001, 277면 이하 참조.

112) 개정안 제60조와 같은 취지의 일본 민법 제54조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
다. 藤原弘道(註108), 380면 참조.

113) 일본 민법 제54조에 관한 藤原弘道(註108), 378면; 日本 最高裁 1985(昭和 60). 11. 
29. 판결(民集 제39권 제7호 1760면) 등 참조.

114) 대판 1978. 6. 27, 78다389(註108). 같은 취지, 대판 1994.10.28. 선고 94다39253(公 
1994, 3124); 1998. 3. 24, 95다6885(公 1998상, 1127) 등. 또한 비법인 사단에 관한 
대판 2003. 7. 22, 2002다64780(註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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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되지 않은 조항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타의 개정조항

가. 감사의 人的 事項을 등기사항으로 함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는 감사는 필요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니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민법 제66조). 종래 법

인의 등기사항에는 이사의 성명 및 주소는 포함되었지만, 감사의 성명 및 주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 제49조 제2항 제10호는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하 다.115) 상법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

사항으로 하고 있다(제317조 제2항 제8호, 제549조).

나.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 폐지

현행 민법 제54조 제2항은 “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비송사건절차법 

부칙에 특별규정을 두어 그 공고를 계속 미루어 왔다. 다른 한편 종전의 상법에

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제36조), 이 규정도 실제로 그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995년의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고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116)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

다.117) 그리고 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청산인의 채권신고의 공고방법에 관하

여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88조 제3항도 

삭제하 고, 이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던 여러 다른 조항들(제1032조 제2

항, 제1046조 제2항, 제1056조 제2항)도 수정되었으며, 민법 제88조 제1항에 의

한 채권신고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의2와 제36조의3을 

신설하기로 하 다(개정안 부칙 제12조 제5항).

115)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註12), 184면; 資料集, 
84면 이하.

116) 더구나 현재에는 인터넷 상으로 법인등기부의 검색이 가능해졌으므로 공고의 필요성
은 별로 없을 것이다.

117) 이는 金敎昌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金敎昌(註5), 162면; 資料集, 9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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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臨時理事의 登記

현행 제63조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2항

을 신설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

기에 관한 제52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 다.118)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

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의2를 신설하기로 하 다(개정안 부칙 제12조 5항).

2.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개정에서 제외된 사항

이 외에 개정이 논의되어 개정안까지 마련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에서 

제외된 사항들이 있다.

가. 사실상의 이사에 관하여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지시를 할 향력이 있는 자, 혹은 이사의 이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자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어, 개정위원회에서는 상법 제401조의2와 유사한 규정을 제35조 제3항

으로 두기로 하여 공청회에 회부하 다.119)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상법 제401

조의2의 규정은 사실상의 이사의 개인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인데 반하여 위 

개정안은 사실상의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가

치모순이 발생한다고 하여 개정안에 반대하 고,120) 民法改正委員會에서도 이러

한 비판을 받아들여 개정에서 제외하 다.121)

나. 등기사항에 이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

현재 상법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제

317조 제2항 제8호, 제549조 제2항 제3호, 제7호). 개인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성

명과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청회 

개정안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 다.122) 그런

118)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변경, 취소도 포함될 것이라
는 주장이 있다. 資料集, 86면(남효순 발언) 참조.

119) 공청회 개정안 제35조 제3항: 이사에게 그의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는 자 또는 이사 
그밖의 대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120) 박병대 외(註63), 159-160면 참조.
121) 資料集, 49-55면.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65～9996

데 이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많았고, 그에 따라 

결국 이사와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

여 법원행정처는 이사와 감사뿐만 아니라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등기사

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 지만,123)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다른 한편 현재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는 법인 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外國法人에 관한 규정

공청회 개정안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제3조의2)과 함께 

외국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124) 그러나 이 규정에 대

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과 중복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125)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규정의 신설에 반대하 다.126)

民法改正委員會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이 규정을 제3조의2와 함께 신설하

지 않기로 하 다.127)

Ⅶ. 결론

민법개정안 중 법인에 관한 부분은 다른 부분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안의 기본 골격에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

122) 資料集, 86면 참조.
123) 박병대 외(註63), 161면. 여기서는 2002. 12. 31. 신설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의3이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및 지배인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의 일
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되었다고 
지적하 다.

124) 공청회 개정안 제56조의2: ①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법인 또는 
가장 유사한 법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
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기산한다.

125) 意見書, 27면(박경량), 28면(최흥섭).
126) 박병대 외(註63), 161-162면.
127) 資料集, 104-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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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특히 제48조의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

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종래 법인에 관하여는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민법의 법인 규정이 가

지는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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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Neuregel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im Entwurf d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128)

Prof. Dr. Jinsu Yune*

Die koreanische Regierung hat am 21. 10. 2004 dem Parlament den Entwurf 

d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vorgelegt. 

Der Entwurf hat mehr als 130 Bestimmungen enthalten, die neu geschaffen sind 

oder bisherige Bestimmungen verändern. Ein Teil des Entwurfs ist zur 

Neuregel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gewidmet. Dieser Aufsatz behandelt diese 

Neuregel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im Entwurf.

1. Die Adoption der Genehmigungssystem bei der Gründung der juristischen 

Person

Die bisherige Regelung der Gründung der juristischen Person ist durch 

Verleihungssystem gekennzeichnet(§32). So gibt es keinen Rechtsweg zur Zeit, 

wenn die zuständige Behörde den Antrag der Gründung einer juristischen Person 

ablehnt. Im Gegensatz dazu hat der neue §32 die Genehmigundssystem adoptiert, 

um einen Rechtsweg zu garantieren, im Fall der Ablehnung der Gründungsantrag. 

Es ist ein großer Fortschritt im Hinblick auf der Vereinigunsfreiheit.

2. Neue Bestimmung über die Vereine und Stiftungen, die nicht juristischen 

Personen sind.

Der bisheriger Allgemeiner Teil des KBGB hat keine Bestimmung über die 

Vereine und Stiftungen enthalten, die nicht juristischen Personen sind. Der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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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urf hat eine Bestimmung über diese Vereine und Stiftungen vorgesehen 

(§39-2). Nach dieser Bestimmung gelten die Bestimmungen über die juristischen 

Personen auch für die Vereine und Stiftungen, die nicht juristischen Personen 

sind, sofern die Bestimmungen dem Wesen dieser Vereine und Stiftungen nicht 

widersprechen.

3. Die Regelung der Übertragung des Vermögens bei der Gründung der 

Stiftung.

§48 des KBGB regelt die Übertragung des Vermögens bei der Gründung der 

Stiftung. Aber es gibt Streit über die Bedeutung dieser Bestimmung, weil es 

unklar ist, ob der Stifter nur dazu verpflichtet ist, das in dem Stiftungsgeschäft 

zugesicherte Vermögen auf die Stiftung zu übertragen, oder die Stiftung erwirbt 

das Vermögen ipso iure. Der Entwurf beabsichtigt, diese Unsicherheit zu 

beseitigen, indem der neue §48 regelt diese Frage im Normalfall zugunsten jener 

Sinne. Aber über die Formulierung der neuen Bestimmung gibt es Kritik.

4. Die Neuregelung der Beschränkung der Vertetungs macht des 

Vorstandsmitglieds, die im Vereinsregister nicht eingetragen ist.

Der bisherige §60 bestimmt, dass die juristische Person sich gegen dritter auf 

Beschränkung der Vertetungsmacht des Vorstandsmitglieds nicht berufen, die im 

Vereinsregister nicht eingetragen ist. Es gibt Streit, ob auch bösgläubiger dritter 

sein kann im Sinne dieser Bestimmung. Die Rechtsprechung bejaht diese Frage. 

Aber der neue §60 will nur gutgläubiger dritter schützen.

Fazit: Die Neuregelung des Entwurfs ist im ganzen begrüßenswert, aber noch 

einige Verbesserungen im Verabschiedungsverfahren sind wünschensw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