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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洲國民法의 우리 法制史的 意義
- 만주민법의 자리매김에 관한 의문 1)

李 哲 松*

Ⅰ. 머리말
Ⅱ. 滿洲國 개요
Ⅲ. 韓ㆍ日ㆍ滿 民法의 時系列的 相關性
Ⅳ. 만주민법의 위상에 관한 인식
Ⅴ. 新民法과 滿洲民法의 유사성의 例
Ⅵ. 滿洲商法의 영향

Ⅰ. 머리말
筆者는 상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므로 滿洲國｢民法｣이라는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을
주제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民法學의 이론을 다루는 것은 아니므
로 민법학자들께 실례되는 행동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학생시절부터 민법
교과서를 통해 들어 온 우리 민법의 연혁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의문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동료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을 따름이다.
新民法(현행민법. 1958년 4월 22일 법률 제471호, 1960년 1월 1일 시행. 제정 이
후 한동안 ｢新民法｣이라 불렀다. 이하 편의에 따라 ｢민법｣의 뜻으로 사용한다)의 제
정을 위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민법안의 심의과정을 적은 속기
록을 보면, 신민법의 조문들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중국, 일본, 만주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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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법례를 조사‧검토하여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다.1) 그리고 신민법 제정 후 출
간된 당시(60년대 및 70년대)의 민법교과서들은 대체로 신민법은 “일본 민법학에 의
해 드러난 구민법의 단점을 독일민법 등을 참고하며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민
법을 제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2)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설명인데, 근래에
는 흔히 ｢混合繼受｣라는 말로 우리 민법의 입법방식을 특징지우는 경향이 있다.3)
후에 이 설명에 관해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日本民法을
참고로 하였다는 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전에는 우리가 일본민법을 의용
하였고, 해방 후에도 신민법제정이전에는 미군정 법령과 제헌헌법의 경과규정에 의해
일본민법이 우리 민법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신민법을 제정할 당시의 ｢일본민법｣
이란 바로 우리의 舊民法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민법은 전혀 없던 법을 창조
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구민법 조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므로 일본민법 즉 우리의 “구민법을 참고”했다는 것은 입법작업의 실체를 올
바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독일민법을 비롯하여 각국의 민법을 참고했다는 설명에도 의문이 생겼다. 우리 민
법 중 재산법은 滿洲國民法(이하 “만주민법”으로 약함)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민법과 달라진 신민법의 조문들은 거의 전부가 만주민법에 등장
하는 조문들이다). 그래서 신민법 제정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극히 일부이지만,
신민법이 만주민법을 모방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후술).4) 물론 신민법의 입법자들은
당시 최고의 법학교육을 받은 권위있는 학자들이므로 각국의 입법례를 실제 참고하
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매 조문마다 다른 나라 것을 다 참고해 본 결과 대부분
1)

2)

3)

4)

1957년 11월 5일 제3대국회 제26회 본회의, 朴世徑법제사법위원장 발언(명순구, ｢실록 대
한민국 민법｣, 법문사, 2008, 17면); 1957년 11월 6일 제1독회 金炳魯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장 발언(명순구, 전게, 34면).
예: 郭潤直, ｢民法總則｣, 박영사, 1963, 53면; 金曾漢, ｢民法總則｣, 眞一社, 1972, 46면; 張庚
鶴, ｢民法大意(全)｣, 法文社, 1975, 27면(초판:1965). 참고로 민법제정 및 시행 직후에 출간
된 교과서에서는 신민법 제정의 법계적 연혁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예: 郭潤直,
｢民法(上)｣, 一韓圖書出版社, 1962; 金基善, ｢新稿 新民法總則｣, 1960; 金曾漢‧安二濬, ｢新
民法(I)｣,法文社, 제4판; 李恒寧, ｢民法學槪論｣, 三信文化社, 1962 등).
예: 金相容, ｢民法總則｣(全訂版), 법문사, 2004, 73면; 金亨培, ｢民法學講義｣(제2판), 新潮社,
2001, ---면; 梁彰洙, ｢民法硏究 第3卷｣, 박영사, 1995, 142면; 李銀榮,｢民法總則｣(제5판), 박
영사, 2009, 20면. 郭潤直, ｢民法總則｣(전정판), 박영사, 1972, 53면에서는 ｢日‧獨混合型｣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金基善, ｢韓國民法總則｣, 法文社, 35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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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민법의 조문을 채택하였다면 이는 각국의 민법을 소재로 최선의 조문을 선택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몇 분의 민법학자들께 여쭤 본 결과로는, 우리 민법이 만주민법을 모방하였
다는 것은 민법학자들 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 듯하고, 근래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를 시인하는 글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
인 교과서에서 약속이나 한 듯 만주민법에 관해 침묵을 계속한다면, 결국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 우리 법제사에 온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 분야를 제대로 공부한 일은 없으므로, 단지 외형만을 놓고 비전공자의 눈으로 보
았을 때에는 만주민법을 우리 민법의 繼受史에 정식으로 입적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
각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발표의 취의이다.

Ⅱ. 滿洲國 개요
만주국은 어떤 나라인가? 滿洲는 현재의 중국의 용어대로라면 東北三省(遼寧省, 黑
龍江省, 吉林省)을 가리키는 옛 지명이지만, 우리에게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이었던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현재도 자주 쓰는 지역명이고, 국제적으로도 Manchuria
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 滿洲는 청나라의 건국주체가 되었던 민족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건국
당시에는 흔히 ｢珠申(女眞)｣이라 불렀는데, 이를 2대 황제인 淸태종(皇太極, 황타이
지)이 천총9년, 1635년) 珠申을 滿洲라고 부르도록 명함에 따라 만주족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다. 청태종이 1635년(天聰 9년) 10월 13일 내린 조서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원래 만주(滿洲), 하다(哈達), 우라(烏拉), 예허(葉赫), 후이파(輝發) 등이 있는
데, 주신이라 부르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 주신이라 칭하는 자는 席北超墨爾根의 후
손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내 나라 원래의 만주라는 이
름으로 칭하고 여전히 주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다면 필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5)

5)

关嘉禄ㆍ佟永功译：｢天聪九年档｣，天聪九年（1635）十月庚寅, 天津古籍出版社, 1987年,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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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洲｣의 어원에 대하여는 정설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잡다한 설이 있는 중에, “曼
殊”설, “滿住”설, “瞒咄”설, “满饰”설 등이 비교적 영향력 있는 학설이라 한다.6)
만주국은 이 지역에서 1932년에 성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
지 존속했던 나라이다. 1920년대부터 일본의 만주침략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만주에
주둔하였던 일본 關東軍은 1931년 9월 18일 유조호 사건을 시작으로 만주사변을 거
쳐 만주의 식민지화를 실현하였다. 처음에는 당시 국민당 정부하에 있던 만주지역의
각 성으로 하여금 국민당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분리시키다가, 결국 1932년 3월 9일 淸의 마지막 황제이었던 宣統帝 賻儀를 원수로
하는 만주국을 탄생시켰다. 2년 뒤인 1934년에는 帝政國家임을 선포하지만, 건립 당
시에는 국가원수를 民意에 의해 천거했다는 의미에서 ｢執政｣이라 부르고, ｢건국선언｣
에서도 民意를 내세웠는데, 이는 만주국의 건립이 구 淸朝의 부활이 아니라 만주의
주민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7)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鄭孝
胥를 임명하고 각부의 수장도 발표하였다. 당시 만주국 정부의 특징은 모든 행정이
총무처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짰으며, 同 장관에는 일본인을 임명하였다(초
대 장관은 駒井徳三고마이도꾸조).8) 뿐만 아니라 각 중앙행정부서에 일본인 관료들이
주무 국장(당시 용어는 ‘司長’)의 지위에 앉아 행정을 실질적으로 통할하였다. 또 만
주 내에서의 일본의 갖가지 특권과 일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日滿議定書｣ 라는 비
밀협정 및 4개의 부속의정서가 체결되어 일본군의 통치를 근거지웠다. 요컨대 만주국
은 일본의 괴뢰국이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때문에 일본은
만주국이 성립되자 마자 이를 승인하고 국제연맹에 신생국가로서 승인해 주도록 부
의하였으나, 48대 1(또 다른1표는 기권)로 부결되었으며, 멸망할 때까지 일본 외에는
엘살바도르(1936년), 이탈리아(1937년), 독일(1938년)의 단 세

나라의 승인만 얻었

다.9)
일본의 만주진출은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아시아 드디어는 세계의 패
6)
7)

8)
9)

王昊ㆍ张甫白, “满洲名称考释”, ｢史学集刊｣1996년 제3기, 29면
植民地文化學會〮ㆍ中國東北滄陷14年史總編室, ｢満州国とは何だったのか｣(2008), 小學館, 48
면 이하(岡部牧夫집필).
前註書, 41-46면(趙東輝 집필) 및 前註.
그밖에도 정식국가는 아니지만, 로마 교황청과 내란 중의 스페인에서 프랑코정권의 승인
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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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바라본 야망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만주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에 불과했
음에도 이를 굳이 독립국으로 건립한 이유는 당시의 국제정세 때문이었다. 당시는
19세기의 패권주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국제연맹의 국제질서가 확립되었고, 국

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중국의 영토를 보존하는 베르사이으ㆍ와싱톤조약체제
하에 있었으므로 만주경략을 형식적으로나마 독립국에 대한 지원 정도로 장식할 필
요가 있었던 것이다.10)

Ⅲ. 韓ㆍ日ㆍ滿 民法의 時系列的 相關性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근대민법의 제정에 있어 브와소나드(Boisonade)가 주
도해 만든 구민법의 시행착오를 거쳐, 1896년에 신민법을 제정하였다(시행은 1898
년). 이 법은 일제시대가 개시된 직후 1911년 일본국회가 제정한 ｢조선에 시행할 법
령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朝鮮總督府令(이른바 ｢制令｣) 제7호 ｢朝鮮民事令｣제1조
제1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으로 의용되었다(依用民法). 이후 일본민법은 1945년
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계속 시행되었다.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해방
후 우리 나라를 점령한 미군의 군정법령 제21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그리고 군정
이 끝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제헌헌법의 경과규정(제100조)에 의해 의용민법
이 계속 적용되었다. 이 의용민법, 즉 1945년 이전의 일본민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민법전편찬(1958년)에 의해 신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 1월 1일이전까
지 우리의 민법으로서 적용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중간에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주민법의 제정이 있었다. 만주국
이 성립된 것은 1932년이고 민법전은 193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만주
민법은 1945년 제2차대전의 종료 및 만주국의 소멸과 더불어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1958년에 제정된 신민법은 이 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만주민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0)

｢満州国とは何だったのか｣, 268면(岡部牧夫집필).

6

Ⅳ. 만주민법의 위상에 관한 인식
1. 混合繼受論의 발단
서두에서 인용하였던 김병로 법전편찬위원장의 발언 중에 민법의 정체성에 관해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아래 인용하는 부분이다.
｢“어째 일본법에 공통되는 똑같은 조문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결단코 말하건대, 처음 기안할 때에는 일본법을 덮어놓고 그것도 다른 나라법과 같이
참고로 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법, 독일법을
대부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 가장 근래에 제정된 중화민국 민법 또는 만주국
민법도 전부 일본사람이 가서 다 기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 독일, 프랑스, 중국 또는
만주국의 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것이 일본법과 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1)12)
이 대목에서 용어는 그리 쓰지 않았지만, 결국 최근에 사용하는 혼합계수의 취지로
11)
12)

註1 참조.
박인환, 한국민법에 있어서 일본민법의 영향과 역사적 과제- 서론적 고찰 -｢법학논집｣(이
화여대), 제20권 제3호 (2016. 3) 10면에서는 본문의 발언에 대해 ｢일본 민법전 또는 일본
민법학을 소재로 하면서도 그것을 독자적 관점에서 취사선택하고자 하는 입법기초자의
뚜렷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정당한 것으로 오늘날에 있어
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입법자의 덕목｣이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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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보다 주목할 점은 구민법과의 관계이다. 위 인용문장 중 “일본법을 덮
어 놓고…참고로밖에”라는 부분은 신민법은 구민법을 청산한 위에 새로운 민법으로
서 제정한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즉 민법 기초자들의 의지와 입법의 형식은 독
자적인 내용의 법전을 창제하는 것이었고, 이 점이 이후 일본민법 또는 일본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주민법과 우리 민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약요소의 하나로 보
인다.
실제는 구민법의 조문을 대폭 改正한 것이 신민법 제정의 실질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구민법이 40년 이상 우리 국민의 사법생활을 규율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구민
법을 臺紙로 삼아 그간의 시행경험을 가지고 첨삭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로
운 입법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의 주제와는 무관한 말이지만, 신민법에 대한 학자들의 엇갈린 평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 민법제정의 기초위원이었던 張庚學
교수께서는 신민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현존하는 모든 민법전의 장점을 남김없이
섭취하여 제정한 것인 만큼 법이론상으로 보아서 가장 진보적인 민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세계 각국에 자랑할만한 입법상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원문의 한자를 한글로 전환]라고 극찬하였다.13) 물론 구민법에 비해 상당히 개선
된 법이라는 것은 민법학자의 공통적인 평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金
基善교수께서는 당초 관주도의 민법제정작업 자체를 반대하였는데, 제정후에는 신민
법이 첫째, 창의성이 없고, 둘째, 전체주의적사상에 입각한 입법이라고 비난하였다.
창의성이 없다는 것은 앞서 同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주민법을 모방한 사실
을 가리킨 것이고, 전체주의적 사상의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의
신설을 전체주의를 선언한 대원칙이라고 하며, 합유, 총유를 신설한 것도 전체주의
사고의 예로 삼았다.14)

2. 滿洲民法과의 比較論의 등장
우리 신민법의 입법사적 특징에 관한 통설적인 인식은 일본민법과 독일 등 대륙법
13)
14)

張庚學, ｢新民法總則｣, 三省文化社, 1958, 58면.
金基善, 전게서, 36-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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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법제를 혼합계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金基善 교수께서는 신민법이 만주민
법을 모방했다고 비판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同 교수의 비판을 인용해 본다.
“…만주민법을 얼마나 독단적 무비판적으로 모방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만주민법을

너무나도 직역하면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다소 창의력을 발
휘하려다가 도리어 직역하기 보다도 못한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잔재주를 부리
려다가 도리어 망친 격이다.”[원문의 한자를 한글로 전환] 이 견해는 한동안 동조자
를 얻지 못했지만, 1980년대 이래 조금씩 신민법에 대한 만주민법의 영향을 재평가
하는 견해가 나타났다. 우선 소멸시효, 전세권, 근저당 등 부분적인 제도에 관해 만
주민법상의 같은 제도와 비교하며 그 유사성을 강조하거나 만주민법의 영향을 시인
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다.15) 나아가 민법 전반에 걸쳐 만주민법의 영향을 시인하는
글들도 소개되었다. 이 중 가장 선구적인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鄭鍾休 교
수의 논문이다. 同 교수는 일본에서 출간한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16)에서 우리
민법의 法系에 관한 분석을 하며, 만주민법과 우리 민법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민법
전반에 걸쳐 만주민법이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하였다.17) 동교수는 우리 민법의 법계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 민법의 제정 후 곧 독일 민법학의 학설을
계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학설계수를 토대로 형성된 일본 민법학의 성과로 만들어
진 것이 중화민국 민법과 만주민법이고 이를 모델로 삼은 것이 한국민법이라는 것이
다.18)19) 이 저서의 일부는 국내에서도 우리 말로 번역‧보완되어 발표된 적이 있는
15)

16)

17)

18)

19)

예컨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에 관해 李鴻烈, “消滅時效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성균
관대) 2007, 104면 이하, 전세권에 관해, 김대규, ｢中華民國의 典權制度에 關한 硏究｣, 원
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년; 尹大成, “傳貰權의 比較法史的 考察; 滿洲國民法典의
典權 傳貰權에 미친 影響,” ｢財産法硏究｣, 5권1호('1988) 127면 이하; 李銀榮, “中華
民國民法의 典權에 관한 硏究-우리의 傳貰權과 比較하여-,” ｢現代民法學의 諸問題｣(晴軒
金曾漢博士華甲紀念), 박영사, 1991, 382면이하, 근저당에 관해, 朴水聳, “根抵當權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중앙대), 2011, 18면이하.
1989년 創文社 刊. 이 책은 동교수가 京都大學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서, 307면 이하. 이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우리 민법과 일본민법, 만주민법, 중화민국
민법의 조문을 대비하였다.
鄭鍾休, “比較法的 視野에서 본 韓國民法典,” ｢法史學硏究｣제12호(1991.12), 138면(동교수는
前註의 저서를 요약하여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이다).
金星洙, “우리 民法典의 體系에 대한 硏究(I),” ｢警大論文集｣ 제20집(2000), 270면 주15)에
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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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0) 그 중 일부의 글에서는 “우리 민법에는 만주민법에서는 보이지 않는 제도도
상당수 있음을 볼 때, 한국민법전의 기초자가 만주민법전을 어디까지나 좋은 입법례
로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의문이다.21)
한편 민법제정사에 관해 가장 연구가 깊은 학자로 알려진 梁彰洙 교수는 우리 민
법의 입법을 혼합계수 및 2차계수(일본민법을 거쳤다는 뜻)로 특징지우지만,22) 우리
민법의 독창성 내지는 고유성을 다수의 예(예컨대 전세권,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불인
정, 대물변제의 예약 등)를 들어가며 크게 강조한다.23) 그러나 同 교수도 부분적으로
는 만주민법의 영향을 시인한다. 민법총칙은 특히 만주국민법의 영향이 현저하게 보
이는 부분으로서, 총칙편의 규정 중 만주민법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폭리행위의 무효
를 정한 민법 제104조와 불법조건과 기성조건에 관한 제151조뿐이라고 한다.24)

3. 일본에서의 한국민법의 평가
일본에서는 과거 한국의 민법 중 재산편은 일본민법의 재산편을 부분적으로 수정
한 것 정도로 인식해 온 듯하다.25) 그러다 앞서 인용한 鄭鍾休 교수의 ｢韓國民法典
の比較法的硏究｣가 출간된 이후, 同저서의 설명대로 우리 민법이 만주민법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받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26)
한편 일본에서는 독일법계의 소속을 전제로 논의하던 법계론이 일본법계의 독자성
과 아울러 동아시아에서의 종주적인 지위를 토대로 하는 동아시아 법계론이 형성되
고 있는데, 동법계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근거의 하나로 만주민법이 활용되고 있다.
20)

21)

22)
23)

24)
25)
26)

鄭鍾休, “韓國民法典의 比較法的 系譜,” ｢民事法學｣(한국민사법학회) 제18호(1990.4.),
60-104면; 同人, “民法典의 編纂,” ｢법학사연구｣(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제36호
(2007.10.), 540-703면.
前註의 “韓國民法典의 比較法的 系譜,” 89면. 同 교수의 다른 저서, ｢역사속의 민법｣,교육
과학사, 1994, 186면에서도 같은 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梁彰洙, 주3 문헌.
梁彰洙, ｢民法硏究 第1卷｣, 박영사, 1991, 93면. 주14에 소개한 심포지움에서 정종휴 교수
의 발표에 대한 비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였다.
梁彰洙, “한국민법학 6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民事法學｣第36號(특별호)(2007.5) 715면.
高井章吾, “韓國の契約法,” ｢アジア諸國の契約法｣(谷川久編), アジア經濟硏究所,1972, 40면.
前田達明 編, ｢史料民法典｣, 成文堂, 2004, 1712면; 高見澤, “我妻榮の中華民國民法典註解
と滿洲國民法への言及-｢新發見｣資料の紹介を中心に,”｢法政論叢｣255호(2014), 196면 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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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아시아에서의 민법전 편찬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프랑스, 독일의 민법을 계수
한 1898년의 일본민법-->일본을 통해 독일의 학설계수로 이루어진 1929년의 중화민
국 민법-->사실상 일본인에 의한 2차 민법제정에 해당하는 1937년의 만주국 민법-->
만주국민법을 포괄적으로 계수한 1958년의 한국민법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을 통
해 동아시아 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27)

Ⅴ. 新民法과 滿洲民法의 유사성의 例
거듭 말해 필자는 민법학자가 아니므로 우리 민법의 연혁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상이한 설명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단지 필자는 양자의 유
사성에 주목하고 양자의 관련성을 짐작하고자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민법과 달
라진 신민법의 조문과 만주민법의 조문을 몇가지만 골라 비교하며 양자의 유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총칙
(1) 통칙
구민법에는 민법 제1조와 제2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었다. 구민법 제1조는 민법
제5조에 해당하는 조문이고, 제2조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조문이었다. 민법 제
1조와 제2조는 각각 만주민법28) 제1조 및 제2조와 같다. 민법 제1조(法源)는 만주민

법 제1조와 동일하고, 민법 제2조 제1항(신의 성실)은 만주민법 제2조와 동일하다.
만주민법에는 민법 제2조 제2항(권리남용금지)에 해당하는 조문은 없었다. 일본민법
의 시행 후 한동안은 권리의 절대성이 강조되어 타인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에 손해가 되더라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流水使用權
27)

28)

鈴木賢, “試論‧東アジア法系の成立可能性,” ｢北大法學論集｣ 53권2호(2002), 900면(李銀榮,
“東아시아法系論에 관한 試論,” ｢民事法學｣24권 182면에서 재인용).
이하 만주국 민법의 조문은 법무부가 작성한 번역본, ｢滿洲地方民法典｣(법무부 조사국편,
법무자료 제3집, 1948년)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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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호주권과 같은 일부 권리에 관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
어 권리전반에 관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자리 잡았다.29) 그리고 전후 일본 1947
년 개정을 통해 일본민법 제1조가 개편되었는데, 동 제2항은 신의성실을 제3항은 권
리남용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 제2조는 일본의 1947년 개
정민법 제1조 제2항과 제3항을 본받았을 수도 있다.

(2) 능력제도
능력에 관해서도 만주민법과 매우 유사하다(우리 민법의 능력에 관하여는 2011년
에 개정되기 전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1) 우선 조문의 배열에 있어 구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에 이어 금치산자

에 관한 규정(7조-10조)을 두고, 준금치산자에 관한 규정들을 두었으나(11조, 12조),
만주민법에서는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의 규정순서를 뒤바꾸었다(준금치산자는 제8조
-10조, 금치산자는 제11조-13조). 민법은 이 순서를 따랐다.
2) 준금치산자라는 용어는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로 바뀌었는데, 그 유형의 하나인

낭비자의 정의가 구민법과 만주민법이 크게 달랐다. 구민법에서는 단지 ｢낭비자｣라고
만 표기하였으나(구민 11조), 만주민법에서는 ｢낭비로 인해 자기 또는 가족을 궁박에
빠지게 할 염려있는 자｣로 표기하였고, 이 개념은 민법에 그대로 가져왔다(9조).
3) 구민법에서는 처를 무능력자로 규정하였지만(구민14조), 민법은 이 제도를 폐지

하였는데, 이 역시 만주민법과 같다.

(3) 동시사망의 추정
부재 및 실종선고에 관해서도 구민법과 민법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중
두드러진 것은 구민법에는 없던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등장한 것이
다(30조). 이 역시 만주국 민법에 두었던 제도이다(만민 29조). 일본민법에서도 1962
년 개정에 의해 같은 조문이 신설되었다.

(4) 법인제도
29)

日 ｢新版注釋民法(1)｣,136면이하. 이하 “日新版注釋”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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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도에 있어서도 민법은 구민법과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1) 설립의 요건

구민법 하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

가를 얻음으로써 설립하고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었다(구민 45조 2항). 원래는 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설립등기가 대항요건이었으나, 1938년 상법개정에 의해 영리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여전히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다루었다.30) 그러나 만주민법은 일본민법과 달리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만민 32조). 만주민법에 앞서 중화민국민법에서 설립에 등기를 요
하게 하였는데(중화민법(이하 “중민”) 30조), 만주민법은 이를 본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법도 구민법에서와는 달리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하였는데(민 33조),
이는 만주민법에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2) 비영리비공익법인의 인정

구민법에서는 민법상의 법인설립이 가능한 단체

를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만주민법에서는 이에 대칭하는 조문으로
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서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다(31
조). 일본민법 하에서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만이 법인설립이 가능하였고 중화
민국민법도 같았으나(4조), 만주민법하에서는 공익을 요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에 널리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31) 만주민법 제31조의 문언은 민법 제32조에 그대로 옮겨 왔
다.
3) 재단법인 설립행위 및 정관의 명칭

구민법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및

근본규칙을 ｢기부행위｣라 표현하였는데(구민 40조),32) 만주민법에서는 이를 ｢재단법
인의 설립행위｣로 표현을 바꾸었다((만민 제40조).33) 그리고 구민법 제42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기부행위)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만주민법에서는 성립시기에
30)

31)

32)
33)

일본에서도 2006년 이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등기 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다루
고 있다(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22조, 163조).
그러나 일본에서도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익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비영리단체
의 법인설립을 허용했다고 한다(遊佐, 19면).
중화민국민법에서도 일본민법과 같이 기부행위로 표현하였다(중민 60조).
당시 기부행위라는 용어는 다수 학자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遊佐慶夫, “滿洲國
民法評論(總則編,” ｢早稻田法學｣ 19호(19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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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등기주의를 취하였으므로 당연히 재단법인 설립시의 출연재산의 귀속은 ｢법인
성립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만민 제45조). 그리고 민법도 같은 경위
에 의해 법인성립시에 출연재산이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민 45조 1항), 그 의
미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생겼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5)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해서도 신민법에는 구민법과 달리하는 조문이 많이 있는데, 그 연혁
은 다양하다. 만주민법과 일치하는 조문, 만주민법에는 없고 중화민국에만 있는 조문,
독일민법과 일치하는 조문 등이다.
1) 暴利行爲의 신설

구민법에는 폭리행위를 금지하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

는 조문이 없었고, 해석론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다루었다(我妻榮,
전게서, 274면). 중화민국 민법 제74조에서는 폭리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을 두었다.
다만 중화민국민법에서는 폭리행위의 효과로서 동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거나 급부의 경감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민법 제104조와 문언,
효과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독일민법 제139조 제2항(Wucher. 제1항은 공서양속에 관
한 규정)인데, 우리 민법은 이를 바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 錯誤의 효과 변경

구민법은 의사주의에 입각하여 중요부분의 착오(要素의

錯誤)의 효과를 무효로 다루었다(구민 95조). 이는 독일민법 제1초안(98조, 99조)을
따른 것이나,34) 중화민국민법에서는 현행 독일민법에 따라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다루었고(독일민법 119조. 중민 88조), 만주민법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만
민 105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다룬 점에서는 중화민국 민법과 만주 민법이 같
지만, 법문상으로는 만주 민법이 우리 민법 제109조와 일치한다.35)
3) 一部無效의 인정
34)
35)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

我妻榮, 전게서, 302면.
중화민국 민법 제88조: ①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표의자가 사정을 알
았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그 착오 또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 표의자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 당사자의 자격 또는 사물의 성질이 거래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착오는 의
사표시의 내용의 착오로 본다.
만주국민법 제105조:｢중요부분의 착오｣를 일본민법의 표현대로 ｢요소의 착오｣로 표기한
것외에는 우리 민법 제95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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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고, 현행 일본민법에도 이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리
에 의한 해석론으로서 민법 제137조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36) 위 규정은 독일민
법 제139조에 유래하는데, 동조는 우리 민법 제137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만 두
고 있다. 즉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부분이 없이도 법률행위가 행해졌으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행위 전
체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잔존부분의 효력에 관해 우리 민법은 긍정,
독일민법은 부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 제137조의 법문은 중화민국민법
제111조의 법문과 같다. 만주민법에서는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4) 대리의 원인관계의 명칭변경

구민법 제103조 제1항에서 현행 민법 제127

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동조 제2항에서 현행 제128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었는
데, 그 내용은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위임의 종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대리권의 원인관계는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 도급, 조합 등 다양하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37) 만주민법에서는 이 소멸사유를 별도의 규정을 분리하여
(124조) 현행 민법 제128조 본문과 같이 법률행위로 수여한 대리권은 그 원인관계의

종료로 소멸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면서, 동조 단서의 내용도 신설하었다.
5) 표현대리의 요건

현행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에서는 동 단서에 의해 상대방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요하지만, 구민법에서
는 이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구민 109조). 그러나 오래전부터 다수설
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므로38) 만주민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였다. 참고로 일본민법도 2004년의 개정에 의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
하고 있다(일민 108조).
당시 일본에는 이 규정을 특이하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었다. 만주국 법제에서는 이
른바 도덕주의가 강조되는데, 이 규정도 도덕주의에 입각한 제도라고 하며, 의사상태
의 증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법제도의 운영에 익숙치 못한 만주사회에서는 오
36)
37)
38)

我妻榮, 전게서, 257면.
遊佐慶夫, 전게논문, 33면.
日 注釋民法(4),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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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악의의 상대방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39)

(6) 時效制度
1)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분리

민법에서는 총칙편의 시효의 장(제6장)에서 취

득시효(162조-165조)와 소멸시효(166조-174조의2)를 같이 다루었다. 양자의 공통규정
으로 총칙(144조-161조)도 두었다. 이를 신민법에서는 소멸시효는 총칙에 그냥 두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으로 가져갔다. 이 체계는 만주민법의 시효제도에서 온 것으로, 만
주민법 총칙편의 제6장에서 소멸시효를 다루고(제154조-175조), 취득시효는 물권편의
소유권의 장(제2편 제3장 제2절)에서 다루고 있다(제224조-제229조).
구민법의 시효제도의 체제는 프랑스민법을 본받은 것인데,40)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는 원용, 포기, 중단 등에 있어 성질을 달리하는 면이 많아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양
자를 구분하자는 입법론이 있어 왔다. 만주민법의 기초자인 我妻榮은 바로 이 분리론
의 주창자이었으므로41) 만주민법에서 그 생각을 실현한 것이다.
만주민법은 이같이 체계를 바꾼외에 시효기간, 단기시효의 종류 등을 달리 정하였
지만,42) 신민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구민법을 유지하였다.
2) 시효완성의 효력

구민법에서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다고 표기하고(구민 167조-174조의2), 시효의 정지를 말할 때에는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였다. 중화민국민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중화민국민법에서는 ｢소
멸한다｣는

용어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용어를

혼용하였다(125조-127조,

139-143조). 앞서 만주민법이 독일민법의 예에 따라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위치를

구분한 것은 중화민국민법을 본받은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다른 제도도 중화민국민법
을 본받았으리라 짐작되지만, 시효경과의 효과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는 ｢완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154조, 155조, 169조-172조). 우리 민법은 만주민법을 본받아 ｢완
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한 듯하다(민법 162조 외).

39)
40)
41)
42)

주 34의 문헌 31쪽.
프랑스민법 제2219조-2283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같이 다루고 있다.
我妻榮, ｢新訂 民法總則｣, 433면.
만주민법에서는 채권과 그밖의 시효를 각각 20년, 30년으로 정하였으며, 단기시효는 5년
의 시효 하나만을 두었다( 154조, 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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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민법을 해석한 문헌을 보면 이 소멸과 완성이라는 표현에 별 차별성을 두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시효완성의 효력에 관해서는 구민법과 명문의 차이를 보인다.
구민법에서는 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
다고 규정하였다(구민 145조). 그러나 만주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때에
는 그 권리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는데(만민 173조), 이를 독일민법 제222조(2001년 12월 31일 삭제)의
급부거절권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43) 한편 중화민법민법에서는 제144조 제1
항은 독일민법 제222조 제1항을 번역한 ｢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를 거
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였으므로44) 만주민법은 표현은 다르지만, 시효의 효과에
있어서도 중화민국민법을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신민법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분리 그리고 ｢완성｣이라는
표현 등에서 만주민법을 본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효완성의 효력에 관해서는 구민
법 제145조를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만주민법조문(173조)를 도입하지도 않았으므
로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2. 물권법과 채권법 (抄)
이상은 민법총칙 부분에서 만주민법과 유사한 규정들을 골라 양자를 비교해 보았
다. 물권편과 채권편에도 유사한 규정들이 많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몇 가지 보완하
고 싶은 자료가 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듬은 후 논문집출간에 맞추어 제출하고
자 한다. 여기서는 유사한 규정 몇가지를 예시한다.

(1)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민법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 등기는 대항요건이었다
(구민 176조,177조). 그러나 만주민법에서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여 부동산에 관

43)
44)

遊佐慶夫, 전게논문, 42면.
중화민국 민법 제145조 제2항은 독일민법 제222조 제2항과도 같은 규정(시효로 채무가 소
멸한 후에 급부를 한 때에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고 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을 두고 있었는데, 민주민법은 이 규정은 옮겨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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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권의 법률행위에 의한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
는다는 규정을 두었다(만민 177조). 이러한 변화로 생기는 문제가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물권변동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인데, 이를 위해 만주민법은 판
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만민 제178조). 이 두 개의 만주민법규정은 중화민국민법 제758조와 제759조
를 본받은 것이다. 하지만 만주민법 178조와 중화민국민법 제759조는 두 가지 점에
서 표현상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화민국민법 제759조는 ｢상속, 강제집행, 공용징
수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登記前에 부종산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
니하면 물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만주민법 제178조는 ｢판결, 경매,
공용징수, 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였다. 중화민국민법에서는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할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
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처분에 등기를 요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음에 반하여,
만주민법에서는 상속 등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취득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둘째, 중화민국민법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
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만주민법에서는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예
시적으로 열거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일반화하여 표현하였다. 두 개
의 법을 비교해 보면 만주민법의 입법방식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민법은
이들 예를 따라 형식주의를 취하는 입법을 하되, 만주민법과 같은 표현방식을 취하였
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동산물권변동에 관해서도 만주민법과 같은 변화가 있었
다(민법 188조, 만민 181조).
중화민국민법과 만주민법은 공히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
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중화민국 만민 180조 중민 760조). 신
민법은 이를 본받지 않았다. 우리 민법하에서도 등기단계에서 어차피 서면에 의한 등
기원인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구두의 채권계약이 우리 민법에
서는 유효함에 반해 중화민국민법과 만주민법하에서는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큰 차
이를 보인다.

(2)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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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민법에서는 구민법에서 인정하던 영소작권, 입회권, 선취득권, 부동산질권등을
두지 않고 耕種權, 典權을 신설하였다. 신민법도 구민법에서 인정되던 이러한 권리를
다 없애고 만주민법의 典權에 유사한 전세권을 신설하였다(후술).

(3) 傳貰權
신민법상의 전세권은 구민법에는 없던 것으로, 신민법의 기초자들은 전세권을 우리
나라의 舊慣의 전세제도에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중화민국 민법과 만
주민법상의 典權제도를 참고하여 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45) 이것이 이후 전세
제도의 입법취지에 관한 표준적인 설명이 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전세제도는 우리 민
법의 고유한 혹은 창의적인 입법례로 설명하고 있다.46) 그러나 신민법의 전세권은
만주민법을 전면적으로 참고하고 중국민국민법전을 2차적으로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
는 설명도 있다.47) 전혀 다른 시각에서 중국의 전권과 한국의 전세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본의 부동산질권은 각각의 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하였으며, 전세권은 조선
시대의 退賭地賣買(퇴도지매매)48)가 전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49) 중국의 典權은

45)

46)

47)

48)

49)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民法案審議錄｣ 제6장 傳貰權 3. 審議經過
(183면).
郭潤直, ｢物權法｣(재전정판), 박영사, 1985, 415면; 金曾漢, ｢物權法(下)｣, 眞一社, 1976, 57
면; 梁彰洙. 전게서, 94면; 梁彰洙, ｢民法硏究｣(第1卷), 박영사, 1991, 92면; 李銀榮, ｢物權法｣
(제4판), 박영사, 2006, 648면. 그러나 李銀榮, “中華民國民法의 典權에 관한 硏究-우리의
傳貰權과 比較하여-,” ｢現代民法學의 諸問題｣(晴軒 金曾漢博士華甲紀念), 박영사, 1991, 382
면이하에서는 만주민법과 우리 민법의 전세권 규정의 대조와 아울러 우리 전세제도의 固
有性에 강한 의심을 표명하였다.

尹大成, “傳貰權의 比較法史的 考察 ; 滿洲國民法典의 典權 傳貰權에 미친 影響,”
｢財産法硏究｣. 5권1호('1988) 127면 이하; 鄭鍾休, 전게서, 241면도 대체 同旨. 어느
중국학자는 전세권은 한국의 특유한 부동산 물권제도이고, 전권(典權)은 중국의 특유한
부동산 물권제도인데, 한국의 입법자는 전세권을 규정할 때, 민간의 전통습관을 존중한
것 외에 외국의 입법례로 1929년 중국민법전과 1937년 만주국민법전의 전권제도를 참고
하였다고 설명한다(崔吉子, “韩国民法上的传贳权制度--与中国典权制度之比较,”｢比较法研究｣
法学2005年 第12期, 110면). 우리나라 구관의 전세를 물권으로 파악한 것은 옳지 않으나,
입법경위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다.
퇴도지매매란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경작권을 환매(還退)조권부로 매각하는 것
을 말한다.
金相容, “韓國의 傳貰權, 中華民國(臺灣)의 典權과 日本의 不動産質權의 比較,” ｢土地法學｣
제30-1호(2014.6.), 286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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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漢나라 후대에 발생하고 당대에 이미 광범하게 활용된 제도로서 근대에 이르기
전에는 妻妾, 奴婢 또는 장신구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50)
참고로 우리의 전세권의 성질론에 관한 논의도 典權의 성질론과 다소 연결지을 여
지가 있다. 중화민국민법에서는 전권을 질권(제3편 제7장)과 유치권(제3편 제9장)의
사이에 배치함으로써(제3편 제8장) 조문구조상으로는 용익물권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만주국민법의 물권편의 제정 지침이었던 ｢物權編制定大綱｣제11에 의하면, “전권은
대체로 관행, 현행민법(만주국이 차용하던 중화민국민법), 일본민법의 부동산질권을
참조하여 규정한다”고 하여 전권의 사회적 기능을 담보물권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작 최종적으로 제정된 만주민법에서는 전권의 用益物權的 성질을 감안하여 지상권
(제2편 제4장), 耕種權(제2편 제5장), 지역권(제2편 제6장)에 이어 전권(제2편 제7장),

유치권(제2편 제8장)으로 순으로 배치하였다.51) 체제상으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제도의 내용 자체에도 양면성이 있어, 우리 전
세권의 성격에 관한 해석과 같이 견해가 갈렸다.52)
舊慣의 전세와 민법상의 전세는 채권과 물권이라는 차이를 보이는 외에도 어느 하
나 일치하는 내용이 없음을 볼 때, 구관의 전세를 수용하여 민법상의 전세를 만들었
다는 것은 어색한 설명이라 생각된다. 조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舊慣의 전세제도를
개량하여 입법화하였다는 것보다는 만주민법(제2편 제7장)의 典權제도를 옮겨 왔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으로 생각된다.53) 결과적인 말이지만, 입법자들이 예견한 것처럼54)
민법의 전세제도가 입법된 이후 이 제도의 이용예는 보기 드물고, 과거의 채권적 전
세제도가 아직까지 보편적인 건물의 이용방법으로 이어지고 있다.55)

50)

51)
52)
53)

54)

55)

星野長七, “典制度の考察,” ｢早稻田法學｣, 제21권(1942), 5면이하 (이 논문집은 수록된 논문
마다 쪽수가 새로이 시작한다. 전체 쪽수 없음).
星野長七, 38면 이하.
前註 및 遊佐慶夫, 전게논문, 57면.
민법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제308조, 제310조는 만주민법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및 297조, 제306조, 제309조와 각각 같고, 그밖에도 양자의 조문 내용은 유사하다.
전게 민의원 소위원회의 심의록에서는 “등기가 여행(勵行)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실정
으로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제도가 충분히 이용될른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2015년의 연간 전세권설정등기는 87,632건이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
계, 전세권설정등기현황). 이 통계를 보면 본문에서 서술한 것은 좀 경솔한 단정으로 생각
되는데, 다른 통계와 비교하며 좀 더 연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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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根抵當
저당제도에서 구민법과 달라진 것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민법이 근저당제도를 둔
점이다(민법 357조). 원래 일본 민법에서는 근저당제도를 두지 않았고, 민법 시행초
기의 하급심판례도 근저당의 약정을 무효로 다루었다. 그러나 곧 大審院이 유효로 판
정한 이래(1902년 1월 27일), 판례, 학설이 근저당을 허용해 왔다. 만주민법에서는
이 일본민법학의 해석론에 터잡아 근저당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만민 356
조),56) 이를 신민법에서 이어 받았다. 조문의 내용은 양자가 일치한다. 참고로 일본
민법에서도 1971년에 근저당제도를 신설하였다.

(5) 채무인수의 신설
구민법에서는 채무인수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更改로 같은
기능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민법에서는 채무인수를 신설하였고(중민 421조),
만주민법에서도 이를 본받아 채무인수를 도입하였다(만민 440조이하). 그리고 신민법
에서도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민법 453조 이하).

(6) 증권적채권제도의 개정
구민법은 증권적 채권의 법률관계를 채권의 양도의 일부로 다루었는데(구민법 제3
편 제1장 제4절), 지시채권 등 증권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증서의 교부는 대항요건으로 다루었다(구민 469조). 그리고 무기명채권은 이를 동산
으로 간주하였다(구민 86조 3항).
만주민법에서는 증권채권을 별도의 章으로 분리하고 지시채권은 배서‧교부에 의해
양도하고, 무기명채권은 교부에 의해 양도하도록 하였다(구민 496조, 511조). 그리고
배서연속의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 항변의 제한 등 증권채권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을 보완하였다. 신민법상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제508조 내지 526조
의 규정은 대부분 만주민법의 규정을 본뜬 것이다.

(7) 요물계약과 낙성계약
56)

石田文次郞, ｢滿洲民法(擔保物權)｣, 有斐閣, 1943,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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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에서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를 요물계약을 다루었으나(구민 587조, 593
조, 657조), 만주민법에서는 이들을 낙성계약을 바꾸었다(만민 570조, 577조, 671조).
신민법하에서 이 계약들이 모두 낙성계약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8) 청약의 철회, 계약의 승낙시기 등
구민법 제524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격지자간의 청약의 청약자는 승낙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구민법상으로는 청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약이 구속력을 잃지만 청
약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자가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주민법에서는 구민법과 달리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만민 515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
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만민 516조). 이 규정들
은 신민법 제527조와 제528조에서 본받은 바이고, 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견해
의 대립을 야기한 제529조(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도 만주민법 제519조에 유래
한다.

Ⅵ. 滿洲商法의 영향
만주국은 민법을 제정한 같은 시기에 상사법도 제정하였다. 역시 일본 상법을 토대
로 하였으나, 회사편, 해상편, 그리고 육상운송, 창고에 관한 규정들을 상법에서 분리
하여 각각 독립된 법전으로 만들고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商人通法｣
(康德 4년(1937년) 6월 24일, 勅令 131호, 동년 10월 1일 시행)이라는 별개의 법전으

로 만든 것이 특이하다. 우리 신민법이 만주민법을 크게 참고한 것과는 달리 우리
신상법에서는 만주상법을 크게 참고하지 않았다. 위 만주의 상사법 규정들은 당시의
일본상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우리의 구상법과 내용상 차이가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商人通法｣ 즉 상법총칙과 상행위 부분에서는 일본상법에서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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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신상법에도 옮겨와 있다. 신상법의 제
정에 있어서도 민법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만주의 상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예
컨대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57)
1) 商行爲法主義 채택 및 絶對的 商行爲의 폐지

일본상법은 제정당시부터 상

인법주의에 입각하여 절대적 상행위의 개념을 지금에까지 유지하고 있으나(일상 4조,
501조), 만주민법에서는 상행위법주의를 취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절대적 상행위

개념을 두지 않았다(만상 1조, 2조). 우리 신상법이 구상법과 크게 차이나는 점의 하
나가 절대적 상행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점 만주상법과 일치한다.
2) 일본상법 총칙편에서는 영업의 양도를 상호에 관한 장에서 상호에 관련한 문제

로 다루고 있으나(일상 16조 이하), 만주의 상인통법에서는 영업의 양도를 별개의 장
으로 설치하였다(만상 제5장 27조-31조). 이 점 우리 신상법의 방침과 같다. 그러나
정작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상법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들을 보탬이 없이 그냥 가
져왔으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이 점은 우리 상법도 같다.

57)

佐藤義夫, ｢滿洲國商人通法槪說｣, 同文館, 1938, 7면 이하.

[제1세션]

합유의 새로운 해석

*

-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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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에 대하여 공유, 합유와 총유를 두고 있다. 이는 다른 입법례
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의용민법에는 공유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행 민법을 제정하면서 물권편에 공동소유로 합유와 총유를 신설하였다.1) 의용민법
제668조가 “조합재산은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수정하여,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는 민법 제704조를 두게 되었다. 이는 채권
편의 규정만을 놓고 본다면, 스위스와 대만의 입법례를 좇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
* 이 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저자의 동의 없이 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총유가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는 추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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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편(제271조-제274조)으로 조합재산의 합유(합수적 합유)를 통일적으로 규율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완결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합유가 물권편에 공
동소유의 한 형태로 신설되면서 완전히 물권편의 법리에 따르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법의 고유한 법적 자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자산은 아
직 학계에 의하여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하여 합유가 갖는
법적 자산의 온전한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물권편이 조합재산의 합유를 규율하고 있지만 채권편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충돌
하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문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설과 판례는 제271조 제2항을 이유로 제
272조-제274조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물권편의 제272조–제
274조에 앞서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조합재산에 관한 조합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물권법정주의(제185조)가 물권법의
기저를 흐르는 기본원칙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물론 물권법정주의도 예외가
따르는 법원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결과는 우리 물권법이 알고 있지 못하는 예외이다. 따라서 제271조 제2항은 물권법
정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합유에 있어서 물권법
정주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통설과 판례는 조합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
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수적 조합 이외의 것으로 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채권편 제704조는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
는 것이다. 셋째, 통설과 판례는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적용된다고 한다. 통설과 판례는 제706조와 제272조의 관계에서 전
자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제272조 본문은 합유물에 대한 처분ㆍ변경에는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법 제706조 제2항은 조합업무
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따르게 하고 있다. 또 제272조
단서는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채권법 제706조 제3항은 다른 조합원은 어느 조합원의 통상사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물권법우선원칙에 반한다. 넷째, 통설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편 제3절)”의 규정들이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특칙이라

고 보고 있다. 제278조의 단서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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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하는 데 바루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
다. 그리고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조합의 소유로서 준합유 대
신 채권의 분할적 귀속을 정하는 특별약정을 허용함으로써, 특별약정이 있을 경우 이
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몰각하는 것이 된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채권의 준공동소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은 통설과 판례가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제271조-제274조(제27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68조-270조도 준용)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물권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상의 모든 문제들은 합유에서의 물권법정주의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마
련되었다. 2004년에 설치된 법무부개정위원회는 자구수정만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개
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2) 이에 비하여 2014년 민법개정위원회는 합유에 관한 개
정안을 마련하였다.3) 2013년 설치된 제4기 분과위원회가 물권법정주의에 따른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고,4) 2014년 전체회의(제11차)는 채권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개정
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의 개정안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지금부터 이상의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입법례(II)를 살펴보고 그 후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III), 조합의 소유형
태: 조합재산의 귀속형태(IV)와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문제
(V)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채권의 준합유(준공동소유)(VI)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2)
3)

4)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ㆍ물권편, 법무부, 2012, 362.
2014년 민법개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채택된 개정안의 내용과 해설은 윤진수, “공동소유
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8호, 2014, 123-167, 참조.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시안의 내용과 해설은 최수정, “조합
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 합유와 조합의 사무집행 방법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제62호(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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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합재산의 귀속형태에 관한 입법례
조합재산을 어떤 법체계로 규율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상이하다.5) 우선 조합재산을
채권편의 조합계약으로 규율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민법이 이에 해당한다. 또 조합재
산을 물권편과 채권편에서 함께 규율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민법, 스위스민법ㆍ채무
법과 대만민법이 그러하다. 그리고 합유를 물권편으로만 규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민법이 여기에 속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ㆍ준합유를 물권편으로 규율하는
입법태도가 가장 완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민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위스나 대만보다도 더 진화된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1. 독일민법
독일민법은 조합재산을 전적으로 채권편으로 규율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718조는
조합원의 출자 및 업무집행에 의하여 조합을 위해 취득한 재산을 조합원의 공동재산
(조합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민법도 조합원의 개별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인 조합재산을 인정한다. 독일민법은 합수적 물권(합유)에 대한 물권편의 규
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권에 대한 합수적 공동소유도 성립하여,6) 채권편
의 조합에 의하여 규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합에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
정되지 않으므로, 개개의 물권적 재산은 조합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하며, 각 조합원
은 개별 재산에 대하여 물권적 지분(Anteil)을 갖는다.7) 다만, 조합원이 갖는 합수적
지분은 공유와 달리 각 조합원에 계산상의 비율(Bruchteil)이 존재하지 않는 지분으로
인정된다고 한다.8) 또 제719조는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및 조합재산에 속
하는 개별 목적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제1항), 조합재
산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채권으로 상
5)

6)

7)
8)

합수적 공동체와 합유제도의 기원에 대하여는 윤철홍, “합유제도에 관한 법사적 고찰”,
115-124 참조.
이춘원,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 고찰”, 비교사법, 제21권 3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14, 1204.
이춘원, 1204.
이춘원,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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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합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제709조(제1항)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들의 공동으로 하여 조합원 전원
의 동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재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조합의 업
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서,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계약은 채권
계약으로 사적자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 등을 규
율하는 제719조(제1항)도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한다.9)
그 결과 전부 또는 일부 조합원이 지분에 의한 공동관계로서 보유하는 물건을 조합
목적을 위해 채권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10)

2. 일본민법
일본민법 물권편은 공동소유로 공유만 인정하고 있다(제249조-제264조). 그런데 물
권편과 다른 곳에서 특수한 공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또 입회권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본다.11) 총유는 사단의 재산
과 같이 구성원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산의 소유형태이다.
일본민법 물권편은 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사용(제249조),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
한 공유물의 변경(제251조), 공유자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관리(제252조), 공유물의 분
할청구(제256-제263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공유물에 대한 채권(제254조)과
공유에 관한 채권의 변제(제259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은 지분의 처분의
자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는 소유권의 내용을 정하는 제
206조가 공유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12)

한편 일본민법은 채권편에서 물권편의 공유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유를 규정
하고 있다. 합유는 단지 공유의 특칙인지 아니면 공유와 별개의 소유형태인지에 대하
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일본민법은 채권편 조합편의 제668조에서 “각 조
9)
10)
11)

12)

최수정, 19.
최수정, 20.
內田 貴, 民法I 總則ㆍ物權總則, 189. 東京大學出版會, 2007, 389; 中川善之助ㆍ遠藤浩ㆍ泉
久雄, 民法事典, 1982. 靑林書院新社, 1982, 203).
注釈民法⑹, 物権⑴,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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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의 출자 기타의 조합재산은 총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
676조에서 처분자유의 금지(제1항)와 분할청구의 금지(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조합재산의 공유는 물권법의 공유와 구별되는 합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13) 그런데 채권편의 조합은 합유자의 법률관계의 중요한 사항인 합유물의 관리ㆍ
변경ㆍ처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물권편의 공유에 관한 제
251조ㆍ제252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우

선 제667조 이하의 특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권편의 제251조ㆍ제252조가 적용
되
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4) 이에 반하여 조합재산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관리ㆍ이용ㆍ처분은 조합업무의 집행에 포함되므로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에 관한 재670조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15) 이 견해는 독일
민법의 해석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본민법 제898조는 상속재산의 공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합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6)

3. 스위스민법
스위스민법은 물권편으로 공동소유(propriété collective)의 형태로 공유(제646조-제
651조)와 합유(제652조–제654조a)를 규율하고 있다. 공유(copropriété)는 공유자 사

이에

사전인적관계(liens

personnel

antéreieurs)가

존재하지

않고

또

공유자

(copropriétarie)의 권리인 지분은 개별적으로 행사된다. 이에 반하여 합유(propriété
commune)는 합유자(propriétaires communs) 사이에 사전관계가 존재하고 또 합유자

들은 그들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한다. 공동소유자 사이에 공유 또는 합유 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가 추정된다.17)
스위스민법의 물권편 제652조에 의하면,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체

13)
14)
15)
16)
17)

注釈民法⑺, 物権⑵, 430.
末弘嚴太郞, 債權各論, 有斐閣, 1996, 825.
注釈民法⒄, 債権⑻, 76.
注釈民法⑺, 430.
P.-H. Steinauer, Les roits réels, Tome I, Précis de droit staempfli, Stämpfli Editions SA Berne,
2012, n° 1108,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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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uté)를 구성하는 수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는 물건 전체에

미친다고

한다.

여기서 공동체(communauté)란

스위스민법상의

부부재산공동체

(communauté de bien entre époux)와 상속공동체(communauté hérédiraire) 그리고

스위스채무법상의 조합(société simple),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s), 유한회
사(société en commandite)가 해당한다. 스위스민법 제653조 제1항에 의하면 합유자
(communiste)의 권리와 의무는 그들을 결합하는 법정 또는 약정의 공동체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653조 제1항의 공동체규정에는 법정공동체규정(règles de la comunauté
légale)과 약정공동체규정(règles de la communauté conventionnelle)이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바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또 제653조 제2항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유자
의 권리, 특히 물건을 처분하는 권리는 전원의 합의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제653조 제3항에 의하면, 합유물의 분할과 지분권의 처분은 공동체가 존속
하는 한 배제된다. 또 제654조 제1항에 의하면, 합유는 물건의 양도와 공동체의 종료
로 소멸한다. 또 제654조 제2항에 의하면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은 공유에 준
하여 실행된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합유물의 분할과 지분권의 처분(제654조 제
3항)과 합유물의 양도와 공동체의 종료(제654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합

유의 내용 또는 합유자의 권리ㆍ의무는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합유의
본질은 합유재산은 합유자 전원에게 귀속되고 합유자 전원이 이 권리를 공동으로 행
사한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18)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독자성(certaine unité)이 인정되고 또한 조합재산 또한 인정된다고 본다.19)
한편 스위스채무법 제2권 제23편이 단순조합(제530조-제551조, société simpl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권은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s), 유한회사(société
en commandite)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채무법(제530조-제551조)이 규율하

고 있는 단순조합(De la société simple)이 조합에 해당한다. 스위스채무법 제544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에 이전되거나 취득된 물건, 채권과 물권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합유로(en commun) 귀속된다. 또 제544조 제2항은 조합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청산시의 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제544조 제3항은 조
18)

19)

스위스의 경우에도 합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합유자의
권리는 공동체 자체가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행사할 수 없
는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P.-H. Steinauer, Tome I, op. cit., n° 1371,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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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합계약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
으면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s)(제557조 제2항)와 유한회사(société en
commandite)(제5918조 제2항)에도 준용된다.

4. 대만민법
대만민법 채권편 제668조는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公同共有]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 그런데 이 합유를 물권편 제827조–제831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물권법 제827조 제1항은 법률규정, 관습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합유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관습에 의한 합유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또 제827
조 제2항에 의하면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또 제828조 제1항은 합
유자의 권리ㆍ의무는 공동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 법률행위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스위스민법 제653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
이다. 합유자의의 권리ㆍ의무가 무엇인지가 문제지만, 민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제828조 제2항은 합유에 대하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제820조, 공유자의 대
외관계에 관한 제821조 및 부동산의 공유물의 사용, 관리, 분할 또는 분할금지의 약
정은 등기후에 지분의 양수인이나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제826조의1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제820조가 준용되는 결과 합유물의 관리는 합
유자의 과반수에 따르게 된다. 또 제828조 제3항에 의하면, 합유물의 처분과 기타 권
리행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제829조는 합유의 존속 중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 제273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제830조
제1항은 합유물의 양도와 조합의 종료로 소멸함을 규정하고, 제2항은 합유물의 분할
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민법에는 합유자의 지
분의 처분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0)

대만민법의 합유와 조합에 대하여는 법무부, 대만민법전, 201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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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민법
프랑스민법은 공동소유(propriété collective)로 공유(indivision)만 규율하고 합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1804년에 제정된 프랑스민법전은 공유에 대하여 단편적인 규정만
을 두었을 뿐 일반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21)22) 그러던 중 1976. 12. 31. 법률로 프
랑스민법전에 공유 일반을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민법전 제815조, 제815-1조
내지 제815조의18가 법정공유 그리고 제1873조의1 내지 제1873조의18가 약정공유를
규율한다.
프랑스민법전에는 조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대신 절약의 도모(profiter de
l’économie)를 위해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3) 달리 말하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24)

6. 결어
우리 민법은 합유를 규율함에 있어 독일민법의 입법태도와는 사뭇 다른 차이가 있
지만,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5)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합유에
대한 태도는 굳이 비교한다면 오히려 스위스민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민
법안의견서도 인정하는 바이다.26) 그러나 우리 민법의 조합재산에 대한 규율은 스위
스민법과도 다른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합유에 대하여 물권편에 통일적

21)

22)
23)

24)
25)
26)

프랑스민법상 공유에 대하여는, 남효순, “프랑스의 민법상의 공동소유 - 공유를 중심으로
-”, 법학 제39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34-163, 참조.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1804년에 제정된 프랑스민법전은 법인에 대하여도 규율하지 않았다. 1978. 1. 4. 프랑스민
법전을 개정하여 법인(société)으로 민사회사(société civile)와 상사회사(société commerciale)
를 두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비영리사단법인(association)과 직업조합(syndicat professionnel)
과 같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률로 1901. 7. 1.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남효
순,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사 -”, 서울
대학교 법학 제40권 3호, 1999.154-190, 참조.
注釈民法⒄, 債権⑻, 60.
윤철홍, “합유제도에 관한 법사적 고찰”, 125.
민법안의견서,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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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은 합유물의 관리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합유에 통일적인 규정을 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지만,27) 물권편이 합유를 통일적인 규율하는 것은 입법사적으로 가장 진화된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법 제272조 본문은 합유물의 변경에 대하여 또 제
272조 단서는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민법에는 합유물의

보존과 변경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대만민법에는 합유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당사자가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우리 민법에는 합유자의 권리ㆍ의무를 당사
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스위스민법 제653조 제1항과 대만민법 제828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 민법은 비교적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스위스민법의 경우가 당사자의 약정을 허용하는 범위가 더 넓다. 우리
민법의 경우는 합유자의 권리ㆍ의무는 조합계약에 의하지 않고 물권편의 규율에 따
르게 된다. 그 외의 조합의 업무와 조합원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비로소
채권편의 조합계약으로 규율된다. 셋째, 물권편의 합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반대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위스민법과 대만민법의 경우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반
대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우리 민법은 스위스민법(제653조 제1항)ㆍ대만민법(제828조 제1항)과
달리 물권편으로 합유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에 충실히 따르고 있
다. 스위스민법과 대만민법은 합유에 관한 약정을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함
으로써, 차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물권법정주의는 예외적으로만 지키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합유가 물권편으로 규율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합유가 채권편으로부터 완
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간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민법은
물권편(제271조-제274조)으로 합유(합수적 합유)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체계상
으로 완결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유의 규율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편의 편제가 획득한 법적 자산이고 법적 진화라고 할 수 있다.

27)

이호정,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약간의 의문”, 법학 제24권 제2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107; 김종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례연구
8집, 부산판례연구회, 199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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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271조 제2항은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
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통설에 따르면 당사자의 조합계약
으로 물권법의 합유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물권법정주의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물권법정주의 일반
⑴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고 있다.28)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은 점유권부터 저당권에 이르
는 물권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엄정하게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지 않는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한다.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민법의 규정들도 있
다. 예를 들면, 유질계약에 관한 약정을 금지하는 제339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
나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물권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29)

⑵ 물권법정주의의 예외와 등기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법의 모든 내용을 법으로만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
라서 민법은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법이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물권법상의 관련규정은 임의규정이 된다. 첫째, 물권법은 지
28)

29)

일본물권법 제175조는 ‘본법과 기타 법률’아라고만 하고 관습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관습법상의 물권은 직접 본조가 말하는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조의 입법취지
바꿔 말하면 물권법정주의의 존재근거와 저촉되지 않는 한 민법 제2조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注釈民法⑹, 物権⑴, 有斐閣, 1998,
212].
곽윤직ㆍ김재형, 물권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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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존속기간(제280조 제1항)과 전세권의 존속기간(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 민법
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물권법은 당사자의 약정에 대하여 최단기간(제280조 제1항) 또는 최장기간(제
312조 제1항)의 제한을 두고 있다. 둘째, 민법이 먼저 물권의 내용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둘 수 있음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다. 이는 물권법
정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물권법정
주의의 내용 내지는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
은 우선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역권의 부종성에 관한 제292조 제1항 단서, 용수지역권에
관한 제297조 제1항 단서,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제334조 단서, 저당권
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제358조 단서가 그러하다. 또 민법이 다른 약정을 둘 수 있
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유물의 분할청구
에 관한 제268조 제1항 단서, 구분지상권의 경우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에 관
한 제289조의2 제1항 후단, 전세권의 양도, 전세 등에 관한 제306조 단서가 그러하
다. 셋째, 민법이 당사자의 약정을 당연히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의 경우 제
268조의 지료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지역권의 경우 제298조의 승역지소유자의 의

무부담에 관한 약정,30) 전세권의 경우 제311조 제2항 및 제315조의 손해배상과 관련
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약정, 저당권의 경우 제360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이 그러하다.
민법이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물권의 내용과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약정
을 허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권을 거래하는 제3자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의 요청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
정하는 것이지만,31) 예외적으로 다른 약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등기에 의하여 공
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물권의 핵심적인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와 등기주의가 물권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
장하는 2대 장치라고 할 것이다.32)
30)

31)
32)

제298조는이 경우에만 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나 독립한 계약이 아니므로 약정이라고 부르
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곽윤직ㆍ김재형, 물권법, 2015, 18.
남효순,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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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반대약정은 예외 없이 등기에 의하여 공
시하도록 하고 있다.33)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제67조(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 제69조 제3호(민법 제280조 제1항의 약정), 제69조 제4호(제286조의 지료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제69조 제5호(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 제70조
제4호(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및 제298조의 약정), 제72조
제1항 제3호(민법 제312조 제1항의 약정), 제72조 제1항 제4호(민법 제311조 제2항
및 제315조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약정),34) 제72조 제1항
제5호(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제75조 제1항 제3호-제8호 및 제2항 제3호-제4호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및 제360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의 경우가 그러하

다.

⑶ 결어
이상에서 민법상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
으로 정하되, 개별규정으로 반대약정을 둘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원칙은 공동소유의 한 축인 공유(제268조 제1항 단서)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2. 제271조 제2항의 해석 : 합유에서의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는 조문은 제271조 제2항과 제272조-제274조이다. 합유
에서 물권법정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⑴ 제271조 제2항의 검증 : 학설ㆍ판례의 검증
현재 학설은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합유에 관한 제272조-제274조(제274조 제2

33)

34)

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법학 제49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10.
동산물권인 질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점유이다. 점유로는 제344조의 약
정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약정은 전세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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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의하여 제268조-270조도 준용)를 배제하여 당사자의 계약으로 물권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5) 따라서 학설은 일치하여 제272조–제274조를
임의규정 내지는 보충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학설은 당사자가 조합계약으로 합유
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만 제272조-제274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도 학
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36)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185조가 정하는 물
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37) 과연 제271조 제2항이 제271조-제274조
(제27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68조-270조도 준용)를 배제하는 조합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규율의 실제에 따른 검증
통설과 판례의 해석론을 제271조 제1항의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실제를 들어 검토
하기로 한다.
① 특별법의 규율 실제
제271조 제2항의 “합유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A)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B)의
규정에 의한다.”가 의미하는 바를 민법이외의 다른 법률이 합유를 규정하고 있는 실
례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광업법을 살펴보면, 광업법 제17조 제5항은 2명 이
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조합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광업권자의 공동소유의 형태는
조합에 관한 민법 제704조에 의하여 합유가 된다. 그런데 광업법은 합유와 관련하여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 제30조 제2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38) 제30조 제2항은 “공동광
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
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분의 처분에 관한 물
권편 제273조 본문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이다. 따라서 광업법의 규율은 공동광업권
자의 합유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물권편의 제272조-제274조의 규정이 온전히 적용
35)

36)
37)
38)

곽윤직ㆍ김재형, 296; 김증한ㆍ김학동, 327; 송덕수, 360; 민법주해[V], 605; 주석민법, 물권
⑵, 10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판결.
최수정, 14.
그 밖에 공동광업권자의 경우 대표 선출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을 두고 있는데, 대표선발
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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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50조 제1항은 수탁자가 여럿(공동수탁)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
들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은 합유와 관련하여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서에 의하면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272조
단서의 규정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이다. 또 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제2항). 이 규정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당연히 다른 수탁자들이 수탁재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게 귀
속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신탁의 특성상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
에 제5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신탁업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민법 제706조에 대
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39) 따라서 신탁법의 규율은 공동신탁의 합유에 대하여는
제50조 제2항의 특징이 적용되고 그 밖에는 물권편의 제272조-제274조의 규정이 적
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광업법과 신탁법의 경우 규율의 실제는 민법의 물권편의 합
유에 관한 규정(B)이 일반규정으로서 적용되고 또 이들 법률은 특별규정(또는 보충규
정)(A)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설과 학설의 해석처
럼 “다른 법률의 규정(A)이 먼저 적용되고 법률의 규정(A)이 없을 경우에 민법의 물
권편의 규정(B)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민법의 물권편(B)이 합유에 관한 일반법이고 다른 법률(A)의 규정이 보충규정에 해
당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계약의 실제
제271조 제2항의 “합유에 관하여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 의미하는 바를 계약의 예를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합유와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 조합계약이 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조합계약으로 물권편 제
272조-제74조를 배제하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공유로 정하는 것도 가
39)

신탁법은 공동수탁의 업무에 대하여 특칙(제50조 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
도 효력이 있고(제4항),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한다(제5항)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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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다. 그 결과 “합유에 관하여는 조합계약으로 공유를 정할 수 있다.”는 이상
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 이는 제271조 제2항의 “합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 마찬가지로 채권편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는
제704조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 조합계약으로 제272조-제274조가 배
제되는 지분적 조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모순이 발견된다. 이러한 모순
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의 사적자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물권편의 제
272조-제274조가 정하는 합유의 본질에 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것

이 바로 물권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바이다.

㈏ 규정방식에 따른 검증
통설과 판례의 해석론을 제271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민법의
다른 조문과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① “A에 의하는 외에 B에 의한다.”는 규정방식의 의미
민법은 여러 조문(10개 조문)에서 제271조 제2항과 동일하게, “A에 의하는 외에 B
에 의한다.”는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40) 예를 들면, 제128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A)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B)에 의하여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의대리권은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사
망(제1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인의 개시 또는 파산(제2호)의 사유(A) 이외에 제
128조가 정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B)에 의하여도 소멸하게 된다. 또 제806조

제1항에 의하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
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A)외
에 정신상 고통(B)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제2항에 의하면 피해
자는 재산상의 손해(A)에 추가하여 정신상의 손해(B)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의 규정들은 “A 이외에 B도 적용된다.”는 다시 말하면 “B도 추가로 적용된다.”는 의
미를 갖지 B를 배제하는 의미는 없다.
② “A에 의하는 외에 B에 의하지 않는다.”는 반대규정방식의 의미
40)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제302조(특수지역권), 제354조(동전), 제355조(준용규정), 제472
조(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561조(부담부증여), 제572조 제3항, 제705조(금전출자지체
의 책임),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의 규정이 그
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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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1조 제2항의 “A에 의하는 외에 B에 의한다.”는 규정방식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A에 의하는 외에 B에 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 규정형식이 갖는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대의 규정형식을 취하는 규정(5개 조문)도 많다.41) 예
를 들면,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A)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B) 창
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A)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오로지 A에만 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271조 제2항의 규정방식의 반대인 “A에 의하는 외에 B에 의하지 않는다.”는 규정
방식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그 반대인 “A에 의하는 외에 B에 의한다.”는 규정방식의
의미는 “A 이외에 B도 추가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확인된다고 하겠다.

⑵ 제27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
이상의 규율의 실제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271조 제2항의 “합유에
관하여는 A 이외에 B에 의한다.”의 의미는 “A 이외에 B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서 A란 “합유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고, B는 합유의 내용으로서 “다음
3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외”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유가 성립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다. 합유에 대하여 특별법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에 비추어 볼 때, “A(특별규정 또는 보충규정)에 의하는 외에 B가 적용된다.”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합유에 관한 제272조-제274조는 보충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지는 않는다. 제272조-제274조 중 어느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일 수 있고 어느
규정도 배제하지 않는 보충규정일 수 있다. 생각건대 합유에 관한 제272조-제274조
를 모두 배제하는 특별법의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B는 일반규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계약에 의한 외”란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04
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제704조는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로 한다.”고 규율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704조는 제271조 제1항의 중복규정임이 다시 한
41)

민법은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
칙),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에서 이러한 규정형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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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제271조 제2항의 의미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
여 합유가 성립하는 경우 그 내용은 제272조-제2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
다. 따라서 현재 혼란을 야기하는 제271조 제2항은 마땅히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42) 그렇지 않다면, 본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271조 제2항은 “합유에 관하여
는 제1항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으로 합유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3조의 규정에 의
한다.” 또는 더 간략하게 “합유에 관하여는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개정하여
야 할 것이다.43) 물론 이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을 수 있고 또 3조의 개별
규정에 반대의 약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3조”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⑶ 합유에서의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이상에서 우리 민법은 합유의 경우 물권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재산의 합유가 물권편으로 규율되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자산이 획득되
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물권편의 공동소유로서 공유와 합유 즉, 공유와 합수적 합
유가 인정된다. 전자는 공동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동사업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아 지분적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이면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률관계가 계약(제703조) 또는 법률규정에 의
하여 공동소유자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둘째, 공유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을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제268조 제1항 단서)가 있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예외
를 허용하지 않는다. 완벽한 물권법정주의이다.

3. 합유물의 관리
우리 민법은 합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합유물의 관리
42)
43)

최수정, 14.
총유에 관한 제275조 제2항 “제1항의 사단의 정관과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총유의 내용은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르면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계약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정하거나 또는 물권법에 반하는 규정을 두
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275조 제2항의 취지는 ‘다음 2조’가 사단의 정관과 기타 계약에
앞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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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나라는 대만민법뿐이다. 대만민법 제828조 제2항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제820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게 된다.
물권편의 합유의 규율이 공동소유의 규율로서 완결되기 위해서는 합유물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유의 규율과 달라 합유물의 관리만을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합유물의 관리는 조합의 업무에 관한 제706조에 의하여 정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유물의 규율이 조합의 업무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합유자의 정족수가 조합원의 업무와 같더라도 양자는 별개로 규율되어야 한다.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
하고 있다. 우선 공유에 관한 제265조를 유추적용하다는 견해가 있다.44) 따라서 공
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에 따르게 된다. 이에 반하여 합유물의 관리는 합유자의 과반수
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5) 생각건대 민법은 공동사업에 의한 구속을 온전
하게 수용하는 합수적 합유를 전제로 하므로 일관되게 관리행위도 합유자 전원의 동
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합유물의 보존행위의 규율의 경우에만
합수적 합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개정안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
조합체로서 물건 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 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
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미친다.
② (제1안) <삭제>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제2안) 합유에 관하여는 제1항의 법률의 규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 또는 계약으로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
그 내용은 다음의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① 합
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 유물을 관리,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가 할 수 있다.
②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44)
45)

홍성재, 412.
최수정,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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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합유자는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
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지) ① 현행 유지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② 현행 유지
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제274조 (합유의 종료) 현행 유지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
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Ⅳ. 조합의 소유형태 :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조합재산으로 물권, 준물권,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이 존재한다. 조합의 성립시뿐 아
니라 조합 후 취득한 재산 역시 조합재산에 속한다. 조합재산인 합유물, 조합재산의
멸실ㆍ훼손ㆍ침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ㆍ보험금청구권 따위의 채권도
조합재산에 속한다.46) 민법 제704조는 이러한 조합재산의 공동소유형태를 합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1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하의 규정들은 합유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조합이라는 단체는 조합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을 가지지 못한
다. 그래서 물권편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는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특별
재산을 조합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47) 그런데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는 물권
편의 합유로 국한되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제704조 따라서 제271조 제1항을 강행규
정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입법례,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
46)
47)

注釈民法⒄, 債権⑻, 56.
민법주해[XVI], 채권⑼, 53; 주석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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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⑴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의 의미
제271조 제1항 제1문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
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1조 제1항 제1문은 합유를
신설하면서 도입된 규정인데 이는 합유의 모두(冒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는 조
합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는 규정이다.

⑵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
채권편 제704조도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다 규
정하고 있다. 우선 제704조의 규정내용에 착오가 있다. 조합의 재산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재산권으로 지식재산권, 광업권, 채권 등도 존재하다. 제271조 제1항
제1문은 소유권에 대하여만 합유라 칭하고, 제278조에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
하여는 준합유라고 칭한다. 따라서 제704조를 굳이 둔다면 조합재산은 합유 또는 준
합유로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제704조 규정의 필요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없어도 무방한 규정이지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48)
그러나 제704조의 규정내용은 물권편이 규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271조 제1항은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조합편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권편으로 합유를 신
설하면서, 제704조는 폐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제271조 제1항 제1문의 의미
는 조합체의 물건의 소유가 합유가 되는 것은 조합계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기 때문
이 아니라 제271조 제1항이 조합체의 소유를 합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 조합의 소유형태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학설
48)

송덕수, 채권각론, 박영사, 2016,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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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통설은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합유에 관한 제272조-제
274조(제27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68조-270조도 준용)를 배제하여 당사자의 계약으

로 물권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9) 한편 제704조도 임의규정
으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조합재산은 합유에 국한되지 않는다.50) 그 이유로 합유
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면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51) 또 조합재산은 합유와 공유 두 가지로 한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
다.52)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조합에 대하여 분할채권
관계를 인정하는 판례를 긍정하고 있다.53) 이에 반하여 제704조를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소수의 반대의 견해도 있다.54) 이 견해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조합에
대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인정하는 판례를 비판한다.55) 이 견해는 현행 규정하에서는
조합재산을 합유가 아닌 다른 형태로 섣불리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56)

⑵ 판례
판례는 조합재산인 소유권의 경우 예외없이 합유(합수적 합유)로 보고 있다. 판례
는 “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
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57) 또 판례는 동업을 목
적으로 하는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
로 무효로 보고 있다.58) 한편 판례는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III.2. 참조.
윤진수, 143; 이동진, 546.
이동진, 543.
윤진수, 145.
이동진, 546. 555.
김세준, “민법상 조합계약과 사적자치의 효력,” 비교사법 제20권 2호, 2013, 318.
김세준, 318.
김세준, 318.
대법원ﾠ2006. 4. 13.ﾠ선고ﾠ2003다25256ﾠ판결.
대법원ﾠ2002. 6. 14.ﾠ선고ﾠ2000다30622ﾠ판결; 대법원ﾠ2006.4.13.ﾠ선고ﾠ2003다25256ﾠ판결; 대
법원ﾠ2009. 12. 24.ﾠ선고ﾠ2009다75635,75642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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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공유
로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적용되지
만,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라 그
재산은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
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
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59) 여기서 판례가 실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
유등기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방론에 지나지 않고, 실
제로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공유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의 준합유와 관련하여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
권에 대하여 준합유를 인정하면서도, 근래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약정｣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왔다. 최근 판례는 전원합의체판결로 공동이
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
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
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개별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분할
채권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다.60)
한편 판례는 조합재산의 합유ㆍ준합유 강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만 인정한다. 예를 들면, 판례는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
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
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 있다고 한다.61) 또 판례는 부
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한다.62)
59)
60)
6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대법원ﾠ2012. 5. 17.ﾠ선고ﾠ2009다105406ﾠ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ﾠ1995. 9. 15.ﾠ선고ﾠ94다54894ﾠ판결; 대법원ﾠ2002. 6. 14.ﾠ선고ﾠ2000다30622ﾠ판결; 대
법원ﾠ2012. 8. 30.ﾠ선고ﾠ2010다39918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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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 분과위의 개정시안과 2014년 민법개정위의 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분과위가 제시한 개정시안은 제704조에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조합원의
공유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분과
위가 제시한 개정시안은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공유와 합유로 하는 것이다. 2013년
민법개정위의 분과위원회의 개정시안은 스위스채무법을 참조한 것이라고 한다.63) 조
합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이라는 스위스채무법 제544조가 임의규정이므로 조합재
산을 공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개정시안은 판례가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인
정한 분할귀속이 공유라고 보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64)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판례는 공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 대
하여 각자 권리를 취득하는 분할채권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지 공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입법정책적으로 조합재산이 합유
로 한정되어야 할 근거는 없으며, 다양한 조합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른 공동소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
다.65)
2014년 민법개정위원회는 제704조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출자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다시 수정하였다. 이는 조합재산의 귀속형태가
반드시 합유와 공유 두 가지로 한정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66) 그 세부적
이유로 필요에 따라서는 한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일부 조합원만의 공유로 하
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등기명의자인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사이의
관계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다른 조합원이 대내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여,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에 관
하여는 종래 인정되어 왔던 신탁행위까지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
62)
63)
64)
65)
66)

대법원ﾠ2010. 2. 11.ﾠ선고ﾠ2009다79729ﾠ판결; 대법원ﾠ2007. 6. 14.ﾠ선고ﾠ2005다5140ﾠ판결.
최수정, 19.
최수정, 20.
최수정, 21.
윤진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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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요컨대 독일민법의 경우 조합재산에 관한 제719조는 임의규정인 것과 같
이, 조합의 재산을 어느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지분적 소유(공유)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적으로 구속된다고 한다.

4. 결어
채권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허용된다. 조합계약도 예외가 아니다. 조합계약
의 내용에 따라 조합의 모습도 지극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또 조합재산을 합
유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로 할 것인지를 조합계약으로 정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입법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
이, 우리 민법은 물권편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조합재산을 합유 그것도 합수적 합유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독일민법은 물권편에 합유를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조합재산의 합수적 합유을 규정하고 있는 제71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경우 조합계약으로 조합재산의 귀속형태를
정하면 그에 따라 단독소유, 일부 조합원의 공유(제1008조-제1011조) 또는 합유의 등
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67) 이른바 조합재산에 관한 조합계약의 경우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법상의 조합의 법리가 우리민법에 그대로 계수되었으므로
독일법의 조합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민법상 조합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
장도 있다.68)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우리 민법은 조합
재산은 합유로 한다는 제271조를 물권편으로 신설하였다. 따라서 조합재산의 합유와
합유등기가 강제된다. 이는 조합편에 독일민법 제719조 제1항과 같이 조합재산의 소
유형태에 대한 어떠한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달리 말하면, 우
리 민법의 경우 합유에 관한 규율이 조합의 업무사항에서 제외됨으로써, 조합의 업무
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에 대하여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소유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물권법이 정하고 있는 것
67)

68)

이 경우 조합재산은 조합의 형태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춘원,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 고찰”, 비교사법, 제21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
회, 2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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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조합재산을 취득하면 그 소유형태는 합유가 되는 것이다. 요
컨대 물권편이 합유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물권편에 합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독일민법의 해석론을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4년 민법
개정위원회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은 합유로 한다는 개정한 것은 조합재산
으로 합유와 공유 이외의 단독소유까지도 허용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법 물권편에는 합유자의 권리ㆍ의무를 계약 내지는
조합계약으로 정한다는 스위스민법 제653조 제1항과 대만민법 제828조 제1항과 같
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민법과 대만민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 내지
조합계약으로 물권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 물권법은 합유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기술한 바와 같
이, 우리 민법 제271조 제2항은 스위스민법 제653조 제1항과 대만민법 제828조 제1
항과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규정이다. 민법 제271조 제2항은 제1항과 관련하여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의 재산형태는 제272조-제274조의 합유에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코 통설과 판례처럼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계약으로 합유에 관한 제272조제274조를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69) 넷째, 조합재산
의 합유를 규정하는 제704조도 임의규정이라 할 수 없다. 제704조는 제271조 제1항
이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어 받은 규정이기 때문에 제704조가 비
록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조
합재산의 소유형태가 합유가 되는 것은 물권편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당사자가
조합계약으로 이를 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조합업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든 또는 어떠한 형태의 조합을 인정하든, 조합재산은 물권
편의 제271조-제274조에 따라 합유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둘째, 물권편은 지분적 공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수적 합유도 반드시 등기로
강제하고 있다. 등기된 합유의 내용은 민법 제272조-제274조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물권편의 체제에서는 조합계약으로 지분적 합유를 정하더라도 이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가 되지 않는 지분적 합유를 조합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조합의 채권자인 제3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69)

이에 대하여는 III.2.합유에서의 물권법정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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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민법이 규정하는 합수적 합유 이외의 지분적 합유를 인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조합재산의 등기로 합유의 등기만을 허용하고 그
합유의 내용은 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재산을 지분적 합유
로 하더라도 이를 등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합유에는 제
272조-제274조가 정하는 합수적 합유와 조합계약이 정하는 지분적 합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후자는 등기가 될 수 없어 공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과연 이것을 수
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분적 조합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조합의 채권자를 보호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70) 단독소유권의 내용(제211조-제212조)은 소
유권의 내용인 상린관계(제216조-제44조)도 민법으로 정하고 있다.71) 마찬가지로 공
동소유의 구체적인 내용도 민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공유는 제262조-제27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 물권법정주의가 준수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전
혀 이설이 없다. 또 합유도 제271조-제274조(제27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68조-270
조)가 규율하고 있다.72) 여섯째, 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재산을 가질 필요가 없
다.73) 또 조합원 개인재산을 수단으로 하여 조합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74)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조합재산은 합유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개인재
산을 수단으로 조합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일
뿐이지 조합재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취득한 조합재산을 조합원 1인의 단
독소유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조합재산에 대하여 신탁행위가 허용된다고 해서
조합재산이 합유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합유인 조합재산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탁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과 조합재산
이 합유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신탁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판례가 공동이
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분할채권관계를 허용하
는 것은 우리 민법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70)
71)
72)

73)
74)

III.2.⑶ 합유에서의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참조.
곽윤직ㆍ김재형, 물권법, 236.
상린관계는 공유자와 합유자와 인근토지의 소유자(토지 위에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도 포함) 사이에도 역시 성립한다(제290조, 제319조).
注釈民法⒄, 債権⑻, 56.
注釈民法⒄, 債権⑻,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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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75)

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문제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로 제272조 본문과 제706
조(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제272조 단서와 제
706조(제3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합유와 관련하여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

문제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1.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
합유와 관련하여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이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학설마다
주장하는 바가 상이한 것 같다. 가장 넓게 인정하는 견해는 제272조와 제706조(제2
항ㆍ제3항) 이외에 합유지분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273조 제1
항과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그에 따른 지분의 계산을 인정하는 제716조-제719조와
합유물의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제273조 제2항과 조합원의 해산청구를 인정하는 제
720조를 충돌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76) 우선 첫째의 경우에는 어느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스스로 조합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합유지분의 처분이 문제되지 않
는다. 또 둘째의 경우 합유물의 분할금지는 합유가 존속하는 한 분할을 금지하는 것
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각 조합원이 해산청구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다.

2.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ㆍ제3항)의 관계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제ㆍ제3항)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75)
76)

상세한 것은 VI.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권리귀속을 참조.
김증한ㆍ깁학동, 327; 오시영,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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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제272조 본문과 제706조(제2항)의 관계
제272조 본문과 제706조(제2항)이 충돌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의 잘못에 기
인한다고 한다. 민법 제정 당시 제272조 본문을 비롯한 합유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
설하였는데도,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구민법의 제670조(과반수)를 현행 제706조로 그
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한다.77)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는 독일
민법 제709조 1항이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각 업무에
관하여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조합의 본질에 부
합한다고 한다.

㈎ 학설
⒜ 조합재산처분의 업무집행성 기준설
조합재산의 처분이 조합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706조(제2항), 조합
재산의 처분이 조합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2조 본문이 적
용된다.78) 후자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처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것이지, 업무집
행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유무 기준설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72조 본문이 적용되어 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에 의한
다.79) 후자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이면 혼자서 처분할 수 있다. 제271조 본문
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의 집행방법을 정하므로, 제706조(제2항) 후단과의 관
계에서 특별규정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인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느냐 없느
냐에 물권법 또는 조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80) 제706조(제2항)
77)
78)
79)
80)

김재형, 642; 윤진수, 140.
김증한 (편집대표), 주석채권각칙(Ⅱ)(오상걸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614.
곽윤직, 채권각론, 1986, 503; 김주수, 채권각론, 1993, 461; 김상용, 440.
박찬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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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되
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과반수에 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81)
⒞ 제706조(제2항) 특별규정설ㆍ조합법우선적용설
제272조는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제706조(제2항)은 합유물이 조합재
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다.82) 달리 말하면, 제271조는 반드시 합유재산에만
국한되지 아니한 합유 일반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제706조는 합유에 국한된 특별규정
이라는 것이다.83) 합유에 관한 물권법은 기타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대한 보충성을
가질 뿐이다(제271조 제2항).84) 그 실질적인 이유로서 합유의 경우 합유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1차적으로 조합에 관한 규정과 조합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합유에 관한 규정은 단지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공유의 경
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의 유대가 없기 때문에 공유규정만이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물권편의 공유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한
다.85)
이 견해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은 합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규율
하고 있으므로, 합유규정이 단지 보충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제272조 본문 특별규정설
조합재산의 처분에는 제272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8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1)
82)

83)

84)
85)
86)

윤철홍, “합유제도에 관한 법사적 고찰”, 127.
김증한, 채권각론, 361; 오시영, 417; 윤철홍, “합유제도에 관한 법사적 고찰”, 128; 이호정,
1008-9.
김증한, 채권각론, 361. 김증한 교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없는 때에느 ㄴ제272조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김증한ㆍ안이준 편저,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5, 501; 김증한,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 601-2)고 다고 하여
제272조 본문 특별규정설을 취하였으나, 개설하였다.
지원림, 민법강의, 2015, 556; 오시영, 417.
김증한ㆍ김학동, 327.
김재형, 643; 이용훈, “조합제산의 처분과 민법 제272조ㆍ제273조”, 김용철선생회고기념,
557.
김증한 교수는 개설 전에는 “조합재산의 처분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없는 때
에는 제272조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고 하여 272조 본문 특별규정설을
취하였다(김증한ㆍ안이준 편저,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5, 501; 김증한,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5,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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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은 조합의 특별사무이기는 하지만, 조합의 존속, 그 목적의 달
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집행사원의 선임 유무에 관계없이 제
272조에 따른다고 한다.87) 또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은 조합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지라도 조합계약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제117조 제4호), 조합원의 가입 및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와 같이 조합의 존립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가 되므로 조합원의 전원
일치를 요한다고 한다.88) 따라서 제27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권법(제272조)은 채
권법(제706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 대외적ㆍ대내적 구분설
제272조 본문의 합유물처분에 관한 부분과 제706조는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견해이다. 제272조는 조합의 대외업무의 집행에
서의 조합원 전원의 처분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제706조는 조합업무의 내부적 수
임관계 및 대리권수여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89) 합유자는 대외적으
로 합유물처분의 법률행위를 전원이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만, 조합 내부적으로는 과
반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조합의 통상사무(제706조 제3항)가 아닌 특별사무(제706조 제
3항)란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의 사무가 되는데 이러한 특별사무가 조합업무의

내부적인 수임관계 및 대리권수여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90)

㈏ 판례
종전 판례는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조합재산인 위 면허권 전부를 다른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
다면 이는 합유물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라고 판시
하여 제272조를 적용하였다.91) 2인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이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전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하였는데, 근거조문을 제272조를 들었
87)
88)
89)
90)
91)

이용훈, 557.
홍성재, 413.
이은영, 채권각론, 482.
윤철홍, “합유제도에 관한 법사적 고찰”, 128.
대판 1991. 5. 15, 91마1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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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 판례가 전원의 합의가 없다는 것이 과반수의 동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
지가 있어, 판례의 입장에 대한 해석이 학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일 제706조를
적용한다면 과반수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706조(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93) 판례는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

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
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관
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94) 판례는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도 조합의 업무
집행으로서 특별사무에 해당하므로 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 2014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95)
2014년도 민법개정위원회는 독일(제709조) 스위스(민법 제653조, 채무법 제534조),

대만(제670조, 제828조 제3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706조(제2항)을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계약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
써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때에도 이와 같다.”고 개정하
였다.96) 즉, 2014년도 민법개정위원회는 제272조에 따라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
록 한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등을 곤란하게 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조
합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계약에 의하여 다수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 결어
92)

93)

94)
95)
96)

대판 1990. 2. 27, 88다카11534도 2인 조합채권에 관한 판결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유무
가 명백하지 않으나, 사안의 내용으로 미루어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제272
조를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대법원 1998. 3. 13, 95다30345; 대판 2010. 4. 29, 200718911; 대판 2000. 10. 10, 2000다
2850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판결.
윤진수, 140.
윤진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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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물권편에 합유에 대한 제272조-제274조를 신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제272조-제274조가 합유물의 보존, 처분 등을 규정하
게 되면서 제706조(제2항ㆍ제3항)의 업무는 제272조-제273조의 재산의 귀속형태에
관한 제외한 업무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합의 업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권편의
합유에 관한 사항도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민법의
경우가 그러하고, 일본민법의 일부해석론이 그러하다.97) 독일민법은 제718조가 조합
재산을 조합원의 공동재산으로 규정하고 또 제719조는 조합재산과 개별 목적물의 지
분의 처분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처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98) 이 모
든 사항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할 것을 규정하는 제709조의 조합의 업무에 속한다
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합유를 규율하는 제272조-제274조가
물권편으로 편입되면서, 제706조(제2항ㆍ제3항)의 조합의 업무란 조합재산의 소유형
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하게 되었다. 둘째, 합유물의 보존, 처분 등에 관한 제272조제274조는 물권으로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합계약은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
지게 되었다. 조합계약은 ｢공동사업｣을 매개로 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국한된다.99) 조합계약은 조합의 업무, 지분에 대한 압류, 해산 등과 같이 조합재산을
제외한 사항만을 규율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조합의 사적자치가 허용된
다. 이에 반하여 합유자의 법률관계(제272조-제274조)는 ｢합유물｣을 매개로 하는 법
률관계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100) 요컨대 물권편의 합유에 관한 규정과 조
합계약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양자는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의 관계에
있지 않다. 셋째, 공유의 경우에도 공유자 사이의 업무가 있을 수 있다. 민법이 특별
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민법의 위임계약과 대리의 일반법리에 따르게 되는
것이 조합의 경우와 구별된다. 이 경우 공유자의 공유물과 관련된 물권편의 법률관계
(물권관계)를 굳이 공유의 업무로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합유자의 법률관계도 조

합의 업무와 반드시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 합유물의 보존(또는
관리), 처분 등은 합유지분권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관계이다.101) 그것은 대세
注釈民法⒄, 債権⑻, 76.
제719조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99) 이것이 조합계약이 합동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00) 남효순, 앞의 논문, 304면.
101) 공유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은 남효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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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물권관계이다. 합유의 법률관계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 시종하는 단독소유권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그 권리자가 수인이라는 본질상 합유물을 매개로 하여 추가적으
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률관계이고 이를 물권편이 규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관계는 어느 합유자가 합유물을 매개로 하여 현재의 다른 합유자뿐만 아니라
합유지분을 취득하는 장래의 승계인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물권
관계이다. 예를 들면, 합유자들의 관리결정, 처분ㆍ변경결정과 분할결정이 장래의 지
분권의 특정승계인(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권관계의 특징으로 인
한 것이다.102) 이는 공유의 법률관계도 마찬가지이다.103) 다섯째, 채권편의 조합 이
외에 또 다른 조합체가 성립하여 그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원의 합의에 의한다
는 법률규정이나 또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유물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272조-제27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달리 말하면, 제706조(제2항)를 개정하여 전원
의 의사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합유물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72조-제
2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제706조(제2항)를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관계

없이 합유물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물권편의 제272조-제274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물권편으로 합유를 신설하면서 제706조를 합수적 조합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물권편의 합유와 같이 채권편
의 조합의 업무와 운영을 합수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
합의 업무는 업무로서의 수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수적으로 규율하지 않
았다고 해서 잘못된 입법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편에서 제706조(제2항)
가 조합의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는 반면, 물권편에서 제272조(본문)가
조합재산의 처분과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얼마
든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104) 요컨대 제272조 본문과 제706조(제2항)의 충돌문제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대판ﾠ2009. 12. 10.ﾠ선고ﾠ2009다
54294을 중심으로 -”, 451-452 참조.
102) 이에 대하여는 남효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대판ﾠ2009. 12. 10.ﾠ선고ﾠ2009다54294을 중심으
로 -”, 저스티스 통권(한국법학원, 2014. 10), 451.
103)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남효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대판ﾠ2009. 12. 10.ﾠ선고ﾠ2009다54294
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한국법학원, 2014. 10), 451. 참조
104) 반대 견해로는 윤진수, 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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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706조(제2항)을 어떻게 규율하느냐는 것과는 무관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고 할 것이다. 굳이 조합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제706조(제2항)을 개정하여
합수적 조합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⑵ 제272조 단서와 제706조(제3항)의 관계
제272조 단서에 의하면,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한
편 제706조 제3항은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합유자의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통상사무를 구성할 것인데 다른 조합원 또는 업
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단하게 되면, 제272조 단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제272조 단서는 제706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하여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05) 즉,
보존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으로서 조합
재산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ㆍ법률적 행위로서
특이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제272조 후단이 제706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합유에
의한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이의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106) 통상적 반복적으로 행하
여지는 것이 통상사무이고 그 반대가 특별업무인데,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이
면 통상사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역시 이의권이 인정된다고 한다.107) 생
각건대 물권편의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조합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합의 통상사무
와는 전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통상사무라는 이유로 이의권을 제기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제272조 단서는 합수적 합유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274조 단
서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통상사무라고 해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용훈, 558.
김재형,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646; 박찬주, “조합의 재산관계”, 법학논총 14집 2호,
조선대학교 , 2007, 35.
107) 박찬주, “조합의 재산관계”, 법학논총 14집 2호, 조선대학교 , 2007, 35.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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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1안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현행과 동
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 일)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 ② (현행과 동일)
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
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 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
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 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
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
중지하여야 한다.
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
야 한다.
④ <신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재산의 합유에 관한 사항은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다.

Ⅵ. 채권의 준공동소유
1. 서론
민법 제278조는 “준공동소유”라는 표제하에,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
권에 준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으로 민법상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민법상의 물권과 수리권, 온천권 등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108) 또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재산권으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지적재산권, 상법상의
재산권, 어업권과 광업권 등이 있다. 이들 권리는 대부분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채권의 준공동소유도 인정된다. 이 경우 채권의 준공동
소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관계가 문제된다.

108)

주석민법,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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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례
독일민법은 제2편 제17절(채권관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Gemeinschaft)이
이른바 채권의 준공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의 합수적 채권ㆍ채무
(준합유)는 조합재산 일반과 함께 조합(제718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한편 조합재산

의 경우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채권 및 채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ㆍ채무와 다른 합수
적 채권ㆍ채무이라고 한다.109) 따라서 조합채권은 급부목적의 가분성에 구애 받지 않
고 모든 조합원에 합수적으로 귀속한다. 또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
자는 그가 어느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제719조 제2항).
한편 일본민법(제264조)과 대만민법(제831조)은 물권편에서 공유 또는 합유에 관한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일본민법과 대만
민법과 동일한 입법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3. 채권의 준공동소유
채권의 준공동소유와 관련해서는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
일 채권이라고 하는 경우 다수당사자의 채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⑴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본질
우리 민법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편에 규율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다.110)
독일민법의 경우 채권의 공동과 채권의 준합유가 채권의 본질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
하다. 이에 반하여 일본민법, 대만민법과 우리 민법의 경우 채권의 준공동소유가 소
유권(준물권도 마찬가지)의 공동소유와 마찬가지로 물권편에 규율되고 있는바, 과연
이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물권편에 합유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합수적 채권ㆍ채무의 관념이 일찍부터 독일민법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ㆍ채무로서 합수적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111) 특
109)
110)
111)

이춘원, 1205.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注釈民法⑾, 債権⑵, 有斐閣, 196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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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합수적 채권관계의 경우 채무의 개수에 대하여는 단수설과 복수설이 있지만, 이는
단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12) 그리고 합유적 채권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다.113)

㈎ 채권설
우리나라의 통설도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하나의 채권ㆍ채무가 다수인에게 귀속하
는 것이라고 본다.114) 달리 말하면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채권의 공동적 귀속으로서
채권의 본질을 갖는다. 다만, 통설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의 준공동소유와
달리 다수인에게 분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 분속의 모습에 따라 급부의 내용
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채권ㆍ채무가 독립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는 것이 분할채권관
계이고, 하나의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 전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ㆍ채무가 수인 사이에 중첩적으로 분속되는 것이 불가분채권관계ㆍ연대채권관계
ㆍ부진정연대채무ㆍ보증채무라고 한다.115) 나아가 통설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
408조-제427조)는 채권ㆍ채무의 준공동소유(제278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한다.116)

즉, 하나의 채권ㆍ채무가 수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준공동소유로 한
다는 특약이 없는 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하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117) 그
결과 채권편의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절이 규정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여러 모습은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의 여러 모습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118) 혹
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ㆍ채무의 준공유의 특칙이라
고도 하는 견해도 있다.119) 수인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채권관계를 맺은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민법이 규율하는 4개의 종류는 후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120) 또 통설에 의하면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경
甲斐, 組合の財産關係, 契約法大系 V, 130; 注釈民法⑾, 債権⑵, 16.
합유적 채권관계와 총유적 채권관계를 현재의 의미내용대로 본격적으로 채용한 학자는
我妻英敎授였다고 한다(注釈民法⑾, 債権⑵, 有斐閣, 1965, 12).
114) 곽윤직, 159; 김상용, 319; 김형배, 475; 송덕수, 272; 지원림 ; 민법주해 [X] 채권⑶, 3.
115) 민법주해 [X] 채권⑶, 3.
116) 김상용, 319; 김형배, 475; 민법주해 [X] 채권⑶, 4.
117) 김상용, 319; 민법주해 [X] 채권⑶, 5.
118) 민법주해 [X] 채권⑶, 4-5.
119) 곽윤직, 159; 송덕수, 273.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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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지분권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명백하지 않으나 아마도 ｢채권의 지분
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설에 의하면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채권에 속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할약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검토
우리 민법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편에 규율한 이유가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이라고 본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도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으로 보는 학설이
한 때 존재하였다.121)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하는 경
우에는 권리도 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로 지상권과 전세권(제371조)이 인정되고
또 권리질권의 객체로 채권(제345조)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278조의 경우도 채권이
준공동소유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까? 그럴 경우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하나
의 급부에 대하여 하나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를 객체로 하여 다시 하나의 물권이 성
립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건 위에 공동소유권이 성립하듯이 채권 위에 준
공동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지분권이란 단
순히 ｢채권의 지분권｣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지분
권은 지배권의 분량적 일부를 말한다. 이 지분권의 행사가 소유권의 합유(제272조-제
274조)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어서, 지분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준공동소유자로서 행사

는 것으로서 채권자 각자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로 지상권과 전세권이 인정되고,
권리질권의 객체로 채권(제345조)이 인정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저
당권과 질권은 타물권으로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채권
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경우 자신의 채권
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은 단순히 준공동소유자가 채
권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각 공동소유자
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
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채권의 준

120)
121)

김증한ㆍ김학동, 213
이를 주장한 학자로 謄本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我妻교수 등이 공격을 하였다고 한다(注
釈民法⑾, 債権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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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이든 물권 또는 준물권의 공동소유이든 성질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제정자들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편에서 규율하려 하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⑵ 채권의 준공동소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차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그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수당사자의 채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우선 채권의 준공동소유가 본질이 채권인지 물권인지에 상관없
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과는 다음과 같이 다른 점이 존재한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행사 :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채권만 성립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을 할
필요가 없다. 첫째, 개별 준공동소유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계, 경개, 면제
등의 사유는 문제되지 않고 또 이는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를 들면,
조합원은 조합채권으로써 조합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또 수인
의 준공동소유자와 채무자 사이에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와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를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채권의 준공동소유는도 민법 제
272조-제274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최소한 우리 민법이 채권의 준공동소유

를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경우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으면 청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없고, 각 조합원이 조합
채권 전액 중 자기지분에 상당한 급부의 이행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제272조
).122)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가 할 수 있다. 이에 반

하여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경우에는 수개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그들 사이에 존재하
는 상계, 경개, 면제 등의 사유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수인의 채권자와 수인의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분할
채권관계 제408조, 불가분채권 제409조-제410조, 불가분채무 제412조, 연대채무 제
413조-제423조, 보증채무 제428조-제440조)에 해당한다.

수인의 권리자 사이의 내부의 법률관계 :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수인의 공동소유
자들 사이의 ｢내부관계｣로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준공동소유자 사이의

122)

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330 판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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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적인 물권관계에 해당한다. 우선 ｢준공동소유
물인 채권｣의 처분에는 준공유이든 준합유이든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
264조와 제272조 본문). 또 채권의 준공유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공유자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지만(제263조), 채권의 준합유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합유지분｣
의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제273조 제1항). 채권의 준합유의 경우에는 수인의
권리자 사이에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공동사업에 따른 제한이 따르지만, 채권의 준
공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에 반하여 다수당사자의 채권은 수인의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란 채권의 행사에 따른 내부 정산의 문제와 사전구상권이 문제된다. 우선 당
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 민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채권관계의 경우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고, 연대채무의
경우 구상관계(제425조-제427조)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들이 불가분채무에 준
용된다(제411조). 한편 보증채무의 경우 사전구상권(제441조-제448조)에 대한 규율이
있다.
한편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이라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권리의 객체 : 하나의 채권과 하나의 급부 : 준공동소유의 객체는 하나의 채권이
지만 이 채권은 다시 급부를 객체로 하고 있어서 공동소유는 객체의 성립이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급부를 객체로 하는 채권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채권을 객체로 하는 준공동소유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다
수당사자의 채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이 성립한다. 다수당
사자의 채권의 객체는 급부라는 단층적 구조를 취한다.
채권의 실행 :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경우 지분권의 공동행사로서 채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질권의 경우 질권자가 질물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제353
조)를 하는 것이 바로 질권의 행사로서 채권의 행사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⑶ 판례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조합이라 본다. 그리고 종래 채
권의 귀속은 준합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 채권의 준합유를 인정하기도 하고, 분할귀속을 인정하
기도 하였다.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써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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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특별약정을 부인하여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압류ㆍ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부정하기도 하고,123) 반대
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
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각각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
분하여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특별약정을 인정하면서, 조합원 개인을 집행
채무자로 하는 압류ㆍ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인정하기도 하였
다.124) 그러다가 최근 판례는 전원합의체판결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
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개별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분할채권관계를 인정하게 되었
다.125) 이에 앞서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공간되지
않았다.126)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이 판결에 대하여 선례로서 가치를 부여하였다
고 한다.127) 사실관계는 원고들(3개의 건설회사, 피항소인이자 피상고인이고,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06. 11. 29.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피고와 하수관 정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동사
업의 운영에 관하여 공동 수급 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 수급 협정’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이 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는 “기성 대가등은 공동수
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1심법원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피
고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대법원 2005. 7. 15.ﾠ선고ﾠ2005다16546ﾠ판결;
대법원 2009. 2. 26.ﾠ선고ﾠ2008다94189ﾠ판결.
124) 대법원 2002. 1. 11.ﾠ선고ﾠ2001다75332 판결.
그 밖에 선급금에 관한 판결에서도 구분귀속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1. 7. 13.ﾠ선
고ﾠ99다68584ﾠ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다49395 판결.
125) 대법원ﾠ2012. 5. 17.ﾠ선고ﾠ2009다105406ﾠ전원합의체 판결.
126) 대법원 2002. 1. 11.ﾠ선고ﾠ2001다75332ﾠ판결.
127) 이동진, 54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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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
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
인들의 채권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28) 원심법원도 분할 귀속의 근거로
주장된 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피고 사이에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대금청구권이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129)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
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
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
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
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⑷ 결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30) 공
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지분적 조합설,131) 민법상 조합설
(합수적 조합설), 비사단법인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132) 통설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다.133) 판례도 공동이행방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130) 건설공동수급체 내지는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기능과 그 장ㆍ단점에 대하여는 윤재윤,
75-8; 이동진, 525-6 참조.
131) 이완수, 376; 서종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 제3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 민사법연
구, 제18집, 2010, 127; 이 견해(이완수, 376)는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분할적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하여 법원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지분적 조합
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또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렇게 본
다(376-7). 지분적 조합이란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공유적인 지분을 갖는 조합을 말한다(김
찬돈, 49).
132) 자세한 것은 윤재윤, 83-5; 이균용, 88-93; 이동진, 529-32; 이완수, 367-71; 진상범, 138-9
참조.
12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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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조합 내지는 합수적 조합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134)
채권의 준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을 채권이라고 보든 또는 물권이라고 보든 조합재
산인 채권도 공동소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합유가 강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법이 채권의 준공동소유를 물권편에 규율하는 최소한의 이유라고 할 것이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채권의 분할귀속을 인정하는 판례는 다음의 점
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조합인 이상 도급인에 대하여
는 하나의 채권을 취득한다.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준합유로서 다수의 채권관계가 아
니다. 따라서 분할채권의 특별약정으로 채권의 준공동소유(제278조)를 대신할 수 없
는 것이다. 분할채권의 특별약정으로 개별 구성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도급인에 대하
여 각자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둘째, 판례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동계약운
용요령을 계약으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피고 사이에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조합계약이란 조합구
성원 사이의 계약으로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할채권의 귀속을 인정하는 판례가 분할채권 취득의 특별약정이 도급계약의 제3자
를 위한 약관 내지 약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제3자
인 도급인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에
서 판례가 채권의 분할귀속을 조합의 채권의 귀속형태로 보는 것은 아마도 다수당사
자의 채권관계를 채권ㆍ채무의 준공동소유(제278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데에서

김찬돈, 49; 변현철, 222;윤재윤, 83-5; 이균용, 88-93; 이균용, 90-1; 이동진, 529-32; 정진
명,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공사금채권”, 민사법학 제33호, 2006, 246; 진상범, 138-9.
공동시공인가 분담시공인가의 차이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고(이
균용, 91), 반대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도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나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성원별로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을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지혜선, 13).
13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판례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밝히지 않고 그에 따르는 개별적인 쟁
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ﾠ1997. 4. 11.ﾠ선고ﾠ95다56606,56613ﾠ판결; 대법원ﾠ1998.
10. 2.ﾠ선고ﾠ98다33888ﾠ판결). 판례는 간접적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조합이 아
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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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통하여 조합원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규제
과잉이다. 물론 개개 조합원과 그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조합채권을 합유로 하는 근본적인 인유는 조합과 거래를 하는 제3자를 보호하
기 위한 것이다.135) 이를 위하여 조합재산은 조합원 구성원의 개별재산과 다른 특별
재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민법의 합유ㆍ
준합유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적인 법률검토
없이 현장실무의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리상 충돌과 모순을
낳게 되어 분쟁이 더 커진 점도 있다고 하겠다.136) 뿐만 아니라 계약금반환관계, 선
급금반환관계와 관련하여 조합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혼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하
루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어
우리 민법은 합유를 규율함에 있어 입법사적으로 진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우
선 독일민법은 전적으로 합유를 조합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재산에 관한 법
률관계도 조합계약의 내용이 된다.137) 독일민법의 경우 조합계약의 자유로 조합재산
의 귀속형태(합유, 공유 또는 단독소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위스와 대만민
법은 물권편에서 합유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물권편은 합유자의 권리ㆍ의무는 당
사자가 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가 예외적으로 지켜지고 있을 뿐이
다. 또 합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은 물권편
이 채권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간적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
조합재산 중 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시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등기되지 않는 조합재산인 채권도 물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유의 규율
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물권법정주의이다.
136) 윤재윤,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법조 51권2호, 2002, 100.
137) 조합재산에 관한 사항도 조합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채권계약
인 조합계약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이다. 조합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계약과 등기의 문제
는 물권편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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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물권편(제271조-제274조)으로 합유(합수적 합유)를 규율함
으로써 체계상으로 완결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합유에 대한 물권법정주
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합유의 규율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편의 편
제가 획득한 법적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자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권편으로 합유가 규율되고(제272조제274조) 또 등기가 강제됨으로서 합수적 합유가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이다. 또 합수
적 합유는 계약(제703조) 또는 법률의 규정(광업법 제17조 제5항, 신탁법 제50조 제1
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률관계가 공동소유자 사이에 존재할 경우 인정
된다. 그리고 조합재산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편 제704조는 물권편의 합유에
관한 제271조 제1항 본문의 중복규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의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첫째, 제271조 제2항은 물권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제271조
제2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합유에 관하여는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합유는 물권편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한
편으로 물권법정주의에 부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물권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둘째, 채권편 제704조는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지만 물권편 제271조 제2항에 기초한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계약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새로운 물권편
의 체제에서는 조합계약으로 지분적 합유를 정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고 또 등기가
되지 않는 지분적 합유는 조합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합유에 관하여 물권편에 규정이 신설된 결과 합유에 관한 사항은 조합
의 업무로부터 분리되었다. 물권편에 조합재산의 합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관계로 채
권편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706조 제2항 제3항)이 물권편의 합유(제272조-제274조)
의 특별규정이나 특별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조
합의 업무는 합유재산에 대한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된다. 물권법의 합유와 채권법
의 조합계약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제70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재산의 합유에 관한 사항은 제272조 내지 제
27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는 조합재산에 대하

여는 제706조(제2항ㆍ제3항)에 앞서 합유에 관한 물권편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편 제3절)”의 규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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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공동소유의 특칙이 될 수 없다. 준공동소유에도 공동소유의 법리(제272조제274조)가 적용된다. 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의 귀속형태로서 조합원
에 따른 채권의 분할적 귀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의 준공동소유는 수
인의 공유자 또는 합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하나의 채권만이 성
립하기 때문에 수인의 채권자를 전제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구별이 된다.
필자는 이미 발표한 여러 논문을 통하여 물권은 지배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권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주장하였다.138) 그리고 이는 공유의 법률관계에도 적
용될 수 있음도 이미 밝혔다.139) 이제 이 글을 통하여 이러한 법리가 합유의 법률관
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합유의 법률관계는 근본적으로 지
배권인 소유권의 법률관계임과 동시에 합유자가 수인 존재한다는 성질상 합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합유자의 법률관계가 추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합유의
법률관계는 지분권에 관한 법률관계(제271조 제1항 제2문)와 합유물에 대한 법률관
계(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항)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단독소유의 지배
권과 동일하고, 후자는 지분권의 행사에 관한 관계(제272조, 제272조, 제273조, 제
274조 제2항)이다. 둘째, 합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제272조-제274조)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물권관계이다. 이는 ｢합유물｣을 매개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물권관계의 일반적 성질에 따라 어느 합유자가 합유물을 매개로
하여 현재의 다른 합유자뿐만 아니라 합유지분을 취득하는 장래의 승계인 누구에 대
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다.140) 합유자의 승계인은 합유자의 종전의 합유물
에 대한 지분권행사에 의하여 구속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합유자의 법률관계는 대세
적 인적관계임을 말한다.
필자는 합유자의 법률관계는 물권관계의 일반적 성질에 따라 어느 합유자가 합유
물권의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는, 남효순,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권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전세권의 법적 성질, 법학 제49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1; 남효순,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법학 제49권 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남효
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대판ﾠ2009. 12. 10.ﾠ선고ﾠ2009다54294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한국법학원, 2014. 10), 422- 456. 참조
139) 남효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대판ﾠ2009. 12. 10.ﾠ선고ﾠ2009다54294을 중심으로 -”, 451-452.
140) 남효순, 앞의 논문, 304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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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매개로 하여 다른 합유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법률관계라
는 점에서 소유자와 제한물권자 사이에 지배권 이외에 존재하는 제한물권관계와 동
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한물권관계가 토지 또는 부동산을 매개로 하여 모든 소
유자(제한물권을 설정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
를 포함한다)와 모든 제한물권자(제한물권의 설정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제한물권의
양수인도 포함한다) 사이의 법률관계이듯이, 합유자의 법률관계도 합유자가 누구인지
를 불문하고 기존의 합유자뿐만 아니라 합유자(조합의 구성원)의 지위 지위를 새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다.141)

141)

남효순, 앞의 논문,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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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1)

제 철 웅*

Ⅰ. 문제제기
Ⅱ.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
례의 검토
Ⅲ.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 본 채권자취소제도
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
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Ⅳ. 결론에 갈음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Ⅰ. 문제제기
1997년 소위 ‘IMF 사태’를 전후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지는 사태가 빈번히 발

생하면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활용되지 않던 채권자취소권에 의지하는
채권자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1)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제1심법원에 제기된 건수에 관하여 2001년부터 비로소
통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미미하였음을 반증하는 것
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1년에 6,745건을 기록한 이래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제1
심법원에 제기된 건수는 2002년 4,817건, 2003년 6,060건, 2004년 6,979건, 2005년 6,631건,
2006년 6,496건 2007년 6,330건 2008년 6,526건, 2009년 6,869건, 2010년 6,745건 2011년
6,845건, 2012년 7,947건 2013년 8,008건, 2014년7,567건, 최근호인 2015년에는 7,567건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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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소권에 관하여 두 개의 조문(제406조, 제407조)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
소권의 요건과 효과는 법원의 조문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런 소략한 입법은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제도와는 사뭇 차이
가 있다. 부인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3장 제2절에서 규율하
고 있는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제100조 내지 제113조의2), 제3편 제3장 제2절의 파
산절차에서의 부인권(제391조 내지 제406조의2)이 있고, 각각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부인권의 활용례와 비교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활용빈도가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문의 구성에서는 반대 현상
이 있는 셈이다. 물론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둔 이
유는 그 절차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포괄적 청산절차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회복시킨 후, 그 상
대방까지 포함한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 부인권 제
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실체법적 효력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근거만을 규율하면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두
개의 조문만을 둔 것이 부실 입법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자취소제도는 사해행위로 인해 책임재산의 감소를 겪은 개
별 채권자, 즉 사해행위 당시 이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2)의 권리로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 회복된 채무자
의 재산을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한 바로 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
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407
조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 연원을 두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프
랑스 민법3)에서나 독일의 채권자취소법4)에서 모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개별

2)
3)

4)

기록하였다.
혹은 장래의 금전채권자도 여기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1167조 참조. 이에 대한 개관은 Malaurie/Aynès, Les Obligations, 5. édition,
nos. 1141 이하 참조.
독일의 채권자취소권은 항변(Einrede)이나 소(Klage)로써 행사할 수 있는데, 소로써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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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로 인해 채무자에게 복귀되는 재산은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개별 채권자의 공취에만 복속하게 된다.5) 그런데 일본 구민법
제정 당시 보아소나드(Boissonade)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만이 채권자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소의 결과 채무자에게 복귀한 재산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
권자만이 아니라 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취득한 자의 이익을 위
해서도 효력이 있게끔 규정하였다.6)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에게만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되,7) 복귀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행사의 효과에 관한 이런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구민법에서는 취소채권자에게 선취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인다.9) 이는 일본 구민법이 절대적 효력설에
입각하여 채권자취소권을 규율하려고 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절대적
효력설을 일관시키면 결국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근접하게 될 것이며,10) 취소채권자

5)

6)

7)

8)

9)

10)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의 공취에 복속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와 방법을 소장에 기
재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채권자취소법 제13조). 따라서 원물반환의 형태가 아니라, 채권
자의 채권실현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채권적 효력설), 수인의 취
소채권자가 있더라도 그들은 각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
다. Münchener Kommentar zum Anfechtungsgesetz, § 11 Rn. 4 ff., 특히 9 ff. 참조.
Malaurie/Aynès, Les Obligations, 5. édition, n. 1148에서는 파폐소권(Action Paulienne)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은 이를 행사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
고, 나머지 채권자는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한다. 거기서 인용하는 파기원 판결로
는 Cass, com, 8. oct, 1996, Bull civ. IV.n. 227 등 다수가 있다. 독일의 채권자취소권에 대
해서는 Münchener Kommentar zum Anfechtungsgesetz, § 11 Rn. 9 f. 참조.
일본 구민법 재산편 제343조 참조. 이에 대한 Boisonade의 설명으로는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 Tome Second, pp. 436 참조.
보아소나드는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현 상태를 알
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사해를 당했다(trompés)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이
유로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에게만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한 것이다.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 Tome Second, p. 436.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의 자격(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에 따라 양분하는 셈이어
서 파산법의 기본 원칙(pricipes fondamentaux de la failite et de la déconfiture)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 Tome Second, p. 436 참조.
일본 구민법 제343조. 즉 취소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선취특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 Tome Second, p.
437 참조.
허진용, “채권자취소권과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차이 : 특히,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9면 이하에 따르면, 보아소나드는 프랑스의 소수설이었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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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선취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파산관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명치민법의 입법자들은 취소채권자에게 선취특권을 부정하면서,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사해행위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11) 그 결과 절대적 효력설에 기초한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행 일본 민법의 제424조, 제425조에
대한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포괄적 청산절차에서나 통용
될 수 있는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모든 채권자가 그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만, 여전
히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도 이
런 역사적 배경 하에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민법 제424조, 제425조는 우리
民法 제406조, 제407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07조에서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 민법에는 없는 ‘원상회복’이
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 연유한 프랑스 민법 제1167조에 연원을 둔 채권자취소
권이 일본 명치민법에서 변형을 거친 후, 다시 우리 민법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표
현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나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면서
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해석상 수다한 어려움이 생기
게 되었다. 첫째, 취소의 효과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만 비로소 모
순 없이 실현가능하다(소위 절대적 무효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의 효력이 바로 이런 절대적 무효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12) 그런데 채권

11)

12)

대적 효력설에 입각해서 일본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위 논문 참조.
이런 해석이 일본의 통설이자 판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판 주석민법 10 II, 940면 이하
(下森 定 집필부분) 참조.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에서는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
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
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이
를 소위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사법연수원, 2015 도산처리법, 159면
참조. 이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도 물권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파산재단에 참여하지
않는 여타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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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서 절대적 무효설을 취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의 부인권에서처럼 수익자는 자신이 지급한 반대급부 역시 강제집행절차에
서 회수할 수 있어야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대적 무효설은
민법 제407조에 추가된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담당하는 기능을 등한시하여 법률
해석으로서는 난점이 있다.13) 둘째, 채권자취소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
는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입장(소위 상대적 무효설)은 취소
의 효과로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취소채권자와 전
득자 사이에서 채무자에게 복귀되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다. 상대적
무효설은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없는 일본 민법에서는 주장가능한 이론일지는 몰
라도,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취소채권자
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되지만(상대적 취소), 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을
성립시키는 것(채권적 효과설)이라는 이론(소위 상대적 효과설14))으로써 기존의 수다
한 대법원 판례를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
자취소의 효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민법 제407조가 입법정책적으로는 민법
제406조와 조화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가 대체로 양자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
힌 해석론을 전개해 왔다는 인식 하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입법정책적인 부조화로 인해 채권자취소제도의 입법적 개선이 논의되는 것은

13)

14)

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으로서의 상대효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효는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에서 취소의 절대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재형,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01, 3면에서는 채권
자취소권제도를 형성소송인 취소권 행사와 이행소송인 원상회복청구권의 병합형태로 구
성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고 한다.
종래 우리 학설 중 상대적 무효설은 취소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
에서만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IX,
803면 이하(김능환 집필부분) 참조. 여기서 상대적 효과설은, 채권자취소권은 그 취소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된다는 것(상대적 취소)과 취소의
효과가 채권적 효과라는 것(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원상회복할 채권적 의무를
성립시킴)라는 내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채무부담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로 상대
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추가적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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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얼마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민법개정안의 채권
자취소권 규정 부분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15)
이 글에서는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의 관계, 즉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아니라,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앞서 언급한 ‘상대적 효과설’로 설명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II). 물론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해 논의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그 요건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그것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될 것이다. 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407조에 관
한 대법원의 판례가 해석론으로서는 균형 잡힌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III), 이 글을 마
무리하고자 한다.

Ⅱ.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1.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원상회복청구권과의 관계
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상대적 취소)
민법 제407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는 취
소채권자와 수익자 및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 한 예이다.
[판결 1]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
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
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15)

민법개정위원회의 채권자취소제도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
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8호(2014.9), 43면 이하; 윤진수/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제66호(2014.3), 503면 이하;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
정안의 검토, 민사법학 제69조(2014.12), 471면 이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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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
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
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전득자가 피고가 될 경우에도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
산적 법률행위이다. 물론 일부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으로써 ‘채무자와 수익
자 간의 사해행위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를 취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
기는 하지만,16)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 역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
위를 취소하는 것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전득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17)
그 결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전득자에 대해 사해행
위가 취소되지 않으면, 취소채권자는 전득자가 취득한 권리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된다.18) 달리 말하면 사해행위로 양도된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
는 것이다.19) 전득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는
전득자에 대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16)

17)

18)

19)

가령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에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
만,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취소의 대상이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
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그 밖에도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이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판 1990.10.30., 89다카35421에서는 사해행위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전득자
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전득자는 본압류로 전이한 후 그 부
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원상회
복을 실현할 수 있다. 가액배상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물반환을 고수할 수도 있다.
가령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이 때 취소채권자는 원물반환이 가
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으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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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자취소의 효력으로 비로소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하는 것
위 [판결 1]에서도 설시하고 있듯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었
다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 사해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력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위 (1)에서 언급한 상대적 취소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래의 재산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채권자취소제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아래 판결들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
다.
[판결 2]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
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
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제도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위 판결의 논리를 세심히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채권자는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
으로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양도
되었던 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취소채
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
사로써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상회복이 된 경우 취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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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집행의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압류하여 환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은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취소채
권자의 채권을 실현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사해행위인 채권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키게 하는 이유가, 강
제집행절차를 거쳐 채권실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책임재산의 관점에서 채권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제3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채권자취소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판결 3]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
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
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
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
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중략)…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
기가 마쳐졌다면 등기에는 절차상의 흠이 존재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기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
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를 해 줄 수
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
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
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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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위 판결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
가 취소되고 또한 원상회복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사해행위로 양도한
재산을 물권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그 결과 원상회복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채권자뿐이라는 점이다. 위 사안에서 보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복
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채무
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길이 없다. 위 사안의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위 판결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판단한 것이지만,
만약 취소채권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등기를 말소한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배제된 채 배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닐 것이다.
이상의 판결을 보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것으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 사
해행위가 소급 무효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판결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
력이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취소로 인해 취
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사해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전
제하고 있다.
[판결 4]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사안] 원고는 주식회사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한편 위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피
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아 A를 상대로 채
권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
고를 상대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일부취소와 취소된 금액 범위에서 취소통지를 하라는 내용
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에 대한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위
임의조정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신청채권
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그 채권금액의 일부를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제철웅

87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취

소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
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
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
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결론에서 타당한 위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핵심내용인 상대적 효력 이론
에 의해서만 비로소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B와 피고 간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사실이 A에 통지된 것은 B의 책임재산
인 위 양도채권의 일부를 공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취의
대상이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A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이고, 원고가 B의 A에 대한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
개의 원고 자신의 A에 대한 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
이었던 피고도 사해행위로 취소된 A에 대한 채권 전부에 대해 양수인으로 배당요구
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 전액을 기초로 한 배당표의 작성은 적법
하다.

다.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적 효력이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소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권적인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한다는 것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체법
상의 이런 효과는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더
라도 다른 채권자 역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
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
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를 자신의 권리로써 취소 및 원상회
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적
효력을 전제할 때 수미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
의 효력이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인데 반해,
20)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에서는 수인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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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아래 판결에서 보듯이, 채권의 효력으로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적 효력을 전제해야 대법원 판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판결 5]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8690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
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
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
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
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
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
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
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
지 않은 것은 자명하다.21)
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만
족을 얻었으나 동일한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면 채권자취
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입각한 판결도 있다.
[판결 6]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36478 판결
2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91398 판결;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등
다수의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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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수익자의 가액배상
범위를 잘못 선정하여 과소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을 한 경우,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더라도 채권자의 채권 중 일부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에 기초하여 또 다른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여러 명의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안에 대한 것이
다. 따라서 일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면,
다른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일한 수익자
를 상대로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면 기판력에 의해 후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례는 이런 논리를 끝까지 일관시키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서는 아래 3.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라. 채권자취소제도가 취소채권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이상의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
산을 공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
복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수단은 각각의 취소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각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공취할 수 있게 된
다. 이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물반환이 가능하지 않
아서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먼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원칙은 원물반환이다.22) 그러나 대법원
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
다.23) 한편 원물반환을 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여되지 않았던 재산까지
회복될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 판결이 이에 관한 것이다.
[판결 7] 대법원 2010.07.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2)
23)

그 근거는 아래 2.에서 서술한다.
가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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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
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
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
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
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가액배상을 할 때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
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원물의 가치를 평
가하여야 한다.24) 가액배상을 할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취소채권자이다. 채권자취
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
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25) 한편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취소채권자는 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26)

마. 소결
이상의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채권자취소 제도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
산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의 개별적 공취에 복속시키기 위한 법기술로서
다음 두가지의 형식을 취한다. 즉,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취소의 효과
로 사해행위를 물권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하며, 단지 취소채권자에게 채권적인 원상회
복청구권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원상회복을 실현할 권리는 취소채권자에게 있고, 원
상회복을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채권자는 강제
24)

25)
26)

가령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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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를 통해서만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는
자기 채권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원물반환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자신
의 피보전채권과 반환해야 할 원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채권실현
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액배상에서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배상할 것
을 청구하는 것이 원물반환에서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자기 채권을 실
현하는 것과 일관성 있는 원리, 즉 채권자취소권이 취소채권자의 자기 채권실현을 위
한 채권적 권리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채권실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실전보방법도 일관성 있는 원리에 기인한다. 즉, 채권자취소권제도
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으로써 자기 채권
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
이다.27) 이런 설명은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구성체계와도 부합한다. 제406조에
서는 ①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② 취소와 원상회복을
각각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07조에서도 취소와 원상회복이 있은 후에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게 하는 것도 위의 설명과 부합한다. 이런 관
점에서 보면 우리의 채권자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는 상대적 효력, 즉 채권자와 수익
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가 이루어지고(상대적 취소), 취소로 인해 물권적 무
효가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성립시킨다(취소의 채권적 효력)는 이
론으로써 비로소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 세부적인 법리구성
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프랑스법이나 독일법의 채
권자취소권제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우리 민법은 프랑스법이나 독일법에 없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 제407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민법 제424조에 관한 통설과 판례는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사해행위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27)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14975 판결은 원상회복을 통해 채권자를 만족시킨 후 채무
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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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는 데 반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
과 같은 독특한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가. 원물반환의 경우
대법원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가 아니
라,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에 국한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일본 구민법의 기초자인 보아소나드(Boissonade)의 인식과도 명백히 다르며,
일본의 통설, 판례와도 구분된다. 다음 판결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판결 8]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
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
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
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
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로 원물반환이 된 경우, 그 원물의 공취에 참여할 수 있는 채
권자는 사해행위 당시의 금전채권자라는 자격으로 충분하다. 그 금전채권자가 당해
사해행위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2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
물반환으로 사해행위의 대상인 채권이 취소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다른 채권을 보유
하고 있고, 그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였다면 수익자도 채권의 환가절차에서 배
당에 참여할 수 있다.29)

나. 가액배상
28)
29)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참조.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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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제407조는 가액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채권
자는 자신의 권리로써 자기에게 가액배상을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
다. 프랑스법이나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집행절차에서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
배상에 관한 별도의 집행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이런 결론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 9]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
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
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
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
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
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
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
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설령 수익자가 채무자와 맺은 사해행위가 기존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이거나 저당권설정행위였다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의 취소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가.의 경우와 달리 수익
자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이 부활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407조의 혜택을
향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처리에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가령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으나 그 대물변제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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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수익자가 아직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취소
채권자가 복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환가(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를 할 때 수익자 역시 가압류 등을 통해 배당절차에 참여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이미 채권을 추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추심으로 소멸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전부 취소채권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을 통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수익자의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런 이익상황의 모
순은 민법 제407조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점에서 민법 제407조
가 문제라는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우연을 생성시키는 민법 제407조의
적용범위를 더 좁혀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민법 제407조를 없애는 방향의 입법을 검
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 수익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민법 제407조의 취지를 확
대하여 원물반환이든 가액배상이든 모두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해행위 전후를 불문하여 이를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제도에서 포괄적 청산절
차에 근접하게 될 것이고, 포괄적 청산절차에 인정되는 여러 원칙, 즉 사해행위 취소
의 물권적 효력,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 청산절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 등
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가액배상의 특수한 예로서의 배당절차
사해행위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에는 민법 제407조의 영
향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부분이 있다. 먼저 아직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저당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이 경매되
어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
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
한 후30)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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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즉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31) 채권자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
부명령을 통해 환가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이미 배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저당권자
가 배당받은 금액과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2)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수인의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
리가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법리는 좀 더 복잡
하다.33) 무엇보다도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으로서의 상대적 효과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국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상회복으로써 가액
배상을 청구할 경우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자기 채
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의 사안 들을 보면,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이미
저당권이 소멸하여 가액배상만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효력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의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위 주 33의 판결을
관찰하면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해행위가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될 경우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 제407조
의 취지이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면, 경매절
차에서 저당권의 부담 없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혜택은 사해행위
당시 금전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향유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배
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 한 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
다(민사집행법 제155조). 저당권 설정행위가 배당 이후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었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받았다면 다
른 배당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
30)

31)

32)
33)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이미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할 수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령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
법원 2009.05.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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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논리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07조로 인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은 설사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볼 때 채무자에게 복귀된 책임재산으로써 자기 채
권을 실현하는 반사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물론 민법 제407조에서 비롯된 이런 효
과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정당성을 침식시킨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대적 효과설에 포섭되기 어려운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례
채권자취소 제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되기 때문에, 취소채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이익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
을 보전할 수 있는 효과가 실현됨으로써, 특히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실현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에 의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모든 채권자가 그 환가절차에서 자
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는 민법 제407조는
제406조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관계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설
명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 효과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채권자취소 제도를 상대적
효과설로 파악하더라도 이런 이해에서 벗어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적지 않다. 그 부
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채권자취소권을 각 채권에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은 점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는 동일한 취소채권자가 각기 다른 채권으로써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
복을 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성립될 여지가 있다.34)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런 주
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판결을 본다.
[판결 10] 대법원 2003.05.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사안]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사해행위
34)

독일의 채권자취소권이 바로 이런 견지에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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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A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채
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기에 이르자, 2000. 9. 5.자 준비서면으로써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또 다른 구상금채권 18,013,680원을 사해행위취소
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채권

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위 판결35)은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취소권과 원
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과 조화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 각 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일한 채권자가 보유한 서로 다른 채
권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 역시 다를 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책임재산 추급을 위해 채권에 고유하게 인정하는 효력으로서의 채권자취소제도의 취
지를 약화시키는 판결이며, 상대적 효과설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다.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책임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여기서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그와 채무자 간의 사해행위가 취소되어야 하
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36) 다음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는
35)
36)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결하는 것으로는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참조.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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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 11]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사안] 원고는 A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A의 대표이사인 소외 1, 피고 1, 피

고 2가 A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후 보
증채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주채무자인 A 및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1, 피고 1,
2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A는 2007.9.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소외 1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 피고 1,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1,
피고 2는 피고 B와 2008.6.13. 위 제1부동산, 제2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및
가등기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8.6.16.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근
저당권 및 가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원고는 위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
한 A 및 소외 1의 피고 1, 피고 2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사
해행위라고 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전
득자인 피고 B를 피고로 해서도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수익자인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
의의 수익자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 B는 자신이 선의라
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
는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

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
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
21923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
사해행위 취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령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237192 판
결에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라고 표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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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
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
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
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
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 사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어야 할 법적 쟁점은 채권자와 수익자 간에는 ‘채
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전득자 간
에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위 대법원 판결
은 이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결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
제는 전득자의 악의의 대상인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
이라는 점이다. 전득자는 여러 우연적 사정을 통해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거래가 객
관적 사해행위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객관적 사해
행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적법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전득자는 자신의 재산으로써 채무자의 채권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단계의 전득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익자가 아니
라 전득자 중에 1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다.37)
다음 대법원 판결도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판결이다.
[판결 12]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사안] 채무자(소외인)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7)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취소채권자에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일 경
우 전득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
다. 선의의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전득자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안전하다
고 한다. 다만, 악의의 채무자와 공모함으로써 악의가 된 전득자는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
라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가령 Malaurie/Aynès, Les Obligations, 5.
édition, n. 1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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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4. 피고 1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였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고 피고 신용
보증기금이 98,787,36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피고 1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
을 상대로 채무자와 피고 1 간의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
상회복으로 각자 가액배상으로 위 98,78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과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
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
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

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
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

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
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
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
조).’

위 대법원 판결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각
자에 대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전득자를 상대로 사
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리는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고, 이를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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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사해행위를 통해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바로
그 재산 또는 그 재산에 갈음한 가액을 책임재산에 복귀시키는 것이 채권자취소 제
도라면, 수익자 및 전득자 각각을 상대로 한 가액배상청구의 인정은 가능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채권자취소 제도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행위(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서 거래한 것)에 대한 제재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수익자와
전득자 각각에 대해 가액배상과 원상회복, 각자의 가액배상의무를 인정하더라도 무방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면 actio pauliana에서 유래되어 프랑스법의 계수를 통
해 우리 민법에 자리잡게 된 바로 그 채권자취소권과는 무관하게 된다.

다.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사해행위일 때에는 그 일부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38) 그런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학설들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한
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민법 제406
조, 제407조에 부합하기도 어렵다. 아래에서는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판결 13]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안]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계약금 1억 550만 원)을 체결하면

서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6억 3,300만 원은 1억 550만 원씩 6
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억 1,65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소외 2는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소외 1과 이 사건 분양계약
의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
38)

대표적인 예가 이혼 후 재산분할의 합의이다.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
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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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하였다. 분양자조합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소외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을 법인세의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미납 법인세를 납부고지하였다.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 납부를 고지받자 곧바로 소외 1의 남동생이며 소외 2의 남편인 피고에
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
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권 매매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위 분양권매매가액이 원고의 조세채권액
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조새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먼저 대법원은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

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
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이른
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인
수약정은 유효하다.’고 전제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
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
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피고
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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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명의신탁이 과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
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39) 설사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 하
더라도 이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40)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
라도, 위 사안에서 과연 분양계약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분
양계약의 일부가 취소된다면 장차 취득할 부동산소유권과 분양대금의 일부가 각각
취소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받아 이를 환가하
였어야 할 것이다. 분양계약의 일부가 취소된다면, 위 사안에서 여전히 원물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액배상을 명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판결 역시 채무자의 책임재
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복귀시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환가한다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원물반환을 우선으로 하는 대법원의 여타의 판결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면서 그 일부만을 취소하
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원물반환이 있어야 할 사안에서는 사해행
위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과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의 지급을 가
액배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역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여야지, 부동산 매매
39)

40)

엄밀하게 본다면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명의를 소외 1 및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
이 아니라,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소외 1 및 피고로 하기로 한 약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의 적용범위를 너무 넓게 확대하였다는 비판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
안에서 피담보채권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사안에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려는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은 배척한 바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아파트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복합된 성격을 가진다. 아파트의 하자
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의 법리로 다루는 것은 대법원 2015.4.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등
참조. 분양대금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으로 다루는 판결은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
96072 판결 등 참조. 어쨌든 수분양권은 계약 당사자로서 보유하는 채권적 지위를 포괄적
으로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할 때 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며, 분양자
의 동의는 계약상의 지위 인수에 대한 동의로서 이는 채권양도에서 하는 채무자의 동의
와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49469 판결도 아파트 분양계약을 이런 관
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때의 동의를 분양권 양수인과 분양자 간의 별도의 계약으로 보
는 것은 무리이며, 여기에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
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양권 양도에 설사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한다 하
더라도, 위 사안의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으로 구성하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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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취소할 대상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물반환의 경우 민법 제407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부 취소가 필요한지
는 의문이다.
[판결 1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사안] 채무자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

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원심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
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
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
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
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소외인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신한카

드 주식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
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
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는 사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가액배상의 경우
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있고, 취소채권자가 원물로 반
환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취할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환가절차에 참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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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실현이 어려워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1) 이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이후
에는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민법 제407조를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보전채권
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의 쟁점은 분할가능한 재산이 사해행
위의 대상이고, 그 일부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
취소채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가 진행하는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민
법 제407조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여타의 경우에
는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지 여부는 전혀 실용적인 의미가 없
다.

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것의 문제점
대법원은 일찍부터 통정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 역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환원시
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특징에 잘 맞지 않는
다. 다음 판결을 본다.
[판결 15]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493 판결
[사안] 소외 1 및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배상

하여야 할 금액은 금 2,269,000원이다. 그런데 소외 1 및 소외 2가 1961. 3.
13.에 각 그 전 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그 아내 또는 미성년인 아들 되는 피고

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때를 같이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가장된 매매행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대법원 판결] 소외 1 및 소외 2가 소외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인의 공금

횡령사실을 알고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1961.3.13에 소외 1 및
소외 2는 그 전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그 아내 또는 미성년인 피고들에게 아무
41)

한편 부동산 매매와 같이 원물반환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한도로 사해행위
를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취소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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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대가없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채권
자를 사해하는 행위이다. 당사자 간 서로 통모하여 한 허위행위도 역시 민법
406조에 이른바 법률행위에 해당함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목적이 된다고 볼

것이다(1961. 11. 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참조).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
제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된 경
우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도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한다.
[판결 1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으로써 취소할 경우, 그 법률행위 후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재산취득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취
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 원물반환에 이자를 가산하는 것의 문제
배상할 가액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의 가산에 대해서 대법원은 “가액배상의무
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
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
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한다.42) 이는 사해
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취
소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
4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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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달리 말하면 수익자의 재산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공여하도록 한
것이지만, 수익자(가액배상의무를 전득자가 부담할 경우 전득자)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물권적으
로도 취소시키는 효력이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즉 채권자취소제도는, 채권만족에 공여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확정에 의해 비로소 정해지고, 그 전후를 불문하고 수익자(가액배상의무
를 전득자가 부담할 경우 전득자) 자신의 재산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여기서도
채권자취소제도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사해행위로 지급받은 금전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결 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
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
외 1이 피고 회사에 증여한 13억 5,000만 원에 대해 그 증여한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서의 지연손해금
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판결의 당부는 결국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
이 타당한가에 관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지 해석론상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금
전을 원물로 반환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위 판결처럼 증
여받은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민법 제406조, 제407조 어디
에서도 도출될 수 없다. 또한 이 판결도 상대적 효과설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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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 본 채권자취소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

선방안: 채권자취소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1. 문제상황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적 쟁점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
407조 두 개의 조문으로써 채권자취소제도의 내용을 형성하게끔 입법되어 있기 때문

에, 이 두 조문의 해석을 통해 이들 법률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 각 조문을 문언해
석할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가 절대적으로 취소되거나, 취소의 결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환원된 채무자의 재산의 공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매우 좁다. ‘취소’와 별개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례는 일응 민법 제406조, 제407조
의 문언구조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조문의 해석을 통해 채권
자취소제도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이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는 않더라
도 정합적이지 않은 판결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례가 상호모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판례를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43)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입법론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또 필요할 수도 있
다. 어떤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먼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채권자취소제도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례 중 이 제도를
이해하는 분석틀에서 벗어남으로써 해석에 어려움을 낳는 것이 있는지(해석론상 문제
가 있는 판결례), 조문 해석의 결과 불가피하지만 그 해석 결과가 동일 제도의 운용
에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이 있는지(입법론상의 문제)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그 후 입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함으로써

43)

사해행위 취소의 소제기에 관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내려진 대법원 판
결만 하더라도 350여개 되고,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까지 합하면 500여개의 대법원 판결
이 있는데, 그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과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두 개 밖에 없다. 전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무효의 논리
를 강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채권자취소제도의 고유한 법리를 다룬 것이라고 하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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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한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입법
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문제를 다루고자 한
다.

가. 채권자취소 제도의 효과에 작동되는 기본적 원리
이 글은 상대적 효과설에 입각하여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례들
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분석해 보면, 이들 판결
례는 채무자의 상대방이 이탈재산의 취득을 위해 새롭게 지출한 반대급부의 반환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고(상대적 취소), 또
취소에 채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주도 하에 이
탈재산으로부터 그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상대적 취소와 채권적 원물반환청구권(보충적으로 가액배상)이 채권자취소제도의 법
적 효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다. 이런 원리의 작동에 의해 채권자취
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공취하고자 하는 채권자를 보호
하기 위해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또는 증가된 채무)을 원상태로 회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 귀납적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할 것이다.44)
채권자취소권은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효과로서 채권자취소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게 된다(파생적 원
리).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가 되지 않고, 각 채권자가 제기한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각자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해서 회복된 재산에서 자
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45)은 이 파생적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 원리와 파생적 원리로써 민법 제406조에 관련된 모든 대법원 판례를 일
응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가 있기 때문에 위 각 원리에 대한 변형은 불가피할 것이다.
위 II.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법 제407조를 원물반환이 있는 경우 사
44)

45)

물론 원물반환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 가액의 반환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
고자 한다.
설사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적 재산이라 하더라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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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 당시의 채권자들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 강제집행절차
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으로 이해한다. 대신 가액배상이 있는 경우에는 민
법 제40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있는 경우 반환할 원물이 가분적
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
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동조에 의해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원물의 전
부가 공취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함으로써 입을 취소채권자의 불이
익은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을 불이익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만약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
을 가액으로 배상해야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로 제척기간 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야만 할 것이므로, 그만큼 수익자나
전득자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원물 전부가 반환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수 있게
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을 이런 불이익이라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사해행위
의 대상이 분할가능한 재산일 경우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을 불이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예상치 않게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 취소채권자
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46)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 소송에서 현출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취소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취소채권자가 입을 불
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
는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결국 다른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로 인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자 또는 전득자, 취소채권자가 각기 입을 불이익을 최
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정한 추가적 요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찰을 통해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민법 제407조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좁히
는 해석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간
에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근접하도록 하
는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46)

이 때의 취소채권자는 실현되지 못한 피보전채권으로 다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해석론상의 문제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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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론상의 문제점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원리 또는 파생적 원리에 포섭되지 않거나 포섭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례도 적지 않다. 즉 상대적 효과설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이다. 첫째,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이 수익자 및 전득자를 거쳐 전전
양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가액배상
을 할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 각자에게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환원시켜 개별적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취소채권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취소 제도의 원칙이라는 이해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책임재산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개별적 책임재산이 동시에 두 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동일한 원물반환을 명령하는 것이 불가능하
듯이,47) 동시에 두 개의 가액배상을 명령하는 것도 불가능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내
용의 가액배상을 동시에 복수의 주체에게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미 책임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마치 손해배상책임처럼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독립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앞의 가.에서 언급한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수익자 및 전득자 중 누구라도 선택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
자가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원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추급하여 원래의 채무자에게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수익자에게서 더 이상 추급될 수 없게 되었
다면(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어떤 형태로든) 전득자에게 더 이상 추급할 수 없는 것
이 독립성 있는 재산의 이동의 자연적 속성에 부합한다.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무효
이론과 유사하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익자에게는 유효하지만,
전득자에게는 상대적 무효일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한다면,48)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47)

48)

수익자 및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
소하고, 전득자 명의의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하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모두 각기
다른 원물반환이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수익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의 재산이 되는데,
전득자에게는 채무자의 재산이 될 수 있게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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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추급이라는 앞서 언급한 원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형평성이라는 관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가령 채권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사해
행위이기는 하지만 수익자의 선의 입증으로 인해 채권자가 패소한 후, 수익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전득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객관적 사해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채
권자는 제척기간 내라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에서는 승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수익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제
한으로 귀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효한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였
고, 그 권리취득을 저지하는 어떤 법적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관계
에서의 발생한 어떤 사유(채무자의 객관적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사유)로 전득자가 유
효하게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의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에 복속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법질서에서도 매우 낯선 효과이다. 나아가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판례는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전득자는 이제 매매계약
등 계약에서 담보책임만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불이익을 입더라도 양도인에
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고,49) 그 결과 피해는 수
익자가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채권자가 수 개의 채권 중 어느 하나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
우, 다른 채권으로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라는
것도 채권자취소권제도의 파생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각 채권자가 독립하여 채
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채권자
가 수개의 채권 각각으로써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중복제소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던
각각의 채권에 부여되는 개별적 법률효과라는 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채권자취소제도 운영과 관련된 해석론상의 문제는 민법 제
406조, 제407조의 법률 규정에 위반하는 해석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 두 규정이 매우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므로, 공백이 많고 그 공백을
메울 권한이 법원에 있는데, 앞서 가.에서 설명한 채권자취소 제도의 원리에 부합하
49)

이런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일 수가 없을 것이고,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객관적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가
가혹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계약적 시도는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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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대법원 판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와 같은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법리가
원리에 부합해야만 실정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에서 언급한 판례를 대법원이 변경하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취소권 관련 현행 민법 규정의 문제점
민법 제406조, 제407조에 부합되게, 동시에 일관성 있게 사해행위에 관련된 여러
쟁점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두 규정 자체 또는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민법 제407조의 해석적 적용에서 비
롯되는 문제와 원상회복될 재산의 범위에 관한 입법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해석론상
의 문제가 있다. 각각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역시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각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에서 원물이 이미 반환되었거나 이에 갈음한 가액배상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중복제소, 기판력 등의 영향 없이 자기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취소채권자들의 각 채권의 고유
한 효과라는 관점을 취할 때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지어 민법 제406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채권자도 취소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민법 제407조는 이런 관점에 대
한 이물질이 아닐 수 없다. 동조에 의해 타인의 자기 권리행사에 편승하는 것이 허
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민법 제407조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좁혀 해석하는 것은
그 이물질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제도운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의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를 원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있더라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분할가능할 때에는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 주장된 경우는 피보전
채권의 한도를 넘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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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운영에서 취소채권자, 수
익자 또는 전득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채권자취소
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개인적으로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권
자도 취소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취소채
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 소송비용으로 상환 받지 못
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채 이익만 향유하게 된다.50) 한편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
행위이거나 저당권자가 전득자인 경우 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된 때에는 배당에
참여하였던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들이 취소채권자의 노력에 힘입어 배당액을 증가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배당표의 경정을 통해 추가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
더라도 가액배상을 받은 취소채권자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써 배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던 채권자들이 침묵한 경우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취소채권자가 저당권
자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취소채권자에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조력
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짧게 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셈이다.
이런 결과는 민법 제407조의 해석상 불가피하지만, 입법정책상으로는 심각한 문제라
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원상회복될 재산의 범위에 관한 입법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의 시점의 반환하여야 할 원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의 확정시 다음 날부터 비
로소 산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증여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경우 금전 수령
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한다. 후자의 논리라면 부동산을 원물로 반
환하여야 할 수익자는 원물만이 아니라 그 사용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
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가액배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반환할 가액은 부동산인 원물의 가액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
로써 얻은 이익도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수미일관된 논리일 것이기 때문이
다. 원물반환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이 필요하다면, 그 법리가 가액배상에도 동일하게
50)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는 이런 비용은 공익비용으로 최우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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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물의 교환가치가 사용을 통해 감액된다면, 사용의 가액
과 반환할 현재의 원물의 가액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원물의 교환가치가 사용을
통해 감액되지 않더라도 원물의 가액과 사용이익의 가액을 각각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금전반환과 가액배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규정의 공백에서
비롯되는 수미일관하지 않은 판례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의 재산으로써 채무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도록 희
생을 강요당하는 것인데, 그 희생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입법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란
‘객관적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를 알았다는 것의 비난가능성이 그

정도의 희생 요구를 정당화하는지 의문이다. 현대사회의 재산적 거래가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것에 그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
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
위 1.에서 언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 제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
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규정 중 이 논문에서 다룬 효과에 관련된 입법적 제안을 평가하
고자 한다.

가. 민법개정위원회의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내용
1) 채권자취소제도의 상대적 취소와 취소의 채권적 효력의 약화

민법 개정안은 일견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과를 현행법처럼 유지하는 듯이 보
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과의
한 내용인 상대적 취소의 효력, 즉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가 취소되지만 그
취소로 인해 사해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만 무효가 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를 명문화시키는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5가 그 예이다. 둘째,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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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다른 내용인 취소의 채권적 효력, 즉 취소 후 채권적인 원상회복청구권을 취
소채권자만이 보유한다는 점은 없어졌다. 특히 민법 개정안 제406조와 제407조에서
‘원상회복’을 삭제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원상회복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를, 원

상회복이 되는 것은 취소의 효력이지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라고 인식하는 것51)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의 하나인 취소의 채권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 채권자취소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취소채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례들을 변경시키는 입법안인 셈이다. 셋째, 채권자취소
권의 행사 후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구할 때 그 상대방을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52) 해석상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관한 논쟁의 여지를 더 키워 놓았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취소의 상대적 효력도 약화되었다.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
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의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채권을 실현하
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해석도 불가능해질 것이다.53) 넷째, 전득자에 대해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을 원
칙으로 한 점(민법 개정안 제407조의6)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의 대법원 판례에
는 반하지만, 채권자취소 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내용을 입법제안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민법 제407조의5 (수익자의 지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수익자가
받은 급여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기가 이행한 반대급여 또
51)
52)

53)

윤진수/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525면 참조.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2, 제407조의3, 제407조의4 등에서 원물 또는 가액의 반환이 모두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무효효에 대한 의문
하에 채무자도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고로 정하려고 하는 실무위원회의 제안이 위원장단
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았다면(그 과정은 윤진수/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519면 이하 참조), 위 규정과 더불어 적어도 문언해석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효는 거의 약화되었을 것이다. 위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5는 채권자취소의 절대효의
예외규정으로 자리매김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 부수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2 제2항에서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1항
에 의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와 금전을 수령한 때 중 늦은 때
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제철웅

117

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행위가 취
소되어 수익자가 받은 급여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한 때에는 수익자의 채권은 원상
으로 회복된다.
2) 피보전채권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

민법 개정안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를 원칙으로 승격시키면서 그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406조의3 (취소의 범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으로 인해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전제되고, 피보전채권의 한도를 넘어서서 행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게끔
해석될 것이다. 가령 부동산 매매처럼 분할하여 취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절차에서 매
각이 쉽지 않아 취소채권자만이 아니라 수익자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안의 경우에
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매매라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은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분할가능한 원물반
환에서만 문제되고, 더욱이 그것이 취소채권자 아닌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
여 배당받을 수 있게 한 민법 제407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
해 도출된 해석임을 전제한다면, 피보전채권의 한도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 민법 제407조의 적용범위의 확대

민법 개정안은 민법 제407조를 원칙화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제안
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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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적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과) 채권자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의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등)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
우에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채권자
는 그 가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7조의4 (금전 그 밖의 동산에 대한 특례) ① 제407조의2에 의하여 금전 그
밖의 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와 금전을 수령한 때 중 늦은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자기의 채권으
로 상계하지 못한다.
민법 제407조의 적용범위가 가액반환의 경우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도
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채권자들도 보호받는 혜택을 향유하면서,
그 반대의 면에 서 있는 수익자의 지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다.
4) 원물반환, 가액반환의 범위의 확장

민법 개정안은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이를 구분하지 않고 민법 제748조, 제
749조를 준용하도록 한다(민법 개정안 제407조의2 제2항). 이로써 가액배상에 관한

현행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변경시키는 입법을 하게 된다. 문제는 수익자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를 만족시키게 하는 제도인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의 비난가능성이 과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취
득한 자와 같은 정도인지가 의문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위법하게 재산취득을 하
는 것이지만,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것일 뿐이며, 단순한 물품교환이나 거래의 시절과 달리 복잡한 셈법과 위험 계산 하
에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거래양상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채무자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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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에 애초부터 위법한 거래라는 비난을 부과할 정도인지는 의
문이 아닐 수 없다.

나. 평가
민법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그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과에 입각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중 수다한 판례가 입법으로 변경될 것이다. 반면 상대적 효과설
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빚는 해석론상의 문제점 중 일부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즉,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각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
는지의 문제나 취소채권자가 보유한 수 개의 채권으로 각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 문제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로 인해 혜택을 보지만(더구나 아무런 보상 없이), 제척기간을
훨씬 도과하여서까지 수익자의 부담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즉 민법 제407조의 약
점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상대효가 약화됨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취소 후 다른 채권자들이 취소채권자의 개입 없이도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당연한 효력으로
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법 개정안 제407조),54) 취소채권자 아닌
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민법 개정안 제407조의2).55) 또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가
재판 외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게 변제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해질 것이
다.56) 또한 누구라도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4에 따라 수익자에게 자신에게 반환할
54)

55)

현행 법에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고유한 권리이고,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판례는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시한다.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2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원물반환 또는 가
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 제407조에도 불구하고, 원
물반환과 가액반환청구는 취소채권자에게 고유한 권리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제407조의3에서는 ’모든 채권자는 제407조의2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말소의
형태로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말소가 이루어진 후 제407조의3에 따라 다른 채권
자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권리는 이미 채무자에게 보유되도록 민
법개정안이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민법 제407조의2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간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120

것을 청구할 수 있고,57) 재판외의 청구에 의한 채권의 실현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취소의 효과로 인해 채무자에게 원물반환 또
는 가액반환 청구권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채무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수
익자 아닌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배제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없게 하거나,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4에 따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나아
가 제407조의4에 따른 권리행사를 자신의 권리로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도 가능하
지 않다는 점을 규정해 두었어야 할 것이다.58)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채권자취소권과 전혀 다른 어떤 제도이자 로마법에 연원
을 두고 프랑스법과 독일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과 전연 무관한 낯선 어
떤 제도의 실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Ⅳ. 결론에 갈음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가. 채권자취소제도의 상대적 효력의 강화
56)

57)

58)

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민법 개정안 제407조의2), 그 채무자의 채권
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자에게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도 없다.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4 제1항에 의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 채권자에 해당되기만 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법개정안에 부수하여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안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2 제1항에서는 민법 제407조의4 제1항에
의해 금전을 수령한 채권자가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
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취소채권자가 아닌 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
민법개정안이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취소의 효과로 채무
자가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 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
거는 민법 개정안 제407조이지만, 여타의 규정에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전제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제철웅

121

1) 상대적 효력의 장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채
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
다. 채권자취소권이 그 목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그 자체로는 유효한 법률행위인데, 수익자가 채무자의 객관
적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이유로(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가혹함으로 인해 현행 민법에
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과로 채무자에게 곧바로
재산이 복귀되지 않는다. 대신 취소채권자에게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
도록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채권자취소의 효과로 취소채권자에
게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을 부여시키는 셈이다(채권적 효력).59) 한편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고,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취소로 인해 무효가
되더라도 그것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상대적 취
소).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에 상대적 효력(상대적 취소와 취소의 채권적 효력)만을 부
여하기 때문에, 각 채권자들이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제소가 되지 않고,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
한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해행위 전부가 취소되더라도 강제집행절차에서 잔여액이 있을 때에는 그것
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의 재산으
로써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상대적 효력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수익자
에게 자기 책임의 범위와 시적 한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해관
계가 복잡해졌고, 거래에서 고려하는 위험이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채무자의 객관
적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거래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범의 정당성은 점
점 더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상대효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바

59)

물론 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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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2) 상대적 효력에 충돌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
먼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에 귀속된 권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동일한 채권자가 수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각각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이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채권
자가 각기 별개의 소로써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조화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에게서 이탈된 재산을 환원시켜 그
재산의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액배상은 그것의 변형물에 불과하게끔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액을 각자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든지, 수익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하
지 않으면서 전득자에게는 이를 인정하는 것도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입법한다면 민법 제406조는 상대적 효과의 관점에서 그 법률효과를 일관되게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현행의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을 법문에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조문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법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

개정사안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 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채권
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행위를 취소하고, 그 법률행위가 없었던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은 자가 수익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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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하는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채권자는 전득한 자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③ 법원이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제1항
의 법률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
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407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1) 민법 제407조의 취약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또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모든 채권
자는 취소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서 자기 채권을 실
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민법 제407조이다.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하려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는 법제 중에 민법 제407조와 같은
효력은 인정하는 법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 민법 제407조는 채권
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수익자에게 예상치 않게 과
도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60)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 통설과 판례와 달리 동조의 적용범위를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에게 국한하고, 가액배상의 사안에서는 동조의 적용을 배척해
온 대법원 판례는 나름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다. 설령 대법원 판례처럼 동조의 적용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거나 저당권자가 전득자인 경
60)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더 이상의 채권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회복된 재산의 환가절차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른 채권자들도 공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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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경매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완납되어 저당권이 소멸된 사안)에는 가액배상에서는 민법 제407조가 적용되
지 않는다는 것의 예외가 인정되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기 책임의 범위를 예측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취소채권자의 노력에 의해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취소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라면 가액배상에서도 배제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자들만이 추가배당을 받
을 수 있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기 채권의 추가 실현이 가능해지는 사태를 막
을 방법이 없게 된다.

2) 민법 제407조에 대한 입법론
위와 같은 관점을 취하면 입법론으로서는 제407조를 삭제하거나, 설사 민법 제407
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동조의 적용범위를 더 좁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후자의
견지에서 보면 민법 제407조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채권
자의 범위를 열거하여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의 입법제안은 하나의 예
시이다.

현행 민법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개정 사안
제1안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력)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삭제

제2안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
력)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
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
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해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
2. 제406조의 기간 내에 동일한 사해행

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
거나, 그 소 제기와 관련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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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2안과 같은 입법을 하게 되면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민법 제407조가 원칙적으
로 적용되지 않는 현행의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면서,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거나
저당권자가 전득자로서 가액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제2호에 의한 제한 때문에 단
순히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민법 제407조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제1세션 토론문]

토론 자료: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1)

김 용 진*

1. 머리말
참탈재산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아야 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
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개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견 논리
적으로 모순되는 성격을 조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리를 찾아 채권자취소 제도는 기나
긴 여정 중에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 과정에서 판례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진
단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이 도산재단이라는 우회경로를
통하여 일괄집행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 제도는 직접적인 개별집행
제도라는 점에서 준별되어야 마땅할 양 제도가 그 경계선을 알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발표자가 지적한 판례 발전의 문제점은 일
응 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발표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우
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
법원의 판례 발전을 큰 그릇에 담아야 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발표내용에 관한 부분
(1) 발표 내용에 관한 의문
1) 발표자는 상대적 효과설로 포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판결에 대한 평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2) 먼저, 20011다13532판결과 관련입니다. 발표자는 피보전채권의 교환을 소의 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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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으로 보는 대법원의 태도는 책임재산추급을 위해
채권자에게 고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상대적
효과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II 3. 가). 그 근거로 하나의 사해
행위에 여러 명의 채권자 각자가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이상, 동일한 채권자가 보유한 서로 다른 채권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 역시 마찬
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동일한 채권자는 여러 개
의 피보전채권을 돌려가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담보에
공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공통된 목적에 공여하기 때문에, 중
복제소 또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채
권자의 고유한 실체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채권자는 자신의 고유한 실체법상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다수의 피보전채권을 가진 단일한 채권자에게 확대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소송물
은 모두 피대위권리이면서도 각자의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 하여 주장
한다고 하여 이를 실체법상 고유한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발표자
의 주장이 소송물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두 번째의 의문은, 수익자와 전득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거나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법리에 관한 평가에 대한 것
입니다. 발표자는 2011다49783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로부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
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
상회복을 구하는 것도 인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책임재산을 복귀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II 3. 나. 후반
부). 그런데 위 판결로부터 수익자에게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동시에 전득자에게는 원
상회복을 중복하여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위 판결은
수익자와 전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당액으로서의 가액배상에 대하여 판결한 것일
뿐, 가액배상과 원상회복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
다. 나아가 원상회복청구와 가액배상청구의 불양립관계에 비추어 이를 수익자와 전득
자에게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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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2010다87672 판결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는 위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단계의 전득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의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여 이는 결국 거래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II 3. 나. 전반부). 다만, 이러한 주장이 채권자취
소송의 상대방이 수익자 and/or 전득자라는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의문입니
다. 채무자 곳간에서 나간 재산을 다시 채워 넣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채
권자취소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악의인 이상 수익자는 물론 전전 양수한 악
전득자 누구라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득자가 사해햏위의 목적
물, 에를 들어 부동산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가
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듯이, 수익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득자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추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채권자취
소권 제도의 본래의 사명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악의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개정 제안에 대한 의문
가)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1) 발표자는 현행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정제를 통하여 대법원 판례와의 정

합성을 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방향과 달리 보다
세세한 추가적 규정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와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의 구조적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인권은 일탈재산을 도산재단에 집중시켜 여기서 일괄집행을 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집행단계를 거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
복시켜 채권자들이 바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직접 집행구조의 성격을 띠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차이로부터 상세한 부인규정과 단출한
채권자취소 규정을 추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우리 법상 채권자취소 제도를 우회적인 집행구조인 부인권 제도와 달리

개별적인 직법 집행제도로 성질결정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 제
도는 채권자취소로 회복되는 재산은 모든 채권자(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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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담보로 공여되고, 여기서 비로소 개별적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채권자가 취소
권을 행사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과 가압류 제도가 필요하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 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다 상세한
규정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우선 변제받
는 결과로 되는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는 2007다37837
판결은 이를 웅변적으로 설명해줍니다.
3) 따라서 발표자가 선호하는 현행 규정 내에서의 해석론적 판례수용개정안이 적

절한지 의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독일
법계의 직접 집행 구조에서도 채권자취소법이라는 단행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개정 사항과 대한 의문
1) 발표자는 민법 제406조의 원상회복을 “그 법률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채권적 효력과 상대적 취소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개정 모토로 삼고 있는데, “법률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취소에 물권
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
해행위가 없는 상태로의 회복은 논리적으로 사해행위의 무효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사해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채권자와 수익자(전

득자) 사이의 채권적 법률관계로서의 원상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채권자취소 제도 일반에 관한 부분
(1) 집행권원 문제
1) 우리 사회사 IMF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채권자취소송이 증가일로에 있으며(발표

문 각주 1 참조), 또 그 행사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제소기간이 길다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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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남용의 건수도 상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량한 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잠재적인 피고의 지위를 예상한
다면, 이로 인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은 크게 저해될 것이다. 과연 현재 운영 중인 채
권자취소소송 제도는 위와 같은 법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는 자의 적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사해

행위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행사방법의 문제
1) 현행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을 소

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채권자는 이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못하
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가 별도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익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 소송절차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마치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발표자의 주장과 달리 현행 민법상의 채권자취소 제도에
관한 판례의 정체성 혼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의 연구는
축적된 판례의 내용을 담아내는 동시에, 향후 판례를 선도할 수 있는 도그마적 법리
개발하는 데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판례의 뒤를 좇아 그 의
미 내용을 파악하려는 접근방법을 넘어 제도개선의 노력에 진략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자리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세션]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 친권남용 및 친권제한과 관련하여 1)

안 영 하*

Ⅰ. 들어가며
Ⅱ.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에 대
한 개념
Ⅲ.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친권 상실 등 친권
제한 관련 현행 규정
Ⅳ. 친권감독인 및 자녀복리를 위한 필요한
처분 제도 신설에 대한 제안

Ⅰ. 들어가며
친권이란 子의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친권의 효력으로서 子
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보호ㆍ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및 여기서 파생되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징계권(제915조), 子의 인도청구권 등이 있고, 子의 재산에 관
한 것으로는 子의 재산관리권(제916조), 법정대리권(제920조) 및 동의권 등이 있다.1)
과거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는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가족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되지 않았
다.2) 그러나 민법 제정 이후 친권에 관한 6차의 개정과 아동보호법 등 특별법의 제

*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제13판), 법문사, 2016, 428면.
2) 김주수ㆍ김상용, 상게서, 411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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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개정을 통하여, 현행 친권제도하에서 친권은 더 이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
리만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권은 그 명칭에 비추어 보면 부모의 권리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3) 즉 오늘날 친권은 더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4)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관된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라는 관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5)
이와 같이 친권은 子의 건강한 성장과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친
권자인 부모는 그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러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오히려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해악
을 끼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친권의 남용에 따른 친권의 제한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를 검토해보면, 과거에는 주
로 자녀의 재산의 보전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친
권자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친권남용의 문제보다는, 친권자인 부모의 子의 재산관리
권 및 법정대리권의 행사가 이해상반행위 등을 통하여 자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침으
로써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재산적 문제에 관련된 친권남용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207면.
자녀의 복리 원칙은 이미 실정법(민법 제912조)에 반영되어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획득
하였지만 이것이 곧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원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전형적인 문
제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원칙과 상충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나 이익 존중도
도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자녀의 복리 원칙의 적용국면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
을 초래한다고 한다(권재문, “자녀의 복리 원칙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접근”,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36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자녀의 복리 원칙에 대한 규범윤
리학적 분석이 부모의 징계권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아동학대의 금지라는 두 모순되는
개념의 조화로운 해석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녀의복리 원칙이 가지는
규범윤리학적 의미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권재문, 상게“자녀의 복리 원칙의 의미에 대
한 윤리적 접근”, 38면 이하 참조.
5) 이와 같이 친권의 개념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구조 및 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붕괴가 자리잡고 있으며, 가족제도의 변화에는 항상
그에 앞선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며, 가족법의 개정은 바로 이러한 변화
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11-412면).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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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을 원인으로 한 친권상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 및 징계권에 대한 남용이 있을 경우에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6) 생각건대 오늘날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더 이상 친권문제를 자녀의 재산 및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7)에만 중점을 두
어 검토할 것은 아니다. 즉 가정 내의 폭력 및 아동학대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
저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법 제915조는“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
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친권자에게는 명문으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6)

7)

권재문, “친권의 제한ㆍ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4;
권재문, “자녀의 복리 원칙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접근”,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권재문ㆍ강현아, “친족위탁에 대한 재평가와 친족위탁양육자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활
용-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발의를 계기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4; 김현수, “미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4; 류부곤, “아동학
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2015; 박주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7
권 제3호, 2015; 박주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아동
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안문희, “2014년 프랑스아
동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양혜원, “아동학대와 부모
의 친권에 관한 문제-영ㆍ미 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윤진수ㆍ현
소혜,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법조 제680조, 2013; 이노홍, “아
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이
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이
찬엽,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제20호, 2011; 임흥수ㆍ박송춘,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6. 이 이외에
도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다.
친권상실의 사유로서의 현저한 비행은 2014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친권상실의 대상이 된다. 다만 민법에는
현저한 비행을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복지법 제18조는“시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
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저한 비행도 여전히 친권상실 혹은 친권
제한의 사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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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친권자의 징계권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부모의 교육관 및 양육관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징계권 및 양육권의 범위와 이를 넘어서는 아동학대 혹은 친권남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신체적 체벌과 같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친권상실 혹은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8)
국가가 아무런 관여없이 그냥 방치하여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
과 같은 징계가 사회상규의 범위 내라는 판단 하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울러
징계권 남용 이외에는 완벽한 부모라고 할 때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것는
것이 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인가? 혹 징계권에 대해서만 친권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친권에 대해서만 미성년후견을 하도
록 하는 것이 실효성 및 자녀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의문을 정리하여 보면, 예컨대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엄한 징
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는 양육관(혹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징계권의 남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연 현행 친권제한제도가 아동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하
고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9)
8)

친권의 상실 혹은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동의 복리
이다. 이러한 아동의 복리라는 요건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친권자의 친
권남용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1차적 판단과, 이러한
법원의 선고로 인하여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한 결과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
여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한지에 대한 2차적 판단이 필요하다. 1차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 판단을 통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에 대한 제한없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결
과가 발생한다.
9) 이러한 의문은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엄한 징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는 양육관(혹은 교육
관)을 가진 부모(다른 부분 즉 재산에 관한 부분과 일반적인 자녀 양육에 대하여는 정상
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맞도록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에 의하여 징계권의 남용
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부모의 친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이러한 부모의 징계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 이들 부모의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증진에 최선일까?
2. 재산관리에 대한 친권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선고를 통하여 양
육권에 관한 부분만 친권을 제한하고, 양육은 미성년후견을 통하여 함으로써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증진에 최선일까?
3. 양육권은 인정하고 징계권만을 제한하여 징계권만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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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오늘날의 모
습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와 징계권의 경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아
동학대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 등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도
록 하고 있는 현행 민법 및 관련 특별법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현행법의 규정
을 검토한 후 현행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가정 내의 아동학대
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
여 검토하는 것을 본 발표의 내용으로 한다.

Ⅱ.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1. 아동학대 실태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0)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9,214건이라고 한다.

10)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부모가 양육하는 상황에서 징계권만을 제한한다고 한
다면, 실제 자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양육하는 현실에서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와의 충
돌없이 징계권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
4.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친권
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친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한 징계권의 남용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문제는 없을 것인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
적인 방법은 없을까?
5. 근본적인 문제로서 징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2015년도의 현황보고서이다. 전
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5년 기준) 직원들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
용을 집계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2016년 9월에 발행되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된 자료이므로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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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11)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6,651건
(86.7%)이고, 동일신고는 87건(0.5%), 일반상담은 2,465건(12.8%), 해외발생사례는
11건(0.1%)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19,214건 중 재신고12)사례는 2,379건
(12.4%)이며, 2015년 신규신고는 16,835건(87.6%)이다.13) 또한 2015년도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평균 1.32로서 아동 1000명당 1.32명의 아동이 학대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숫자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
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
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
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14)

11)
12)

13)
14)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30면.
재신고란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8면).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7면.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02면. 현황보고서에서는 각 지역의 아동인구
와 관할면적,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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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피해아동 발견율15)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가해자별로 분석하여 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79.8%에 해당하는 9,348건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
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
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5,368건(45.8%), 친모는 3,475건(29.7%), 계모와 계부는 각각
237건(2.0%), 236건(2.0%) 순으로 나타났다.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473건)가 다양

한 매체를 통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
(8,843건)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16)

15)

16)

피해아동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
표는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01면 인용).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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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아동과의 관계17)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정서학대가 7,19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6,661건(37.7%), 3,175건(18.0%)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는
629건(3.6%)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18)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
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8,588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3,110건(26.6%), 사망 17건(0.1%)으로 조사되었다.19) 2015년 아동보호전문

17)
18)
19)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13면 표 인용.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27면 표 인용.
피해아동이 초기에 아동학대 가해자와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790건(15.3%),
친족(친인척)보호807건(6.9%), 장기보호 234건(2.0%),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1건(1.4%), 병
원입원 107건(0.9%), 가정위탁 11건(0.1%) 순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
황보고서,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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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3,110건의 사례 중 초기 분
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1,035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의 약 33.3%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20)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빈도가 많은데, 가정
내의 아동학대의 특성상, 신고 등을 통하여 사건화되는 비율이 아주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의 빈도는 조사
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주요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다음과 같다.

발생 일시
2015. 12.12.
2016. 1.15.
2016. 2. 1.
2016. 2. 3.
2016. 8. 2.
2016. 9. 30.

주요 내용
인천에서 몸무게 16Kg의 11세 여자아이가 2년간 감금된 채 학대받
다가 맨발로 탈출
인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던 초등생 최모 군이 숨진 지 2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
경기 평택시에서 계모로부터 락스 학대 등을 당한 7세 신군 사망
경기 부천시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던 13세 여중생이 숨진 뒤 11개월
간 방치되다 발견
인천에서 친모에게 학대받던 4세 여자아이 사망
경기 포천시에서 양부모가 6세 여자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방치한 끝
에 사망

이와 같은 최근의 사건 이외에도 아동의 방임 및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로
전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들이 있었다.21) 이러한 주요 사건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20)

21)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
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학대유발요인 및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
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조건부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 비가해보호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
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30-131면).
주요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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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를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진 가정 내
의 아동학대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주요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은 꼬리를 물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번째의 사례에서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또는 관련된 부분의 친권을 제한
할 수 있었다면 세영이가 목숨을 잃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형법상 학대죄22)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
죄이다. 보호자 또는 감독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이며,

① 1998년 영훈이 남매 아동학대사건

22)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 제작진 발
견 당시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격 및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등에
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찍혀 퉁퉁 부어있었으
며, 2주 가량 굶어 위장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누나는 이미 아사해
마당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학대의 주범은 계모였다.
② 1999년 신애 사건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 당시 9살
이었던 신애는 희귀 소아암을 앓아 몸이 마르고 복수가 차올라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
가고 있었다. 신애는 카메라맨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치료받고 아이들과 뛰놀고
싶다”고 말해 많은 시청자들이 슬픔을 같이 했다. 그러나 신애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하며 신애의 치료를 거부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였다.
주위의 설득을 통하여 국민들이 모은 병원비로 수술을 하여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으나,
신애의 병은 재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http://blog.naver.com
/karmilo18/220603597700 참조하였음.
형법 제273조 제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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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한 사람의 인격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23) 이와 같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대한 규정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커지고 아동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에 따라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및 아동학대로 금지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학
대24)를 정의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5)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하여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신체
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및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26)27) 이에 기초하
23)
24)

25)

26)

김신규, 형법각론, 청록출판사, 2015, 130면.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학이나 법학 중에서도 민법 혹은 형법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되는 아동학대 혹은 징계권의 남용
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2014년 1월에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이라도 약칭한다)도 제2조 제4호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동
학대의 정의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
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
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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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방안 안내서28)에서는 아
동학대의 유형을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29), 성적 학대로 구분하고 있고, 아
동학계와 사회복지학계의 많은 연구들도 아동학대의 유형을 이상과 같은 4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30) 생각건대 아동학대란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31)32) 학대는 반드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단 1회의 학대라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27)

28)
29)

30)

31)
32)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처벌의 수준은 매매행위(10년 이하의 징역)와 음행매개 및 성적 학대행위(10
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비슷하게 높게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및 방임행위는 동일한 수준(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각종 금품수수 및 부당사용(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곡예를
시키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순으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다(아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학대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절차와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를 제외하면 형법의 구성요건이나 아동
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다만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형사절차의 특례규
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특례법이 부모와 같은 보호자와 피
해아동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는 취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류부곤, 전게논문, 141-142면).
보건복지부, 2008.
형법의 체계와 학대죄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에 따르면 형법상의 학대행위에는
정서적 학대나 폭력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상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학대에 정서적 학대행위
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가혹행위나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류부곤, 전게
논문, 143면).
임흥수, 박송춘,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
권 제1호, 2016, 132면.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52면.
단순히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학
대의 개념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학대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판례는“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
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
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도223 판결)고 판시하여 학대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익침해행위의 수
준을 유기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개념과 형법상의 학대개념에 대
한 구체적인 차이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해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류부곤, 전게논문,
14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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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친권상실, 친권의 일시정지 및 친권의 일부제한이 가능하
다.33) 또한 부모가 자녀의 건강, 생명 등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표시(예컨대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아동의 생명
등이 위험에 놓이는 형태의 방임도 아동학대이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34) 물
론 이와 같은 경우 1회성의 동의일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의 일부
(예컨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를 제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35)

3. 아동학대와 징계권의 경계
친권자인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가 앞에서 살펴본 아동학대로까지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
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징계권이고, 어느 정도부터 아동학대라고 할 것인
가?36) 형사처벌 혹은 친권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측면에
서, 아동학대와 교육 및 양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허용되는 징계37)를 구별하기는 정
33)

34)

35)
36)

37)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직까지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바로 친권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우선 친권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한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53면).
민법 제922조의 2.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서 친
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67-468면.
가정내 아동체벌관련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노홍, 전게 “아
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132면 이하 참조.
2011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학생에 대한 직접 체벌은 금지되었다. 초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해“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
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
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접적
신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같은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체벌금지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은
허용된다는 점, 여전히 학생체벌에 관한 민ㆍ형사적 사건에서 교사의 훈육적 체벌권이 정
당사유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노홍, 전게“아동
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139-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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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훈육의 방식과 수준
에 대하여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38)
이와 관련하여 친권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39) 이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는 친권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방법도 친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의 방법으로 아동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인정되는가? 우리 민법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며,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자녀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15
조). 이러한 징계권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육체적 체벌로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법상의 학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
도이다.40)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무리 교육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을 발생케 할 경우에는 학대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단순한 육체적 체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정
신적 육체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학대행위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41)
38)

39)

40)

41)

류부곤, 전게논문, 150면.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는 문화적 관습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데, 유교적 전통을 이어받은 가부장적인 국가(사회)에서는 아동훈육의 수단으로 유형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국가에서는 훈
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학대로 보지 않는 반면 미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를 학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인종적인 차이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이찬엽, 전게논문, 348면).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마514 결정.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
적 요소로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
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
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
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
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대법원 1986.07.08. 선고 84도2922 판결.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
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이찬엽, 전게논문, 348면. 같은 견해로“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가혹한 훈육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기준은 결국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
저한 위험이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유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류
부곤, 전게논문,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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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육체적 체벌행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의 대
상인 아동에게는 육체적인 결함은 미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상처는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친권의 내용인 징계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징계권에는 육체적인 체벌 및 정신적인 학대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설령 교육목적
이라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신적 학대행위가 있으면 이는 징계권의 범위
를 벗어난 남용이라도 생각된다.42)
아동에 대한 학대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훈육과 양육방법이라는 이유만으
로 육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징계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아
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라도 육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는 징계권의 남용이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법원칙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육체적 징계행위 등과 같은 학대행위는 징계권에
포함될 수 없고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 목
적만으로 행해진 육체적 체벌과 같은 징계권을 남용한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형사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법원은 친권자인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징계목적과 징계방법으로서의
육체적 체벌의 회피가능성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양육여건 및 양육사정 등을 종합하
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3)44) 이와 관련하여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42)

43)

동지 : 윤진수, 전게서, 213면. 윤진수 교수는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하여 여
러 차례에 걸쳐 가정이나 학교 기타의 모든 다른 기관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2015년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5
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충을 가하여
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징계권에 육체적 체벌이 포함되지 않는 근거로 보
고 있다.
물론 아무리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체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의 남용이고 아동학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적으로 친권의 제한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형
사적 처벌문제와 민사적 친권제한문제는 분리하여 검토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아동의 복
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친권 특히 양육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설령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
더라도 현행 친권 제한제도에 의한 친권상실이나 일부 제한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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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학대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정립한다는 법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행해지는 부모의 훈육행위를 보장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일정한 경우에 학대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보완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에, 예컨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에“제17조 제3
호 내지 제6호의 행위가 오로지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형법상의 상해에 이를만
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규정의 신설을 제안
하는 견해가 있다.45) 그러나 오로지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이고, 형법상의 상
해에 이를만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
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남는다고 생각된다.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아동의 훈육과 교양이라고 하더라
도 학대죄 등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다시 그러한 체벌 등 학대행위가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46) 생각건대 훈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
각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현행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47) 만약 부모가 아동학대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44)

45)
46)

47)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하여 프랑스 민법 제378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의 형사판결의 정범, 공동정범, 종범일 경우 또는 그들의 자녀에 의한 범죄
행위의 형사판결의 공동정범, 종범일 경우 또는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한 범죄행위의 형사
판결의 정범, 공동정범, 종범일 경우에는 그의 친권의 전부상실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아동보호법 개정안 제20조는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
다. 즉 친권의 전부상실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삭제를 제안하고 있는
데, 가능성의 삭제를 통해 프랑스 민법 제378조가 규정하는 형사범죄의 판결을 받은 부
또는 모의 친권의 전부상실을 확정해 해당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한다(안문희, “2014년 프랑스아동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94-95면).
류부곤, 전게논문 151-152면.
발표자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여 형사적 처벌을 부정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명문으로 규
정을 한다면 친권자인 부모는 징계행위로서의 육체적 체벌이나 정신적 가혹행위가 허용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러한 오해로 인한 징계행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불상
사가 발생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징계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되는 행위
를 교육적 목적으로 행하였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것을 명문화를 하는 것에 대
하여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대체적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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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일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이러한 학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고 생각된다.48) 따라서 양육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 및 정
서적 학대 등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49)
친권자인 부모에게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 이러한 양육권
및 징계권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50)

48)

49)

50)

즉 대법원 1986.07.08. 선고 84도2922 판결에 따르면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고,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도 아동학대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
재와 같이 부모의 징계권을 폭넓게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게 행한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가 오로지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형법
상의 상해에 이를만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서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좁
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하여는 치료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라
도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정서적 학대행
위를 하는 대다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있
다. 일응 이 주장이 모순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행 법체제에서 민사적
방법이나 행정처분으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처분을 행하기 어
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정서적 학대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학대를 훈육의 일종으로 생
각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대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면서도 강박적 내지 충동적
으로 학대를 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처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정서
적 학대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이나 가해자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치료처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수
단이 형사적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한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자 및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처우를 위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기능하여야 한다는 치료적 사법의 이념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형사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류부곤, 전게논문 147면). 이러한 비판에서 보더라도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
게 아동학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민사적 근거규정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가정내 아동체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아동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경우만 금지하고 국가
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금지원칙의 도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모 및 양
육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아동의 권리보장이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노홍, 전게논문,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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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친권 상실 등 친권제한 관련 현행 규정
친권의 상실 혹은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및
아동상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친권의 제한에 대하여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친권의 상실과 친권을
일정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친권의 일정 부분만 박탈하는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친권자 및 친권상실 등과 관련된 민법
주요규정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친권상실, 친권 일시정지 및 친권의 일부
제한에 관한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요건 및 관련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친권자 및 친권상실 등과 관련된 민법 주요규정의 변천과정
친권과 친권의 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를 아동의 복리라는 친권법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기 위하여, 친권제도에 대한 우리 법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친권제도에 대한 민법의 태도 및 친권자에 대한 규정
및 친권남용 등이 있을 때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정민법부터 6차 개정을
통한 현행규정까지의 주요한 법규정을 기초로 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51)
[제정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에 있는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

51)

친권자 및 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친권의 남용에 대한 해석
및 대안제시를 함에 있어서 현행규정이 상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간단히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조
문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발표내용과 관련된 친권에 대한 민법의 태도, 친권
자 결정 및 친권제한에 관련된 주요 조문만 발췌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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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정민법하에서는 부만이 친권자이고, 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으며, 이혼시에는
부만이 친권자였으며, 이혼 전 부가 사망한 경우 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었으나, 친
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친권을 상실하였다.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자녀는 친권자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간접적으로 두고 있었다. 또한 친권의 상실과 관련하여서는 친권상실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
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었다.
[77.12.31. 개정법]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
②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친권이 가부장권
의 일부라는 사고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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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3. 개정법]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
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존의 조문을 재구성하여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
로 개정하여 친권이 부모 공동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고가 도입되었다. 또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모가 자녀와 가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
우 개정 전에는 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으나, 모를 친권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
여 친권이 부모의 공동의 권리이자 의무로 하였다.
[2005.3.31. 개정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
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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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
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
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
다.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52) 협의이혼시 친권을 행사할 자를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53) 재판상 이혼 등에서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함으로
써54) 부모가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를 방지하였고55), 자녀
52)

53)

54)

55)

2005년 개정법 제910조에서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
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친권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
다.
개정 전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반드시 법원은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
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
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
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므
239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되고,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전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친권자를 정하는 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즉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005년 개정전 민법 제90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하지 않아서 자녀에 대
하여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으나, 이 경우 자녀가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는 경
우도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협의
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협의가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당사자인 부모들이 친권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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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하여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
리증진에 진일보한 입법이었다. 또한 친권행사의 기준규정을 신설하여 친권을 행사함
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이 자녀
에 대한 부모의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면서 올바른 자녀양육을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56)
[2007.12.21. 개정법]

제909조(친권자)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
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
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이혼시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자녀가 친권의 보호로부터 방치되는 일
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 친권자를 협의로 정한 경우 이러한 협의가 자의 복
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자녀의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57)

56)

협의할 수 있다면 협의된 내용을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이러한 합의
를 심사ㆍ검토한 결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
거나 직권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
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15면).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서“가정법
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
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14-415면 참조.
친권은 부모의 절대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모에게 인정
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이러한 친권제도는 ‘친권행사의 유일한 기준은
子의 복리’라는 원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데, 개정민법은 이로써 현대친자법의 중심
이념을 명문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28면). ‘친권행사
의 유일한 기준은 子의 복리’라는 원칙은 뒤에서 살펴 볼 친권남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
한 기준이며,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친권남용 시 친권제한에 대한 규정의 타
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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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9. 개정법]

제909조의 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항 이하 생략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입법태도가 잘 드러났다고 하겠다. 즉 이혼 등으
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정 전에는 정지되어 있던 타방 부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자
동적으로 친권자가 되었으나,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가정법
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
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
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58)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57)

58)

2007년의 개정법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결정 등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규정도 신설되었다(제836조
의 2 제4항 신설).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 종전의 실무(친
권자동부활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생존친이 혼인 중에 자녀
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친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친의 친권을 자동으로 부활시키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회복불가능하게 침해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이미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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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
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진일보한 규정이다. 또한‘자녀의 복리’가 친권행사에 있어서는
물론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는 원칙을 선언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이었다.59)
[2014.10.15. 개정법, 현행 규정]

60)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
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개정 전의 친권의 상실에 관한 제3관을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 및 일부 제
한으로 개정하고 관련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였다.
개정 전에는 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61)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자녀 보호에 가장 최적인 보호제
도를 택함으로서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62) 또한 친

59)
60)

61)

는 점을 들면서 개정 친권법은 바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17-418면).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29면.
2014년 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재문, 전게“친권의 제한ㆍ정지 제도 도입을 위
한 검토사항”, 34면 이하 참조.
기존의 친권상실선고제도는 부모의 친권남용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적합한 미성년후견인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친권상
실이 선고되면 제대로 해당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제
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주영,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3호, 2010, 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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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의 도입하였다(제922조의2 신설).

2. 아동학대와 친권의 상실 및 친권의 일시 정지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아동의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만 한다.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3) 이
하에서는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와 관련된 요건으로서의 아동학대에 집중하여 검
토하기로 한다.

(1) 친권상실 및 친권의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서의 아동학대
1) 민법의 규정

민법 제924조 제1항에서는“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
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친권상실 및 친권의 일시 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친권상실
및 친권의 일시 정지의 원인으로 친권의 남용과 이러한 남용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침해를 상정하고 있다.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을 자의 복리실현에 현저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
을 말한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다.64)65) 이러
62)
63)
64)

65)

현행 규정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여기에서 따로 소개하지는 않기로 한다.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49면.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51면; 송덕수, 친족상속법(제2판), 박영사, 2016, 217면; 윤진수,
전게서, 233면.
이 이외에도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제3자(예를 들면 조부모)와의 만남을 금지하
는 행위 등도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51면.). 그
런데 이러한 행위가 앞에서 본 다른 사유와 같이 절대적으로 친권 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의문이다. 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158

한 친권의 남용은 친권 본래의 목적인 자녀의 복리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적극적 남용)은 물론, 의도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자녀
의 복리를 해치는 것(소극적 남용. 예컨대 방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66) 친권자
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자신의 친권의 내용인 양육권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
로, 이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상
실 또는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자녀의 복리를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단순히 친권자
의 친권남용행위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정하여
서는 안된다. 즉 친권의 상실 혹은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
한 요건은 아동의 복리이다. 이러한 아동의 복리라는 요건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
여야 한다.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과,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부 제한하는 선고를 한 결과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2차적 판단이 필요하다. 1차적 판단 결과 남용행위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해하
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2차적 판단을 통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에 대한 제한없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더 유리하므로 법원은 친권의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선고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67) 아동학대 등 친권남용이 있는 경우에 친
권상실의 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규정에 의하면 자녀 자신도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66)
67)

데,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 2). 생각건대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만남을
인정할 지의 여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교육관 혹은 양육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과도한 배제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정도
의 수준이어야만 친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51면; 윤진수, 전게서, 233면.
물론 최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친권상실선고 대신 친권 일시 정지나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에 대한 판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없
이 현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친권남용행위로 인
한 아동의 복리에 대한 1차적 침해는 있는 것이므로 아동보호에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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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부 제한에 대한 청구권자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스스로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을 실효
성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법적으로도 부모에 대해 자녀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특별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8)
2) 아동복지법 등 특별법

①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
우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8조).69) 민법
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친권상실 선고의 원인으로서 아동학대를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70) 동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68)
69)

70)

권재문, 전게“친권의 제한ㆍ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51면.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
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
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
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
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
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
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아동복지법에서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의 원인으로 친권의 남용과 아동학대를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정
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 있으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여
야 하는데, 이를 심판하는 법원에서는 민법의 친권상실의 요건에 맞추어 아동학대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친권을 남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이로 인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
나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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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니라 청구하
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이러한 청구권은 없지만 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이나 검사에
게 이와 같은 친권의 상실이나 제한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
고, 이들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71)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72) 피해아동의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이는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
71)

72)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
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
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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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강제하고 있다.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다만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를 청
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의 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
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와 같은 기관과 그 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사가 이러
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의하여 친
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
을 존중하여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의 미비점73)들을 수정ㆍ보완하여 아동학대사례의 개입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새로이 만든 법인 아동학대처벌법74)에서도 친권자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
르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75) 동 법에 의하면 아동학
73)

74)

75)

아동복지법은 당초부터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 아니라 미아나 기아 등
의 요보호아동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률이라고 한다. 점점 아동학대문제가 피할 수 없
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무렵인 2000년에 전면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아동학대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게 되었고, 그 후에 몇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보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피해아동의 보호 등
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들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
인 규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활이었다고 한다(박주영, 전게“학대피해아
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354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조). 또한 아
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인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으로 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본관할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
법 제18조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
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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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
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동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일반인과는 달리 아동과 관련된 특수한 직역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아동학대처
벌법 제10조).

(2) 아동학대의 경우 친권상실 또는 친권 일시 정지 선고의 효과
친권상실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권자는 친권을 상실한다.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의 친권만이 상실된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되고, 친권자
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된다.76)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 부모의 다른 일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생존하는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27조의 2 제1항, 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그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
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 2 제1항, 민법 제909조의 2 제3항).77)
친권 일시 정지가 선고되면 친권자의 친권은 일시 정지된다. 친권의 일시 정지는
친권을 영구히 박탈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친권 전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
동의 복리에 유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78)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76)
77)
78)

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
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윤진수, 전게서, 234면.
송덕수, 전게서, 220면.
친권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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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사항,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민법 제924조 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
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 제3
항). 이러한 친권의 일시 정지는 친권을 영구히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로 치료거부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치료
가 필요한데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 효용성이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통하여(민법 제922조의
2)79), 아픈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데, 가령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통하여 자녀를 병원에 입원하
게 하여 치료하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더라도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료계약
을 해지하거나, 거소지정권 또는 자녀의 인도청구권을 주장하여 법원의 조치를 무력
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제도도 도입하였다고 한다.80) 이 견해는 일면 동
의가 되지만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친
권의 일시 정지제도 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친권 일시 정지제도와 일부 제한제도를 혼용하여 친권의 일부를 일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친권의 일시 정지제도는 친권의 전부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의 치료거부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전체 친권을 정지시키
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생각건대 아동의 치료에 필
요한 양육권 중 신상감호에 관한 부분만 일부 일시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

79)

80)

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의 2 제1
항). 따라서 친권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제한하여야 하지만, 친권의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
라 일정 기간 동안에만 친권 전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이 아니라 친권 일시 정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922조의 2(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송덕수, 전게서,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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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친권 일부의 일시정지도 해석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81)82)

3. 아동학대와 친권의 일부 제한
(1) 친권의 일부 제한의 요건으로서의 아동학대
1) 민법의 규정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
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
다(민법 제924조의 2).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
는 것이 일차적 요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해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는 것이 이차적 요건이 된다.

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것
민법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의 예시로 징계를 들고 있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인정되지만 체벌을 통한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행위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아동학대가 된다는 발표자의 입장에서
는 친권의 일부 제한제도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건으로서 친
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객관적으로 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되고,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83) 또한 친
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84) 이러한 사유
81)
82)

83)
84)

송덕수, 전게서, 222면; 윤진수, 전게서, 238면.
친권의 일부를 일시 정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친권제한ㆍ정지제도 도입 개정위원회에서는
친권의 일부제한과 일시정지를 결합한 형태 즉 친권의 내용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친권의 전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한 일시정지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명시
하는 것 대신 친권의 일부제한에 대해서도 실권회복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권재문, 전게 “친권의 제한ㆍ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37-38면).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63면.
친권 일부제한의 요건인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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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려되거나 친권자가 자녀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한 의료행위를 거부할 의도를 가지고 의료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소지정권 또는 자녀
의 인도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85) 물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친권의
일부 제한은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제도와 결합하여 행해질 때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②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요건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제한에서는‘현저히’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있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이므
로 단순히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의 일부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만 친권의 상실선고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복리에 대하여는 2단계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친권자의 부적당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하거나 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인지의 여부와, 2차적으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선고를 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의 아동복리상태와 친권행사의 제한없이 현상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아동의 복리상태와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만약 친권을 제한하여 후견
을 개시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선고를 하여서
는 안 될 것이다.

85)

예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63면). 생각건대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특히 민법이 예시로 들고 있는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권의 남용 등
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말 유용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신의 교육
관에 따라 신체적 징계를 행할 때, 이러한 징계행위가 남용으로 인정되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자
의 친권행위가 재산관리 행위 등에서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
의 교육관에 따라 징계권의 남용으로 발현되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면, 전체 친권을 상실
시킬 것이 아니라 친권 중 양육권 및 징계권에 관한 부분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
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의 일부 제한은 충분히 유용한 제도이
고, 경우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제한제도와 병행하여 행사한다면 자녀의 복리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진수ㆍ현소혜,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법조 제680조, 2013,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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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의 규정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친권의 일부 제한에 대한 청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86) 그러나 검
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로서 친권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 법원 스스로도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87)88) 및 보호처분89)으로서 친권 권
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임시조치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종국적인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동의 구체적

86)

87)

88)

89)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자녀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육권 등 일부만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대하여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
된다.
이 경우 판사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 제1항). 다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친권의 제한은 임시
명령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
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라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
벌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신청된 수는 28건이고, 이러한 신청 중 실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건수는 7건이고, 법원에서 결정된 건수는 57건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152-154면). 검사가 신청한 건수보다 법원에서 인정한 수가 훨씬 더 많다. 이
는 다른 임시조치를 인정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별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최장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
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
각 초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으로서 친권의 제한 혹은 정지와 관련된 보호처분의 기간은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처분변경에 대한 규정이지만, 별도로 보
호처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호처분으로서 친권의 제한 혹은 정
지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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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아동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90) 이 경우 친권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친권을 남
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2) 아동학대의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의 효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한다면 양육권 혹은 징계권이 제한할 수 있
을 것이다. 친권이 제한된 범위에서 당해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정지된다. 이러한 친
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자의 친권을 전부 박탈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한 범위에 대
하여는 친권을 영구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더 나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다른 부분에서는 자녀에게 문제가 없으나 교육에 대
한 철학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징계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자녀의
치료에는 동의하지만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서
만 친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공동친권자 모두 친권이 제한된다면 후견이 개시되지만, 만약 부모가 이혼하여 일
방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 부모의 친권 중 양
육권이나 징계권이 제한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자녀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과 같
은 상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제909조의 2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단독친권자가 양육권 혹은 징계권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 등의 청구권자는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심판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이 제한된 범
위에 한정하여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친권이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여 미성년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 2). 또한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새로 지정되거
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친권이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여 임시로 법정대리
90)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168

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 2 제1항에 의한 909조
의 2 제5항의 준용).91) 가정법원이 아동학대로 인하여 친권자의 양육권 등을 제한하
는 선고를 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
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 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권으로라도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임시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92)

Ⅳ. 친권감독인 및 자녀복리를 위한 필요한 처분 제도 신설에 대한

제안
1. 징계권의 남용 등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 현행제도의 분석
징계권의 남용 등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 현행 규정으로 친권과 관련하여 현실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가 있다.93) ①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를 통하여
친권 전체를 박탈하고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 ② 친권자의 친권을 일시 정지하
91)
92)

93)

김주수ㆍ김상용, 전게서, 475면.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임시로 후견인의 업무를 일정
한 자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법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
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
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야 한다. <개정 2016.5.29.>
물론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된다고 하여 항상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부
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친권자 모두가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되게 되면 미성년
후견이 개시되지만, 일방만의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면 타방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혼 후 부부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때 이
러한 친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다면 타방 부모의 친권이 개시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간편성을 위하여 부모 모두
의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논의의 폭을 제한하여 검
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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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지 기간 동안 친권 전체를 박탈하고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 ③ 친권자의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한하여 자녀를 친권자인 부모와 분리하여 양육에 관하
여서만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 ④ 친권자에게 양육권은 인정하되 양육과 관련
된 징계권만을 제한하여 징계권에 대하여서만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 ⑤ 친권
자의 양육권 혹은 징계권만을 일시 정지하고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94) ⑥ 친권
상실이나 일부 제한없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계속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엄한 징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는 양육관(혹
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과도한 육체적인 체벌과 같은 아동학대가 있는 경
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일까?95)
우선 신체적 체벌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에 대해 검토해보면, 만약 징계권의 남용
등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계속할 경우에는 아동의 복리를 위
해서라도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ㆍ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도 학대를 중단하
는 경우는 약 40-5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고 친권을

94)

95)

친권을 일부 정지하여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경우와 친권 중 양육권이나 징계권을 일부
제한하여 후견을 개시하는 것 사이에는 미성년후견이 진행되는 기간만 차이가 날 뿐 실
제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친권의 일부 정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엄한 징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는 양육관(혹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과도한 육체적인 체벌과 같은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의 친권의 제한
과 관련하여서는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1. 이러한 부모의 징계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 이들 부모의 친권 전부를 상실 혹은 전체
를 정지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최선일까? 친권상실선고의 보충
성ㆍ최후성 및 친권 일시 정지의 보충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재산관리에 대한 친권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선고를 통하여 양
육권에 관한 부분만 친권을 제한하고, 양육은 미성년후견을 통하여 함으로써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증진에 최선일까?
3. 양육권은 인정하고 징계권만을 제한하여 징계권만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한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부모가 양육하는 상황에서 징계권만을 제한한다고
하면, 실제 부모가 자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양육하는 현실에서 미성년후견인이 징계
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아동보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또한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같은 아동학대가 재발하지는 않을까?
4.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징계권의 남용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문제는 없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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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상실시키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다.96)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육
과 치료를 받은 부모의 50% 정도는 학대를 중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대나 유기
원인을 개선시키고 이를 확인한 후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보낼 수 있는 장치로서 친
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97) 현행 친권 일부 제한제도의
의하면 법원은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학대행위로 인한 형사적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친권자에게
보호조치로서 친권의 제한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
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98) 생각건대 재산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엄한 징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는 양육관(혹은 교육관)
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과도한 육체적인 체벌과 같은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99) 앞에
서 예시한 ①, ②의 방법과 같이 친권자의 친권 전체를 상실하게 하거나 일시 정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친권자에게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재산상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신분상의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민법 개정 전에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분상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

96)
97)

98)

99)

김상용,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고시연구 제26권 제6호, 1999, 84면.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3, 227-228면. 이 견해는 2014.10.15. 민법개정법에 의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친권
일부 제한제도로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
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가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형사적 처벌여부는 상관하지 않
는다), 이러한 아동학대행위가 오로지 자녀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행하여진 것이고,
이러한 아동학대와 같은 징계행위의 남용 이외에는 자녀에 대한 다른 친권부분의 행사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아동학대행위가 일상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 상실선고를 통하여 친권을 박탈하거나 친권 일부 제한 선고
로 양육권을 제한하여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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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행위에만 친권남용이 있었던 경우,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의 선고를 통
하여 친권의 일부만 상실하게 할 수 있었다.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서도 친권 전체에
대한 제한은 필요없고, 친권상실선고의 최후성, 보충성을 고려하고, 친권 일시 정지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도 가능하므로 친권
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는 이러한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③과 같이 친권자의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한하여 자녀를 친권자
인 부모와 분리하여 양육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이 아동의 복리 증
진에 적합할 것인가? 자녀에게는 가족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큰 행복일 수 있다.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아동에게 있어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아동
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친권 특히 양육
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 경우라고 한다면 설령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다.100)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데, 양육
관과 교육 방법에 대한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부모일 경우라고 한다면 자녀로부터
분리를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육현실을 보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위탁시설 등으로 보내서 양육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
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제한하여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를 해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01)
100)

자녀의 복리원칙에 의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전체적 평가이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복리란 철학적으로‘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성장ㆍ발달 과정
에 있는 사람이라는 아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행복 개념은 덕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녀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녀의 번영은 사회
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과 부모ㆍ형제자매와의 인간관계의 원만한 형성ㆍ
유지이므로, 인간관계나 성장발달이라는 요소도 자녀의 복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
(권재문, 전게 “자녀의 복리 원칙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접근”, 57-58면). 이와 같은 분석
을 따른다면 자녀가 기존의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인간관계
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101) 만약 친권자에 의한 자녀의 양육이 아동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친권을 제한하
는 선고를 한 경우, 누군가가 양육을 실제 담당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와
관련된 한 방안인 친족위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재문ㆍ강현아, 전게 “친족위탁에 대
한 재평가와 친족위탁양육자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활용”, 27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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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와 같이 친권자에게 양육권은 인정하되 훈육과 관련된 징계권만을 제한하여 징
계권에 대하여서만 미성년후견을 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징계권
의 남용으로 인하여 징계권만 제한한다면, 이 경우 아동은 여전히 친권자와 같이 생
활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징계권에 대하여서만 후견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징계권에 대하여서만 후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후견인의 이러한 징계권만에 대한 후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육을 하고 있
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관계는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
할 우려도 있다. 사실 이러한 경우 후견업무보다는 친권자가 그러한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예시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고 그냥 친권자
인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계속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된다.102)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징계권의 남용이 있어서 아동학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
사적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친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경
우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친권 특
히 양육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 경우라고 한다면 설령 아동
학대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
고103),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를
102)

이러한 자녀의 복리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친권의 일부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친권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여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
다고 한다. 또한 친권의 일부제한제도는 법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과도한 개입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박주영, 전게“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
권제한조치”, 371면).
103)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
할 것인가에 관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
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
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므
1458 판결)
물론 이 판결은 이혼 시 친권자도 정하는 기준에 관한 판결이지만, 친권의 제한 및 상실
과 관련된 심판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친권의 제한 등에 관
한 심판에서도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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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104)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고 그냥 친권자인 부모에게 자
녀의 양육을 계속 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부모가 계속 친권을 유지할 경우,
이에 대한 실효적 감시ㆍ감독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학대가 발
생한 경우,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하는 임시처분 및 보호처분은 현행법상 인정되
지만(아동복지법 등),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장래에 아동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되는 예시와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야 하므로, 설령 친권자인 부모에가 신체적 체벌 등과 같은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
다면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부모에게 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104) 2014년 개정 전의 민법 제924조는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도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
었다. 그런데 판례는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여, 현저한 비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친권자(미성년자의 모인 친권자는 간통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의 친권상실을 부정하고 있다(물론 이 사건의 경우
친권자인 모는 간통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
홀이 하지는 않았고, 자녀 중 1인은 자폐증환자이자 정신지체자로서 장기적인 가료와 특
수교육 및 보호를 필요로 하고, 다른 자녀는 이상비대증이 엿보이는 4세 남짓한 어린아이
로 모두 친권자인 모와 함께 살면서 양육되어 왔으며, 친권이 상실될 경우 자녀들은 따로
살아오던 76세의 할머니의 후견을 받아야 된다는 사정이 있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
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
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
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03.04. 자 93스3 결정).
이 판결은 현저한 비행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징계권의 남용과 관련된
친권의 상실이나 일부 제한의 경우에도 좋은 시사점이 된다. 즉 아동학대와 같은 징계권
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친권자에게서 아동의 양육권을 빼앗아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더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이나 친권
양육권의 제한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아동학대나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던 친권자가 계속하여 자녀의 양육을 할 때에는,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장래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 및 아동양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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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차원, 특히 아동의 양육상황 및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의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는 아동보호
방법은 없다.105) 기존에 아동학대가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가정보다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친권자의 아동학대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실질적으로 무죄가 된 경
우도 재발의 위험성이 높겠지만, 처벌을 받았으나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을 그
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더욱 더 재발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을 제
한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경우, 지난 시간동안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들
이106) 장래에는 실효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아동학대가 없었던 과거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므로, 아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고,107) 혹
시라도 아동학대가 다시 현실로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법적 관리의무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친권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감
시가 필요하다.108)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아동학대방지책이 없이 친권을 현상대로 유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에 의하면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예방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처분은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6) 아동학대의 신고, 범죄해당여부에 대한 조사,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행해지는 보호
처분, 법원에서 친권의 남용으로 친권을 제한할 것인지에 한 심리 등 일련의 모든 과정
들.
107) 물론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는 있다. 즉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녀를 계속 양육하여야 하므로 실질
적으로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의 상담위탁에 불과하다고 하겠다(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이와 관련하여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대상이 학대가해자인지 피해자인 아동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단순히 상
담위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제36조 제6항에서“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담위탁의 대상은 피해아동이 아닌 학대가해자인 친권자로 판단된다.
108) 친권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양육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다면 과거와 같은 아동학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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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킨다면 아동학대의 재발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되고, 다시 재발된 아동학대로 아동
에게 극심한 피해가 가해졌을 때 비로소 친권상실을 선고한다든가 형사적 처벌을 하
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법 제925조의 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서 친권의 일부 제한 등
의 선고는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자녀의 복
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가해자인 부모에게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ㆍ상담 등이 요구된다.109) 그
런데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에서 아동복리를
위하여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의 치료상담을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110)
109)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 비가해보호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가들에게서 주장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30-131면).
110) 물론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긴급초치와 보호처분 규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가해 부모에 대한 감호처분이나 치료처분
및 상담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처분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
료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처
분을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
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
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
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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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감독인 및 자녀복리를 위한 필요한 처분 제도 신설에 대한 제안
생각건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은 아동의 복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는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또한 친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를 위하여 친권감
독인 제도의 신설이 요구된다 하겠다.111) 즉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
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112)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친권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
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
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
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
육을 하여야 한다.
111) 아동의 복리에 필요한 처분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친권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일정부분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비용은 친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친
권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동의 문제는 개인의 문
제가 아니므로 국가책임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강조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용부담은
1차적으로 친권자가 담당하고,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형
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
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
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12)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친권상실, 친권 일시 정지
및 친권 일부제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과 관련된 경우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
는 것보다는 유지시키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제한을 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아동의 복리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의 선고 대신 친권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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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113)
또한 친권감독인은 친권에 따르는 자의 신상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114)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복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등]

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
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
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친권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복
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친권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감독인의 사무감독
의 범위를 정하며, 친권감독인은 정하여진 범위에서 친권자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친권감독인은 친권에 따르는 자의 신상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친권감독인은 제922조의 2, 제924조 및 제924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친권자에게는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상담기관의 상
담을 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 및 상담을 위하여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학대의 사유로 친권감독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친권감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동과의 지속적인 상
담을 통한 아동의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처분하고, 이러한 처
분에 따라 상담치료를 하는 기관이 친권감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친권감독인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성년후견인과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인에 국한되고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930
조). 이와 관련된 연구는 발표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114) 친권감독인은 또한 아동복지법 등 특별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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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7조의 2 제
3항을 준용한다.

3. 친권상실선고 또는 양육권 제한 선고를 통한 후견 개시시 비용의 문제
아동학대를 이유로 하여 친권상실을 판결할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양
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보호아동은 부모가 아닌 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 혹
은 가정위탁 양육을 통하여 보호받아야 한다.115) 물론 아동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
는 사람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족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친족을 미성년후견인116)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문제가 우선 발
생하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친족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아동의 양육비는 친부
모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친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실질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친족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양육을 할 때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의 양육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117)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가급적 1:1 또는 소규
모 양육이 가능하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계의 판
단이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개별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정위탁부모의 양성 및 관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5 전
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29-130면.)
116) 미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과 달리 1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법인을 후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지만, 본 발표에서는 이 부
분에 대한 논의는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미성년후견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권재문, “친권의 제한ㆍ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제28권 제1
호, 2014; 권재문ㆍ강현아, “친족위탁에 대한 재평가와 친족위탁양육자 지원을 위한 후견
제도의 활용-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발의를 계기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4;
김현수,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4; 박주
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
법학 제27권 제3호, 2015 참조.
117) 이와 관련하여‘공적 양육’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양육이라는 용어는 아
직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의 양육에 대해 국가 등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고 한다. 공적 양육은 좁은 의미로는 부모가 없거나 그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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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탁시설 등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비용문제가 가
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법에서는 비용보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

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일 뿐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보
호를 위하여는 국가가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차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후 해당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118) 이러한 비용적 문
양육이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국가ㆍ사회의
책임 하에 친부모 이외의 사람이 양육하는 것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자녀의 복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을 지원ㆍ보충하는 작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친자관계와 아
동복지에 관한 기본이념인 아동의 복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육에 대한 공적 개입
이 요구된다고 한다(권재문ㆍ강현아, 전게논문, 267-268면).
118)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비용의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역시 비
용부담의 선후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우선 국가가 부담을 하되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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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상실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동보호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는 강제규정으로의 입
법이 반드시 요구된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은 당초부터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 아니라 미아나 기아 등의 요보호아동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률이므로,
비용의 보조에 대하여서도 아동복지시설 및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비용
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아동의 양육은 공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친권의 상실선
고나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인한 후견의 개시의 경우에도 개인 후견인에 대한
지원의 강화에 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119)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선임후견인
의 공급부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20)

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국가적 비용의 증가라는 문
제가 있지만, 아동의 보호, 양육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
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
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19) 동지 : 권재문ㆍ강현아, 전게논문, 290-291면.
120) 선임후견인의 공급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권재문ㆍ강현아, 전게
논문, 289-291면 참조.

[제1세션 토론문]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에 관한 토론문
1)
*

권 재 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법학, 사회복지학, 아동학의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구대상인 ‘학대’는 목적과 수단이 모
두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말 그대로의 학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 각주
99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법상

의 친권상실이나 전면적인 친권정지 조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 발표문은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가벌적 행위를 한 경우’ 즉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상당성’만 인정되기 어려운 경계사안을 선정한 후 이런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민법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관련법까지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려면 친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확신범적
아동학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전제로, ⓐ친권감독인 제도를 신설하
고 ⓑ가정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론은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정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문나는 사항 두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로 친권의 상실·제한·정지재판에서 아동의 복리 심사와 관련하여 ‘2단계 판단’
이라는 구조를 제시하신 것으로, 즉 훈육목적 학대가 발생하면 일단 ⓐ“문제된 행위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일반
적 판단”을 한 후 이런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친권 상실·제한·정지를 통해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개별구체적 판
단”을 거쳐 친권의 상실·제한·정지를 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파악됩
니다. 이런 판단 구조가 제924조나 제924조의2의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것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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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입법론적 제안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현행법상의 친권 ‘제한’의 일환으로서 양육권 자체는 친권자에게 유보하되
‘징계권’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징계권에 관한 후견
인’이 개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발표문에
서 제안하고 있는 ‘친권감독인’이 선임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셋째로 가정법원이 친권 제한·정지 뿐 아니라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론에는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친
권자가 주기적으로 가정법원에 훈육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상담기
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런데 이런 조치를 친권 ‘제한’의 일종으로 파악하기 위한 해석론적 작업을 시도해 보
는 것은 어떨까요. 입법개선을 하려면 ‘예산수반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한’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더라도

일단은 친권·양육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내용 또는 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일부
를 제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좀 더 창의적(?)으로 해
석한다면 친권·양육권의 ‘질적’ 일부를 제한하는 것, 즉 친권 행사의 자율성의 일부
를 제한하는 재판도 제924조의2를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현행법의
해석론만을 근거로 하더라도 발표문이 제안하고 있는 ‘친권감독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아동학대뿐 아니라 아동과 관련한 모든 쟁점과 관련하
여 민법의 테두리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아동관련법 전반을 시야에 넣고 연구하는 새
로운 학풍이 진작되기를 바라면서 지정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세션 토론문]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에 대한 토론문
1)
*

이 은 정

발표자는 친권의 내용 중의 하나인 징계권과 아동학대의 경계, 부모가 징계권을 넘
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현
행법상의 문제점,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지속되거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만, 발표문과 관련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발표문 1면에서 서술하고 있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라는 관념이 통상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지 궁금하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있지만 ‘아동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다.
2. 발표문 30면에서 “설령 후견인의 이러한 징계권만에 대한 후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관
계는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도 있다. 사실 이러한 경우 후견업무보다는 친
권자가 그러한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표문 31면에서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고 그냥 친권자인 부모에게 자녀
의 양육을 계속 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부모가 계속 친권을 유지할 경우, 이
에 대한 실효적 감시ㆍ감독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발표문 33면에
서 ‘친권감독인’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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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자는 친권 제한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친권감독인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관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권의 제한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친권감독
인’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 보다는 친권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2) 친권의 제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친권을 감시, 감독할

필요가 없으며,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친권의 제한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친권감독인’ 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4) 만약 ‘친권감독인’제도를 신설한다면, 발표자는 누구를 ‘친권감독인’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제2세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유형별 고찰
1)
*

정 다 영

Ⅰ. 서론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관
Ⅲ. 위치추적기술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Ⅳ. 인터넷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Ⅴ.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검토
Ⅵ. 결론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1)2)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및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선을 모호하게
하는 기술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결합되고, 이들을 분석하고 활
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구현이 핵심요소로 기능한다.3)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WEF(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p. v.
2) Klaus Schwab은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내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이라고 말해 4차 산업혁명을 전세계로 화두로 끌어올
렸다.
<https://www.weforum.org/pages/the-fourth-industrial-revolution-by-klaus-schwab/>
3) 김인욱, “쓰나미 같이 밀려 올 것… ‘4차산업혁명’, 대체 뭐길래”, Korea IT Times, 2016.
11. 17.
<http://www.koreaittimes.com/story/62864/쓰나미-같이-밀려-올-것-‘4차산업혁명’-대체-뭐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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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
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구조적으
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당사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 혹은 오․남용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편익을 누리는 이면
에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단위로는 일견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를 집합적으로 수집․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경
우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침해 건수도 폭증하는 데 비해, 이
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자신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한 기술에 대한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범만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한 새로운
유형을 완벽하게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의 발전도 요구된다.
과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등의 직접적인
침해가 문제되었다면,4) 현대에는 그 유형과 형태가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는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
의 활용 및 공개범위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전으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경영전략기법은 다양한
업종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안전
하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불안 또한 늘어나고 있다.5)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람
들의 행동 패턴, 위치 및 이동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6) 소셜네트워크서비
4)

5)
6)

대표적으로 2011. 7. 21.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가 운
영하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던 약 3,5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들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3나20047 판결(현재 대법원 2015다
24904호로 상고심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현재 대법원
2014다20905호로 상고심 계속 중) 등 참고.
손현수, “각광받는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 법률신문, 2015. 8. 11.
미국의 한 가정집에 임산부 옷이나 아기 가구 등 출산용품 할인쿠폰이 도착하자, 이를 본
아버지는 쿠폰을 보낸 유명 대형마트인 타겟(Target)에 항의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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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사회에서의 법학적 인식 또한 시대의 조류에 따라야 한다
는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 동
향을 개관한 후, 위치추적기술 및 인터넷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사안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과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인터넷 방문기록 및 맞춤형 광고에 관하여 살펴보고, 인터넷상
지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인이 수집․재가공 및 작성한 자료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관
1.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정 과정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태동하였다.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논의는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황색
언론(Yellow Journalism)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구제논의를 위해 보통법
(Common Law)상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

함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7)

이후 사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의 자유(decisional

privacy)에 근거하여 사생활침해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논의되

7)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교생 딸이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형마트 마케팅팀에서 부모도 모르는 딸의 임신을 빅데이터를 통해 파
악하고 있던 것이었다.
Kashmir Hill, “How Target Figured Out A Teen Girl Was Pregnant Before Her Father Did”,
Fobes, 2012. 2. 16.
<http://www.forbes.com/sites/kashmirhill/2012/02/16/how-target-figured-out-a-teen-girl-was-pregna
nt-before-her-father-did/#60f6938834c6>
Charles Duhigg, “How Companies Learn Your Secrets,” The New York Times, 2012. 2. 16.
<http://nyti.ms/18LN5uz>
Warren, S. & Brandeis, L.,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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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960년대에는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떠
한 범위에서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정보 프라이버시
(information privacy)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및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 향상으로 인한 정보 감시(data surveillance)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8)
한편, 연방법을 살펴보면, 공정신용정보법(FCRA,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9)에서 자동 정보 처리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자신

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CPA, Electroni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에서 개인 정보통신 영역에

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금융 프라이버시법(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전자통신 프라이

버시법(ECPA, Electroni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 컴퓨터연결과 프라이
버시법(Computer Matching and Security Act of 1988) 등에서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호를 다루고 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
한 법률이기는 하나, 미국 프라이버시법(1974)에서는 ‘개인기록’을 당해 개인의 교육,
금전적 거래, 병력, 전과 또는 취업경력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의 이름 또는
식별번호․부호, 지문, 사진과 같이 당해 개인에게 고유한 식별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고 본다.10) 그 외에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규
제기관에서도 소비자 관련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규제한다.11)

2. 유럽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법제 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는 1995년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 보
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하여 규정한 EU 개인정보지침(Directive
95/46/EC)12)을 1998. 10. 발표하였고,13) 제2조 (a)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신원이 확
8)
9)
10)
11)

Westin, A.,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New York, 1967, p.7, p.158.
15 U.S.C. § 1681(1970).
5 U.S.C. §552a(a)(4) (1974).
손형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 제54집, 2014. 6,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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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14) 또한 EU 기본권
헌장15) 제7조, 제8조 및 여러 EU 회원국 헌법에서는 인권으로 인정된 개인정보 프
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를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2012. 1. 25.에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기존 법
체계를 개선하고 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보호 및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16)을 입안하였고, 초안 제3장에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주체가 데이터

의 활용에 동의하기 전에 충분히 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무권한자가 데이
터에 접근할 경우 데이터보호기관과 해당 정보주체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조 (2)에서는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
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1)에서 ‘정보주체’란 신원이 확인된 자연인, 또는 개인정
보처리자나 그 밖의 다른 자연인 혹은 법인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단에 의해서, 특히 신원확인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확인자, 또는 그의 신체적, 생
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동일성을 고유하게 나타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자
연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시민 자유, 정의 및 내무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LIBE)]17)가 제출한 절충안에서 동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규칙안
12)

13)

14)
15)
16)

17)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회원국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활동 등을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감독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Article 2(a), Data Protection Directive.
18 December 2000, OJ C364/1.
25 January 2012, COM(2012) 11. 여기서는 EU 기능에 관한 협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데이터 처리자가 EU 시민의 데이
터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데이터 처리가 EU 내에서 행해지는지에 상관없이 EU 데이터보
호지침을 적용한다.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0011 –C7-002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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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6조의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

면 정보관리자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주
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 및 자유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
의 관계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위원회는 가명화된 개인정보로 제한된 정보의 처리는 정보주
체와 정보관리자의 관계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한다고 추정한
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설명규정(Recital) 제38문].
나아가 가명화된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 이루어진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의 이익, 권
리 또는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규정(Recital) 제58(a)문]. 현실에서 이 규정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예를 들어 그 개인의 온라인 행위, 개인적 선호 또는 지역적 위치를
추적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별국가에서의 규정을 살펴보자면, 독일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를 인격
권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 12. 인구조사판결을 통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떠한 범위 안에서 개인의 생활관계가 공개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의 개인적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였다.18)

3.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인정
앞서 외국의 입법례나 규율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연을 살펴보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은 ‘개인정보’이다.19)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성
명권이나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20) 개인정보는 프라이버
시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21)

18)

19)
20)
21)

– 2012/0011(COD)),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Rapporteur: Jan
Philipp Albrecht, Brussels, 21 November 2013.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9권
2호, 2013, 277면.
孫亨燮, プライバシー権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東京大学 法学博士学位論文, 2008, 70면.
金載亨, “人格權 一般”, 民事判例硏究(XXI), 박영사, 1999, 645면 이하.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57호, 2011.12,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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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의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한정되는데, 프
라이버시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언론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한 경우 등에 대해
이루어져왔다.22)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생활을 공개하더
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왔으나,
현재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공개대상자의 동의를 일의적
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른바 ‘빅데이터’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합 및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언론에 의한 침해를 다루는 용어로 활용되어
온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법이 식별할 수 있는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핵심으로 프라이버시의 개념보다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3)도 있다.24)
대법원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
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
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5)
헌법재판소는 지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전산화ㆍ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
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
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판
22)

23)
24)

25)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
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梁彰洙, “情報化社會와 프라이버시의 保護”, 民法硏究 제1권, 1991, 514면.
Wacks, R.,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Law, Oxford, 1989, p.3.
한편, 이와 달리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견해도 있다. Westin, A. (2001) Opinion Surveys: What Consumers Have to Say about
Information Privacy. Prepared Witness Testimony, The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2001; Hann, I.H., Hui, K.L., Lee, T., and Png, I. (2002) Online Information
Privacy: Measuring the Cost-benefit Trade-off. ICIS 2002 Proceedings, Vol. 1. 다만 이러한 견
해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는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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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
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
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
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26)

4. 개인정보의 분류 및 범위
개인정보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주소, 성명, 성별, 나이, 의료정보, 사상, 신
념 등 그 중요도에 있어서 각기 차이가 있고 내용도 다양할 것이나, 개인에 관한 의
견 또는 사실로서 내밀하거나 적어도 그 수집․사용,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것27)이라면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다시 ① 개인의 도덕적
존재 자체에 대한 민감정보와 ② 개인의 도덕적 존재 자체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외적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로 나눌 수 있다.28) 여기서 민감정보는 정치적 견해,
신앙,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인종, 출생지, 보험 및 의료기록, 성생활 및 범죄기록 등
을 말한다. 과거에는 인터넷 혹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Software)29) 서비스 가입
당시 서비스제공자가 적시한 일정한 항목에 따라 제출한 개인정보내역이 이에 해당
하였는데,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 사상 등을 직접 표출한
경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정보의 범위에 있어, 현대사회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즉, 기
존에는 개인정보의 외연에 있던 부분도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
26)

27)
28)

29)

헌법재판소 2005. 5. 25.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
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Wacks, R.,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Law, Oxford, 1989, p.26.
佐藤幸治, ｢プライヴァシーの権利と個人情報の保護｣, 宮田豊教授古希記念, 国法学の諸問
題 ,嵯峨野書院, 1996.
원래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경우 운영체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 내지 프로그램을
가리키나,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른바 ‘앱’을 지칭하는 용
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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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범위에 포괄하여야 하는 것이다.30)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31)의 범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조합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일정부분 알아낼 수 있는 경우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섭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축
적․처리․복제․전송 및 가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통제’의 문제도 살펴보고
자 한다.

Ⅲ. 위치추적기술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위치추적기술의 활용 현황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32) 와이파이(Wifi),33) 비콘(Beacon)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30)

31)

32)

여기서 그림에서 ①로 표시된 동그라미 부분을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
시의 영역으로 보고(그림에서 채색된 부분은
개인정보와 구분되는 프라이버시 영역으로서,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외된
다), ②로 표시된 동그라미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즉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자체로서 혹은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
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③으로 표시된 동그
라미 부분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
보를 조합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여기서 ①과 ② 혹은 ①과 ③
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본문에서 말한 민감정보이고, ①의 테두리 밖에 있는 ②
와 ③은 외적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이다. 해당 그림은 손형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4집, 2014, 11면에서 일
부 변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도, 경도, 고도로 이루어진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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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지구 자기장의 왜곡을 측
정하여 건물 내에서도 1m의 오차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
는 기술도 개발된 바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치추적기술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재파악 및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동향 파악에 주로 활용되었다면, 이제는 위치별 맞춤형 지역광고,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빅데이터분석 제공, 금융거래안전, 긴급구조 등 보다 다양

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로 개발․활용되고 있다.34)
이 글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용자나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등의 침해보다는,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수집된 위
치정보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임에도 그 활용 및 공개범위에 있어 이용자의
예견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교묘한 양상의 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치추적기술 중 대표적으로 비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콘은 블루투스
(Bluetooth) 기술을 기반으로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장치를 말하는데, 신호 도달 거리 내(최대 50m 이내) 접근한
스마트폰에 특정 ID 값을 전송하면, 스마트폰 내 비콘 SDK가 내장된 서비스 앱에서
해당 ID 값을 인식하여 서버로 전달하고, ID를 가지고 있는 서버는 스마트폰 위치를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이벤트나 서비스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35) 현재 국내에서 비콘 서비스는 주로 스마트폰의 일정한 어플리케
이션(스타벅스, 시럽, 지마켓 등)을 다운받아 가입에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 어플리케

33)

34)

35)

<http://www.gps.gov/>
실내에서는 3G/4G/Wi-Fi 위치(‘Google 위치’ 혹은 ‘무선 네트워크 위치’로도 말함)를 사용
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반으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아 위치를 알아내게 된다.
정상조,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Law&Technology, 12
권 1호, 2016.1, 5~6면.
애플(Apple)은 2013. 6. WWDC에서 iOS7과 함께 ‘아이비콘(iBeacon)’을 공개하였고, 페이팔
(PayPal)은 같은 해 9. PC의 USB포트나 전원 콘센트에 삽입하는 방식의 매장용 송수신기
‘페이팔 비콘(PayPal Beacon)’을 공개하였다. 구글(Google) 또한 이용자 위치에 따른 상품
정보 및 쿠폰의 송신 등의 기능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진 ‘니어바이(Nearby)’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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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
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위치 정보의 합법적인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 과금 없이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Kakao Talk)의 경우
에도 이용자의 일정 부분 학습이 필요했듯이, 비콘의 이용에 있어서도 비콘을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방법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콘은 이용자가 상가 근처를 지나거나 방문할 때 쇼핑 정보 및 쿠폰 등을 제공하
여 실시간 마케팅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와의 거리 측정을 통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Navigation) 역할이나 대인 및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고, 현 위
치에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알림이라든지 박물관에서
전시물 소개 등 현 위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도 모바일 결제나 마일리지/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이나 홈 오토메이션, 커넥티드 카
또는 시설물 관리에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기능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디즈니사의 경우 2016. 7. 발 인
식 기술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36) 이는 이용자의 신발 스타일을 스캔하여 이
동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고객에게 놀이기구를 보다 짧은 대기시간에 효율적인
동선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이나, 신발 모양을 통해 개인을 인증할 수 있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러한 신발데이터에 이용자의 이름, 주소 및 관심사 등
의 인적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예상범위를 벗어나 활용될 여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근처에 있는 친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확
한 위치 보기’라는 항목을 통해 친구가 위치한 곳의 지명 및 해당 위치에 있었던 시
간까지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근처 몇 km에 있는지에 대하여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치정보에 대하여 동의 및 공유대상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자 습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
문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의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6)

전응준, “신발 추적 기술”, 법률신문,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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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
을 경우 사진에 자동으로 GPS값이 저장되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해
당 사진을 게시할 경우, 사진에 담긴 위치정보까지 태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SNS
에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 태그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해당 사진을 어느 장소
에서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이 비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설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기본적으로 사진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진을 공개할 때 원치않은 위치정보까지 전달될 위험을 감
수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위치정보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다. 휴가 중 저녁에 어디에
가느냐 등과 같은 모든 정보는 개인적인 삶의 일부이고 해당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
는다는 것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2014. 2.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스누핑’으로 물의를 빚었던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37)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38) 미국에서도
구글이 개인의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
으며 이것이 영리 목적이라는 소송이 38개주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38개주 법원은
만장일치로 위법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도청법을 위반했다는 판결과 함께 지난해

매출의 0.01%에 해당하는 700만달러(약 70억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글은 미국 대법원에 자사가 법을 어기지 않았고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에 나왔던 주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37)

38)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로 길거리의 사진을 실제 땅에 선 사람이 건물을 보는 각
도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3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수카메라의 렌즈가 11개이고, 360
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의 모습을 자세히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색자가 찾
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풍경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며 식당 간판이나 버스정류장, 교통표지
판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초행길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의 위치 뿐만 아니라 실제 와이파이를
통해 통신된 내용,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32건, 신용카드
정보 2건 등 개인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MAC주소 60
만 4,273건을 불법 수집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
1,23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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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다.

2. 위치추적기술과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용은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까지 공개될
위험을 안게 된다.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되거나 특히 제3자에 의해 도용될 위험 또
한 상존한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한 상당한 규제
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라 한다)에서도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와 개인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의 제
공 및 활용․이용에 대하고 규율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하면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파악한다(제2조 제1호, 제2호).39)
대법원판례는 아니나, 판례사안에서는 iPhone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기지국과
Wi-Fi AP의 위치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바 있다. 본사의 서버로

전송된 휴대폰 기지국위치, 셀ID(이동통신사가 기지국에 부여한 고유번호), 기지국
신호강도,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Wi-Fi AP: Wireless Fidelity Access Point)위치,
39)

한편, 사람 관련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함께 수집되고 이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로서 규율하면 족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사람
관련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도 있다. 구태언,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프라이버시 보호 신화에서 현실
로｣, 국회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주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Ⅰ 자료집, 2013.
3. 21, 41면.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식별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식별성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되었던 정보도 재식별과정을 통해 식별가능한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
가 적지 아니하여, 이러한 견해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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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주소, 무선접속장치 신호 강도와 속도 등의 정보를 토대로 삼각측량 방식으로

현재 단말기의 위치를 산정하는데, 수개월 간 휴대폰 소프트웨어 내 버그로 인해 휴
대폰 잠금상태에서도 해당 정보가 수집․전송된 경우, 고등법원은 이 사건 기기와
피고 애플(Apple)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 자체는 이용자를 특정
할 수 없는 정보에 불과하더라도, 문제된 휴대폰 단말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으
로써 그 단말기의 특정 이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결과가
되어 결국 ‘개인위치정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40)
최근에는 대법원이 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개인위치정보가 광주택시에 장기간 제공되어 원고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이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피고가 콜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5
초에서 1분 주기로 모든 회원 차량의 위치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KT IDC 센터
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하
여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택시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문자를 전송한 사안이었다. 여기
서 회원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회원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어 정보주체를 바
로 식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위치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기
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장소
등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택시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였고 그 기간
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시하였다.41)
40)

41)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21277 판결. 한편,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1가합7291 판결에서는 iPhone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기지국과 Wi-Fi AP의 위치
값만으로 그 단말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보아서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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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의 취급․처리방침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 PC판에 개인용 컴퓨터의 고유식별번호인 MAC 주소를 수
집하는 기능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42) MAC주소는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
기의 네트워크 접속기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에 생산자가 부여한 고유식
별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기 본체를 분해하여 랜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MAC주소를 수집한 업체는 이용자의 컴퓨터가 해당 서비스에 접속
한 기록 뿐 아니라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데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SK커뮤니케이션즈도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에서 MAC주소를 수집하기로 하였

으나 개인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에서는 “MAC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그 이후로도 2014. 6. 30.까지 카카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여전히
‘CPU 및 랜카드 정보 등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환경 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

집한다고 되어 있었다.43)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관리(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이론은 인터
넷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개인의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를 통제함으로써 프라이
버시 보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44)45)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러
한 통제권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터넷사이트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는 대부분 이
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매매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인터넷사이트를 거래할 때 가
입자 수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곧 해당 인터넷사이트가 보유
42)
43)

44)

45)

오예진, “카카오, ‘주민번호’ 해당 PC고유식별번호 수집 논란”, 연합뉴스, 2013. 6. 25.
한편 2016. 10. 18.부터 시행하는 ‘카카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게임서비스에서는 해킹 및 어뷰징 방지 등을 위해 여러분의 사전 동의 후
MacAddress가 수집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Metzger, M. J.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In Electronic Commer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2, No.2, 2007, pp.335-361.,
Stutzman, F., Kramer-Duffield, J. “Friends Only: Examining A Privacy-Enhancing Behavior In
Facebook. Proceedings Of The 2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10, pp.1553-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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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정보에 대한 매매라고 할 것이다. 만약 이용자들이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면
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매매가격의 결정
기준은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2006년 야후가 페이스북에게
10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 제안을 한 것도,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또한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2.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구글(Google Inc.)에서는 검색엔진, 지메일(G-mail), 캘린더, 포토 및 피카사
(Picasa), 드라이브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2. 3. 1.부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구글 계정의 모든 데이터를 구글 서비스에 접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
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되는 개인정보는 구글 이
용자의 로그정보(검색어, 사용환경,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쿠키, 전화번호 등), 위치
정보,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등으로 광범위하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 모
든 서비스 이용정보의 추적이 가능하다.46) 그러므로 이용자가 계정에서 직접 비활성
화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구글에서는 메일의 내용을 스캔하고 서핑 기록을 분석하
며 드라이브에 올리는 파일을 열람한다. 구글의 서버에는 메일, 검색 기록, 유튜브
영상 시청 기록, 스마트폰 GPS를 통한 날짜별․시간별 이동 기록,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포토에 올라가 있는 사진, 문서, 구글 캘린더에 올린 개인일정, 연락처에 저장
된 인맥, 구글 뉴스에서 읽은 기사 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
에서 관리하는 지메일로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한 메일이 오면, 구글은 자동으로 캘
린더에 해당 일정을 추가하고 호텔 위치도 표시해 주며, 구글 나우는 자신이 자주
보는 운동경기가 있다면, 계정 이용자가 궁금해할만한 운동경기가 있는 날 그 결과를
띄워준다. 또한 핸드폰에 위치 설정이 켜져 있는 경우 해당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에
는 어느 장소에서 찍었는지 위치 설정까지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이용자가 해당 계정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한 경우 그 기록이 전송되는
것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자 하여도 해당 서비스에
46)

이광욱, “Google의 새로운 개인정보정책의 법적 문제점”, 서울대학교법학평론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3권, 2012. 12,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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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하
게 된다. 여기서는 구글을 예로 들었으나, 구글 뿐 아니라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
대부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의 문제점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선택권이 실질
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이다. 구글은 개인정보통합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안드로이드폰에서 Play 스토어 및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은 구글 계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
지 않는 것이 어렵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어플리케이션은 Play 스토어를 통하여 설치
및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글의 개인정보통합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조차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구글과 같은 개인정보통합방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자 내지 서비스제
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할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로 변경한다면 각 서비스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하나의 서비스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
른 서비스에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인터넷 방문기록 및 앱 설치기록
구글에서는 크롬(Chrome)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웹 브라
우저’는 HTML 문서와 그림, 멀티미디어 파일등 월드 와이드 웹을 기반으로 한 인터
넷의 컨텐츠를 검색 및 열람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용어인데,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개발․배포한 인터넷 익스플로어(IE: Internet Explorer)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및 구글에서 개발한 크롬이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이다. 그런데
크롬 이용자가 자신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 특정 디바이스에서 인터넷 방문기록
을 삭제하더라도, 만약 인터넷 접속 당시 구글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였다면, 로그인한
상태에서의 인터넷 방문기록은 추후 계정정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정정보 중
‘로그인 및 보안’에서는 접속기록(접속 IP)이 남아있는데, 접속기록을 통해 GPS값을

추적하여 접속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계정정보 중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항목 중 ‘내 활동’에서는 로그인한 이용자의 검색, 이미지 검색,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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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Youtube에 대한 각각의 이용 비중 및 인터넷방문기록이 접속시간까지 모두 남아
있다.
한편, 미국 애플(Apple)사가 개발한 아이폰(iPhone) 이용자의 경우 자신이 설치하
였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록이 계속 보존된다. 이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지
운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기록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것이다.47)

4. 맞춤형 광고
보안업계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주의해야 할 사이버 공격유형으로 맞춤형 광고
(behavioral advertising)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손꼽고 있다.48) 사

물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을 기
반으로 모든 사물을 고유의 주소체계(RFID, 태그, 센서, 액추에이터, 모바일 등)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
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49)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예로는 검색연동
및 맞춤형 광고가 있다. 맞춤형 광고는 통상 쿠키(cookies)와 같은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어 이용자의 인터넷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
로써, 이용자에게 적합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문맥광고(contextual
advertising)가 키워드나 검색을 통해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

면, 맞춤형 광고는 빅데이터 활용기술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적시적소에 특정인에게 개인화된 광고를 제
공하는 것이다.50)
47)

48)

49)

50)

이와 달리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기본 설정에서는 자신이 설치하였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이후 자신이 설치하였던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학재, “내년 사이버공격, 모바일 타깃광고-IoT 해킹 본격화 예상”, 파이낸셜뉴스, 2016.
12. 4.
Ashton, K., “That ‘Internet of Things’ Thing,” RFID Journal, Vol. 22, No. 7, 2009, pp.
97-114; Gubbi, J., Buyya, R., Marusic, S., and Palaniswami, M., “Internet of Things (IoT): A
Vision, Architectural Elements, and Future Directions,”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Vol. 29, No. 7, 2013, pp.1645-1660
안정민,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a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커뮤
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30권 4호, 2013.12,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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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사업자들은 쿠키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단순히 추적하는 행위
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주체
로 하여금 정보수집 시 그들의 개인정보가 얼마 동안 저장될 것인지, 향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즉, 정
보주체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순간 그러한 공개에 수반되는 리
스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자신
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되므로 이후 그들
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광고의 경우 상당한 기간 이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행태를 관찰한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관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접근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고객의 기호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는 그 고객에 대한 판매를
늘릴 수 있지만 그 고객을 필터버블51)에 갇히게 할 수도 있다. 그 고객은 필터버블
안에 갇혀 더 이상 다른 재화나 서비스 또는 경험에 노출될 수 없게 된다. 판매이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고객 수요에 대한 조작행위가 그 고객을 직접 식별하지 않고
서도 가능하다. 이 고객들은 이전의 구매기록, 방문한 웹사이트 및 이용한 서비스를
토대로 재창조되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그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그 개인을 상업적 목표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특정 소비자 그룹에 대한 가
격차별과 약탈적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52)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와 가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존재하는 협상력의 비대
칭성을 계산에 넣으면, 최하층 서민들은 필수재나 필수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가격의
지불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상업적 정보관리자들이 신속하
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불만스러운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선
별해 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도 개인으로서 이용자나 소비자를
식별할 필요 없이, 그들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그들이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익명화된 또는 가명화된
51)

52)

For a detailed exploration of this phenomenon see Pariser,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Penguin Books, London, 2011.
Newman, N., “The Costs of Lost Privacy: Consumer Harm and Rising Economic Inequality in
the Age of Google”, William Mitchell Law Review, Volume 40, Issue 2, 2013. 9. 24.
<http://ssrn.com/abstract=23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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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만으로도 선별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EU 개인정보지침에서는 비록 고유개인식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쿠키
와 같은 익명의 정보 또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
용을 받는다고 본다.53) 또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규
율하는 e-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Directive 2002/58/EC, amended by
the Citizens’ Rights Directive (2009/136/EC)]은 이용자의 단말기에 쿠키와 같은 정

보추적 기술을 저장하거나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목적에 대한 분명
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4)

5. 공개범위의 설정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NS인 페이스북(Facebook)의 경우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경우, 그러한 내용이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제3자[이른바 ‘페친(페이스북 친구)’]에게 공개된다. 다만 공개되는 대상으로
서의 제3자의 범위는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공개범위 설정에는 ‘내 콘텐
츠를 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
에 대해 각각 ① 모든사람, ② 친구의 친구, ③ 친구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라는 매체가 애초에 ‘교류 내지 소통’와 ‘보여주기’을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페이스북 친구가 일종의 인기 척도로 여겨지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페친에게까지 간접적으로나마 나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사상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결과
가 초래된다. 다만,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의 활동내역이 특정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인터넷상 지인 활용
앞서의 논의가 개인의 동의가 습관적인 것이든 형식적인 것이든 어떠한 경위로든

53)
54)

Article 29 Working Party, 2007, pp.12-20.
Articl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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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
친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있다.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은 이용
자의 이메일 주소록에 접근해 초대장을 보내는 것인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란이 일은 바 있으며, 2016년 1월 독일 연방법원은 이용자의 이메
일 주소록에 접근해 초대장을 보내는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을 중지하라는 판결
을 내린 바 있다.55)
또한 논란 끝에56) 2014. 4. 9. 종료된 서비스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스폰서스토리
(Sponsored Stories)라는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용자의 친구를 거론하

며 “○○○님이 좋아합니다” 혹은 “○○○님이 (해당 광고)에 ***이라는 댓글을 남
겼습니다”와 같은 식으로 노출되는 광고형태를 말하는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해당 광고에 게재되는 것이었다.

7. 개인수집자료의 종합
인터넷상 디지털정보의 귀속에 대하여는 그 유형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
권이 인정되는 정보나 콘텐츠(contents)라면 이용자에게의 귀속을 쉽게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나 비공개정보, 계정(account) 및 접속정보(log)에 대하여는 재물성을 인정하
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평면을 약간 달리하여 일정한 자료를 사적인
55)

56)

베를린 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서비스와 약관은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연방정
보보호법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용자가 아
닌) 자신의 친구들에게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가입하라는) 초대메일
을 보낸 경우 ① 이러한 이메일의 전송은 사전에 수신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아 불
법 광고 메일의 전송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당방해행
위로 간주되고 ②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전자우편을 작성․전송할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므
로 공동불법행위자이며, ③ 초대메일의 수신자 전자우편 주소 이용시 수신자의 데이터 이
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보보호법 제4a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Retzer, K., “German court rules against Facebook’s ‘Friend Finder’”, Socially Aware, 2014. 3. 3.
<http://www.sociallyawareblog.com/2014/03/03/german-court-rules-against-facebooks-friend-finder/>
2011. 3.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들은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이미지(프로필사진)를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아니하고 광고 목적
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2012. 6. 합의조
정으로 결론지워졌는데, 그 합의조정안의 내용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어떤 활동이 다른 사
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에 사용되는지 당해 사용자들이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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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취합한 경우, 예를 들어 애플 아이튠즈(iTunes)57)나 구글 아트 프로젝트
(Google Arts&Culture)58)에도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로 한다. 우선 음원이나 명화 등이 공개된 것이라 하여도 개인이 수집․취합한 것이
라면 그에 대해 지배가능성이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면 직전에 로그인하여 정리해둔 상태대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자료
를 가치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구매한 것이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수집한 것이든 그 수집 및 정리에 대해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
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기보다는 ‘개인수집정보 관리
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정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회사의 툴(tool)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회
사에 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집이나 형식적인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내용적인 측면은 개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
에 있어서 공개된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예를 들
어 구글 아트갤러리에서 나만의 갤러리, 유튜브 재생목록이 이에 해당한다), 여전히
그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지식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
는 논의의 평면은 다르나 시사적인 판결이 있는데,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후 해당 계정을 현재 사
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이
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
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
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9)
57)
58)

<http://www.apple.com/kr/itunes>
<https://www.google.com/cultural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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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 등 구글서비스의 이용자들 및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메일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요청한 사
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글은 18 U.S.C §2709(c)(1), 18 U.S Code §1861(d)
등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 등 구글서비스의 이용자들의 구글에 대
한 공개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구글의 미조치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은 해당정보의 공개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60) 이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공개금지규정이 미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
유를 내세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문언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조차에 대한 알 수 없다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개금지규정을 막바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안에 적용하여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은 부당할뿐더러,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경과 무관하게 사법권을 확장해가는 국제적 사법 트렌드와도 맞지 않
는다.61)

9.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
59)
60)

6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한편, 기업메일 사용자의 구글본사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729호로 항소심 계속 중).
김경환,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 법률신문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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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들의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
다.62) 과거 기사가 계속 검색되는 것에 대한 삭제요청 사안에서 처음 대두되었다. 스
페인에서는 인터넷 검색도구를 통해 집 주소가 검색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가정 폭
력의 희생자, 대학시절 체포되었던 경력이 있던 여성 등 90명에 달하는 원고들이 인
터넷에서 검색되는 자기 정보를 삭제하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
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AEPD)은 청구인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forgotten or
right to oblivion)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2011. 3. 인터넷서비스회사 구글(Google)

에 원고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80여건의 기사를 색인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63) 이에 구글은 AEPD의 결정에 대해 스페인 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에
소를 제기하였고,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이 EU 개인정보지침의 ‘새로운 인터넷기술
환경에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는 ① 구글 검색엔진은 인덱싱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
처리․보관되는 것으로서 이 사안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검색
엔진 사업자는 그 활동체제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목적과 수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간주되며 ③ 검색엔진 측에서 제3자가 작성한 합법적 공표물의

검색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④ 잊혀질 권리 유무에 대한 판단
은 정보주체의 이익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고 보았다.64)
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칙 초안 제3장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되어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
62)

63)
64)

김혜진․강달천,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Internet&Security Focus, 한국인
터넷진흥원, 2013. 6, 8면.
Case C-131/12, Google v. AEPD & Gonzalez, 2014. 5. 12. 판결.
정찬모,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 분석”,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
스 자료집, 방송통신위원회, 2014. 6. 16,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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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
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ㆍ형량하면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잊혀
질 권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65) 한편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법률상 도입되어 권리의 주체 및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
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위 빅데이터 업체들이 트위터를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
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66)

Ⅴ.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검토
1. 인정 필요성
기존에 논의되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원을 살펴보면,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표현되는 프라이버시에서 그 외연이 확장되어 ‘개인정보를 통제

할 권리(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로 발전한 것이다.67)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거대 인터넷정보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능력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였다.68) 현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개인정보의 통제 여부를 논하던 과거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
다. 즉, 개인의 정보제공과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스스로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과거의 양태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는데, 다만 그것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 침해 양상이 보다 교묘해진 것이다.
새로운 개인정보는 이용자들이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SNS상의 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

65)
66)
67)
6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Westin, A.,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New York, 1967.
홍용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대검찰청, 국외훈련검사 연구
논문집 제28집, 2013, 8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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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 특징이 있다.69) 또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양자 구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이용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또한 문제된다.70) 오프라인에서는
한 번에 교류하는 타인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온라인상에 게시물을 올릴 경
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타인의 수는 통상 수 백명에 달하게 된다. 우선, ① 자
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타 이용자들과의 교류
를 위해 이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한 정보들이 이용자가 처음 의도했던 공
개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문제된다.71) SNS의 특성상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게시물의 공개범위에 포함된 타
이용자들이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② 자신이 직접 제공한 정보는 아니
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타인의 사진 또는 동영상에 태그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
다.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도 다른 경로로 영구적으로 보존된
다는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의 말72)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예상했던
범위보다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그 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구 시대의 것과 상이한 점이 적지 아니하다
고 보아,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칭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 성격
우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에서 찾든 헌법 제17조에서
69)

70)

71)

72)

오태원․유지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3권 제4호, 2001, 33면.
이러한 경우 타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수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사인적
효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4권 제2호, 2013. 8, 85면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당신이 인터넷에 무언가 게시(post)하
면 컴퓨터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한 바 있다.
Sullivan, D., “Transcript: Stephen Colbert Interviews Google’s Eric Schmidt On The Colbert
Report,” Search Engine Land, 2010. 9. 22.
<http://searchengineland.com/GOOGLES-SCHMIDT-COLBERT-REPORT-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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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든,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인격권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능하
다.73)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록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2002년 서울고등법원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
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ㆍ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ㆍ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논의를 새로운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74)

그런데 개인정보가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해 가치산정이 가능한 점,
특히 현대사회에서 맞춤형 광고 등은 개인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과거의 그것보다 재산적 성격이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사이트의 거래 당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2006년 야후가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치로 평가하여 인

수제안을 하였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으로 귀결된다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하여 가치의 본질이 순수한 경제적 가치에 있다
고 하기는 곤란하며, 그 대상범위 또한 인적 속성에 한정되지 않고, 비인격적 특징이
나 속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례의 판시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성격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과거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유형에 따른 분류

73)

74)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
집 17권 4호, 2013. 6.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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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①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한 자료(제1유형), ② 의견적 가치
정보를 포함한 자료(제2유형), ③ 사실회상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제3유형) 및
④ 사실자체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제4유형)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75)
이 견해에서는 제1유형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과 관련한 동
의를 받은 경우(A유형) 및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다른 서비스
를 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개인정보가 모여져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B
유형)로 나누고, A유형을 다시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면호, 여권번호, 전화
번호, 지문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판단을 일으키지
않는 유형의 자료(A-1유형)와 전과기록, 구매기록, 방문기록, 검색기록, 위치정보 등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A-2유형)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A-1유형
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정보주체의 법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
합하면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보관된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면서 범인을 식별하
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76)
위 견해에서는 제2유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현상에 대
한 판단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자료로 남기는 경우 등)를 말하고, 제3유형은 자신 또는 타인
이 사실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대한 내용전달을 하는 정보(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물
의가 되거나 특별히 개인의 생활에 대하여 알리고자 자료를 만들어둔 경우 등)를 말
하며, 제4유형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한 생활적인 모습 자체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예의 없는 행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녹화된 경우 등)를 말

한다고 한다.
위 분류법에 따라볼 때,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주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경우 제1유형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A유형)과 다른
서비스에서 동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가 모아진 경우(B유형)
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진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맞춤형광고 등의 경
75)

76)

전은정․염홍열,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
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22권 3호, 2012. 9, 250-253면.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
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10권 2호,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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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A-2유형에 해당하고,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어플리케이션 설치기록의 경우 그 자
체만 놓고 볼 때 B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취
향을 파악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A-2유형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일종의 정보권 및 정보이용권적 성격을 띤다. 그런
데 SNS상에 공개하는 나의 정보가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
려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난점이 있다.77) 여기서 굳이 ‘새
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발전해온 정보 프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해 온전
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3유형이나 제4유형의 경
우 타인이 남긴 기록이 인터넷에서 검색될 경우, 정보주체는 삭제나 검색차단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잊혀질 권리와 맞닿아 있다.

4. 개인정보의 포섭 범위
식별성 없는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나 물건위치정보는 일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
이나, 식별성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의 집합을 통해 식별성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78)79) 식별성 유무의 한계를 가름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
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77)

78)

79)

오태원․유지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3권 제4호, 2001, 34면.
‘외도 의심 배우자 추적, 채무자 위치파악, 헤어진 여자 친구 찾기’ 등의 목적으로 휴대폰
ㆍ차량 위치정보, 택배 배송주소 등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647차례에 걸쳐 의뢰인 1204
명에게 제공해 모두 10억247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모
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버와 교신하는 패킷(Packetㆍ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을 조작하거나 모바일 택배관리시스템에 접속ㆍ열람한 후 택배 배송지
주소 화면을 캡처하거나 전화로 불러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가 있었다. 당
시 해당통신사에서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도
현, “‘남편을 미행해 드립니다’ 사이버흥신소와 의뢰인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2016. 7.
4.; 박동해, “개인정보 빼돌려 10억 챙긴 사이버흥신소 일당 3명 구속”, 뉴스1, 2016. 7. 4.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뒷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이른바 ‘사이
버흥신소’가 2배 이상 증가한 3,0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책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 및 파탄에 기여한 책임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김성환․이현주, “간통죄 폐지되자… ‘사이버 흥신소’ 문전성시”, 한국일보,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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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증권시세 검색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USIM 번호, 개인 휴대폰번호,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수집해 두었다가 그 이

용자가 다시 접속하는 경우에 그 기기 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별도의 로그인절
차 없이 바로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관심종목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USIM 번호와 IMEI 일련번호가 기계적인 정보이기는 하지
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인적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개인이 식별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0) 여기서 법원은 추상적인 결합의
가능성만으로 개인정보로 포섭하였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인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인적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8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맞닿아 침해유형이 교묘해지고 있는 현
대의 상황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의 ‘개인정보’를 가능한 넓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점에서 위 판결례는 전향적이다.

5. 동의방식
빅데이터는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 웹서비스 분야에서 다량으로 생성ㆍ
수집 등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아마존(Amazon),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현대사회에서 급
부상하였다는 점은 시사적인 면이 있다.
빅데이터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
여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동의(Opt-in) 방식이 취해진다.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
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는 취득시에 그 이용목적을 특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23조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
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그 예외로 ① 법에 근거하는 경우, ② 생명 ㆍ 신
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본인 동의 얻기가 곤란한 때, ③ 공중위생 등을

80)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정상조,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Law&Technology, 제
12권 제1호, 9~10면,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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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하고 본인 동의 얻기가 곤란한 때, ④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
하는 경우로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법령의 사무 수행에 지장이 미치는 때에만 그 예
외로 하고 있다.82)
독일의 경우 연방정보보호법 제4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은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규정이 이를 허용 또는 지시하고 있거나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개인정보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수집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제2항 제1문), 관련 당사자의 협력 없이 수집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문). 여기서 동의는 관련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있
어서 예정된 목적 및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관련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라면 동의 거부의 결과에 대하여도 안내해야 하고, 동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형식이 적합한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형식을 요한다(제4a조 제
1항).

한편, 빅데이터 분석 업체나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을 나타내는 요소를 제거하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
를 취하기 때문에 안전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시 반드시 필요한 사전동
의(Opt-In)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개인정보 비
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방안’에 따르면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의 SNS 이용
이나 연결정보 등을 활용해 ‘재식별(특정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
는 것)’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습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서비스를 사
용하기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정보에 대
해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체크란에는 기본설정(default value, 디폴트 값)이 동의로 되
어 있는 경우(특정 항목에 대해 비동의를 하려면 비동의를 따로 클릭하는 등의 방식
을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의 범위,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시도
82)

손형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 제54집, 2014,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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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 제도는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 동의 제도를 관철하는 것도 사물인터넷이 대세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비현실적
이다.83) 이용자의 항시 동의가 없으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가 현재 있는
곳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위치가 추적되어야 한다. 이용
자가 현재 있는 곳이 바뀌었다면 그곳의 날씨를 새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가 날씨정보를 요구할 때마다 매번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공한다면 그 때마다 이용자의 일회성 동의가 수시로 요구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용자의
상시 위치정보 제공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고 있다.
정보 자체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사후에 정보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없다는 점이다.84) 이러한 점에서
사후에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법화하거나 지
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빅데이터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피
해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별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
출 피해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약하기 때문, 실제로는 언론을 통해서만 유출 사실이 보도될 뿐 기업들이 직접 유출
사실을 고객 등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6.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83)

84)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권 1호, 2016,
703-710면.
2015. 7. 23.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빅데이터’ 활용을 명
목으로 수집된 국민 4400만명의 진료ㆍ처방 정보 약 47억건이 다국적 기업에 팔려 불법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약학정보원과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인
IMS헬스코리아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환자정보를 넘겼다는 것이다. 손현수, “각광받는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 법률신문, 2015. 8. 1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유형별 고찰 / 정다영

217

서비스제공자의 본사가 국외에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서비스제공자의 국외서버로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애플이나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본사서버로 이
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깊이 있는 논의가 없다. EU의 개인정
보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못 미치는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
고, 이에 따라 미국은 2000. 7. 21.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을 제정
하고, EU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 금지
등의 제재로부터 면책을 받고 있다.85)

7. 양도․상속성 인정 여부
공개된 자료를 개인이 수집하여 나름의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경우, 즉 앞서 살펴본
예시에 따르면 애플 아이튠즈에서의 음원이나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서의 명화의 경
우, 일정한 분류체계는 내용(음원, 명화)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
고 할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인격권적 성격과
무관하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더라
도 인격권이고 일신전속권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근거로 상속을 부정하는 견해도 가
능하나, 실질적으로 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보다는 일종의 재산권적 측면에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상속이 가능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논의의 평면은 상이하나,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여부에 대한 논의86)를 일정 부분
여기에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상속을 부정할 경우
영리목적의 무단침해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② 동일성 표지에 대
하여 자신과 무관한 제3자보다는 상속인에 의한 재산적 이용을 원하는 사망자의 추
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 ③ 인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저작재산권의 상속성
85)

86)

김일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내용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학회, 미
국헌법연구 24권 1호, 2013. 4.
이하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여부에 관한 논의의 내용은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
법 23권 1호(통권 72호), 2016.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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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는 현행 법질서의 가치판단 등에 비추어 상속성을 긍정할 수 있다.
그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①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된 단계에서만 자
연적으로 소멸한다는 반영구설, ② 신의칙․권리남용 적용설, ③ 저작권법 규정 유추
적용한 사후 50년설 등이 있으나, ④ 민법 제162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20년의 존
속기간을 지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한편, 사망한 자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성
을 긍정할 수 있을까? 사망한 자가 생전에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별도
로 설정해 두지 않은 이상(예를 들어 특정기한을 정하여 그 때까지만 유효하도록 해
둔다든지, 자신이 사망할 경우 해당 자료를 삭제하도록 미리 업체 등과 계약을 맺는
다는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생존한 개인의 경우에도 온라인
장례, 즉 자신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적을 삭제하는 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었
다), 비록 재물성은 없더라도 일종의 재산적 가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프라인에
서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예를 들어 일기장에 담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상속
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8.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현행 민법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살펴보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해 불법
행위가 성립하되, 그 형태는 통상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서 위자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불법행위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피침해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나, 일본의 동경지방법원은 마크 레
스터 사건87)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스스로 거둔 명성 때문에 자기의 성명
이나 초상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익’을 인격권
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피침해 이익에 해
당한다고 서술하고, 허가 없는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이른바
‘명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내지 ‘새로운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87)

東京地判 昭和 51(1976)年 6月 29日, 判例時報 817号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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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용
자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이용자의 ‘새로운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영업이익의 단초를 쌓는
데 비해, 새로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
한편, 손해배상 외에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 인격권에 기한 금
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88)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만
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
다.
앞서 살펴본 맞춤형 광고는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이 제공받는 정보
의 범위를 제약하기도 한다. 만약 어떤 개인의 인터넷 방문기록, 검색어 등을 종합하
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빅데이터로 해당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
한 물건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항공
권 사이트에서 계속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eocol) 주소로 접속하여
항공권 가격을 조회할 경우, 해당 IP에는 항공권 가격이 인상된 상태로 표시된다.89)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생필품에까지 적용될 경우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Ⅵ. 결론
새로운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라는 명목 하에 수집되기도 하고
[디즈니의 발 인식 기술 관련 특허권, 나이언틱(Niantic Labs)의 포켓몬고 게임], 수
88)
8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구글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20

익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집되기도 한다(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위해 지인 등의
개인정보 수집).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기록들은 손쉽게 통합되어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디지털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디지털인격이 오히려 실존인격
을 규정짓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의 이론만으로는 대응하
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90)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임에도 그 활용 및 공개범위
에 있어 이용자의 예견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교
묘한 양상의 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침해의 내용이 위치정보, 개인의 사상
이나 생각, 개인이 접촉한 모든 방문기록이나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등 방대하게 이른
다는 점에서, 나 자신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빅브라더(Big
Brother)91)’의 존재가 가시화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를 한 것인지 여부 및 동의의 방식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서비스제공자가 말하는 ‘동의’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동의 없는 이
용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을 인
정할 뿐 아니라, 입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규범으로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격권, 위치정보

90)

91)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법에 대한 이해”, 사법 제8호,
2009. 6, 50면.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 에 등장하는 가공의 나라 오세아니아의 최고권력자
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21세기인 지금은 소설 속의 오세아니아 사회와 같이 개인의 모든
정신과 생활까지 체제가 빠짐없이 감시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대명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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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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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의취득을 통한 보호
Ⅳ.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을 통한 보호
Ⅴ. 반환책임에 있어서의 보호
Ⅵ. 결어

Ⅰ. 문제의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성의 법률관계를 원상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득이 수익자로부터 제3자에게 간 경우 전득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 크게 요구된다. 이 경우 민법은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정
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사유로 인한 의사표시 무효ㆍ취소의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게 한다거나(민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
항, 제110조 제3항1))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제249조 이하)을 인정한다. 전자가 무효
* 이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6. 8)) 중에서 DCFR상의 선의유상취득 부분과 첨
부 사안 부분을 새로운 편제하에 대폭 보강하여 작성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법학박사).
1) 이하에서 법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조 형식으로 인용하는 조문은 민법 조문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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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전득자
에게 권리취득 자체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를 인정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하는 판시(2009다15602)를 하
여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민법은 채권편 부당이득 장에서도 전득자의 반환책임에
관하여 제747조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익자가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무상전득자에게 보충적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747
조 제2항은 조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원물반환에 관한 한 물권행위 유인성을 취하고
있는 민법 하에서 실제 적용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부당이득법상 전득자의 보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를 한
정하기 위해 우선 이득이 동산인 경우만을 다룬다. 재화의 유통이 빈번한 현대사회에
서 이득은 그것이 급부이득이든 비급부이득이든 전전유통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손
실자가 궁극적인 이득의 소재지를 찾아내서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때 전득자는 어떤 요건 하에서 보호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사안유형을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편의상 A를 손실자,
B를 수익자/중간자, C를 전득자라고 할 때, 우선 A와 B 사이에 계약관계2)가 존재했

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A－B－C로 계약의 연쇄를 통해 C가 이득을 전득하거나 A－
B…C와 같이 A가 B와의 계약관계에서 이행한 것이 C에게 부수적인 이득이 된 경

우, A가 C를 상대로 직접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종래 ‘이익전용소
권’3)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다수설과 판례는 이 경우 A의 C를 상대로 하는 직접
청구권을 부정하는데,4) 그 이유로 대체로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언급되고 있고, 이는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A와 B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득이 C에게 전
득된 사안, 즉 A…B－C (경우에 따라서는 A…B…C)가 있다. 이때 A가 B를 상대로

2)

3)

4)

유형설에서는 급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나 대개는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계약관계’의 존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로마법상 부가적 성질의 소권에 속하는 “actio de in rem verso”은 종래 ‘전용물소권’으로
번역해 왔으나 res를 ‘物’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최병조, 로마법강의
(2004), 280면의 번역에 좇아 여기서는 ‘이익’으로 번역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학설도 원칙적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대
표적으로 양창수,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87), 270면 이
하; 제철웅,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
권 제67호(2002. 6), 71면 이하 등; 지원림, 민법강의(2014), 16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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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는 것 외에 C를 상대로 직접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
권행위 유인성 하에서 C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유의미하게 되는 경우는 원물이 가공
이나 부합을 통해 원 소유자인 A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를 통해 C가 소유권을 취
득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경우일 것이다. 이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를 결
정함에 있어서는 C의 이득이 A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한편 최근 부당이득법에 관한 최신의 국제모델규정에 해당하는

유럽민사법의 공

통참조기준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5))에서 부당이득법
상 거래안전 도모를 위하여 주목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민법의 관점에
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DCFR상의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에 관
한 법리를 개관하고(II.), 구체적으로 선의취득(III.), 선의취득법리의 연장(IV.), 반환범
위 결정(V.)에 있어서 양자의 해결법을 비교해 보고 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V.).

Ⅱ. DCFR에서의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DCFR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이익전용소

권을 부정하고 있다. 즉 A가 B를 자신의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한 이상 자발적인 ‘위
험인수’가 있다고 보고, 계약관계의 청산은 A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6) 따라서 A의 C에 대한 직접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A와 B 간에 계약관계가 없
5)

그 개관과 성안과정에 대하여는 권영준, “유럽사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
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비교사법, 제52권
(2011. 3), 38면 이하; 부당이득편의 성안과정으로는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DCFR) 부당이득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6. 8), 5면 이하 참조.
이보다 앞서 DCFR 부당이득편에 대한 소개문헌으로는 박희호, “DCFR 부당이득편에 관
한 고찰”,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2009), 89면 이하가 있다. 한편 ‘DCFR’의 역어로 국내에
서는 ‘공통참조요강초안’ 또는 ‘공통준거기준안’, ‘공통참조기준초안’, ‘공통적 원용의 기
초’, ‘공통기준틀’, 유럽사법에 대한 ‘공통기준 예비초안’ 등이 있다. ‘유럽민사법의 공통기
준안’이라는 번역은 동일한 제목의 법무부 발간 해제 및 조문번역에 따른 것인데 의역이
기는 하나 가장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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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 국한된다. DCFR은 재화유통에 대한 공익의 관점에서 부당이득법상 전득
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7)
(i) 먼저 물권법상 선의취득 규정에 의한 보호가 있다(VIII.-3:101). 선의취득이 인

정되면 물권법상 권리귀속이 인정되고 그뿐만 아니라 규정의 정책상 채권법상
이득 보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VII.-2:101(1)(a), 2:101(3)). 다만 후술하듯이
DCFR은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VIII.-3:101(1)(c) 참

조).
(ii) 두 번째로 선의 유상취득자의 경우에는 항변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배제

된다(VII.-6:102). 동 조항은 선의취득 법리를 연장한 것으로 전득자의 신뢰 보
호 및 거래안전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i) 마지막으로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가령 무상 전득자의

경우)에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가액배상시 반환범위에 있어 비용절감액
만을 반환하도록 한다(VII.-5:102(2). 이른바 최소책임).
이러한 전득자 보호에 관한 장치는 순차적으로 고려된다. 먼저 이득에 대한 물권법
적 권리취득의 맥락에서 선의취득의 인정여부가 검토될 것이고(1단계), 다음으로 채
권법적 이득보유의 맥락에서 부당이득법상 항변이 문제된다(2단계). 그리고 이에 해
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때 최후적으로 반환범위 결정단계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동원된다(3단계). 즉, 1단계에서 선의취득은 소유자의 소유
물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막아주며, 2단계에서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은 손실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막아주고, 3단계에서는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전득자는 ‘선의’(후술하듯이 이는 무과실도 포함한다) 및
6)

7)

Christian von Bar/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4,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II.-2:101, 3891f. (이하에서는 위 문헌은 “해설서, 조문, 면수”로만
인용한다.) VII.-2:102, 3966에서는 ‘이행당사자는 계약상대방을 선택하였고 기대가 좌절되
는 위험을 받아들였다(the performing party has sought out the contractual partner and
accepted the risk of disappointment)’고 서술하고 이를 “근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이라
고 하고 있다.
해설서, VII.-2:101, 389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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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자여야 한다. 선의이더라도 유상취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의 제일 약

한 단계의 보호만을 적용받게 된다. 역으로 악의자는 이러한 보호를 모두 받지 못하
고, 선의자라 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선의취득이나 부당이득법상의 선의유상취득 항
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DCFR에서의 보호받는 전득자는 ‘선
의 유상취득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받은 이득에 대한 권원에 대한 신
뢰, 나아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8)
비교법적으로 전득자의 유상취득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독일의 경우 우선 무상의 선의취득을 인
정하면서도(제932조), 무상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제816조 제1항 단
서)을 두어 선의취득에 관한 물권법 규정의 채권적 교정을 위해 부당이득 반환책
임을 인정하고 있다.9) 그리고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취득(선의취득)의 경우에도
무상취득자를 상대로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816조 제1항 제2문), 나
아가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무상취득자의 경우 보충적이기는 하나 직접청
구를 당하게 된다(제822조). 나아가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도 부수적 이익조정에
있어서도 선의의 유상점유자의 경우만 수익반환의무를 배제해준다(제993조 제1항
제2문).10) 이는 모두 선의자라 하더라도 무상취득자의 경우 이득법적 관점에서는
손실자에 비하여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하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서 민법과 비교해본다.

8)

9)

10)

해설서, Vol. 1, 52. 받은 이득의 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이득소멸항변
(VII.-6:101)이라면, 이득의 유상취득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선의유상취득의
항변(VII.-6:10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edicus/Petersen, Bürgerliches Recht (2011), Rn. 383, S. 180. 한편 DCFR은 이러한 독일법
적 해결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 그 이유로 이러한 방식은 단지 독일에서만 택하고
있고 독일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모델법 성안작업에서 이러한 규정을 부당이득
법에 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는 점, 이는 결국 양수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원 소유
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결론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해설
서, VIII.-3:101, 4830.
선의취득 규정(제932조)과 평행하게 침해부당이득을 저지하는 법률상 원인이 된다는 견해
로 Larenz/Canaris (1994), § 67 III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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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의취득을 통한 보호
1. DCFR에서의 선의취득
DCFR은 제8편 ｢물건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제3장에서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

다.11)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12)
VIII.-3:101: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 자를 통한 선의취득
(1)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자(양도인)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a) VIII.-2:101 (소유권 이전의 요건 일반) (1)항 (a)호[= 물건의 현존], (1)항 (b)

호[= 물건이 이전가능할 것], (1)항 (d)호[=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원이
있을 것], (2)항[= 인도 또는 代用인도가 계약 기타 법률행위, 법원의 명령 또
는 법규정상의 권원에 기초하거나 관련될 것]과 (3)항[= 종류물의 경우 물건이
특정될 것]13)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고;
(b) VIII.-2:101 (소유권 이전의 요건 일반) (1)항 (e)호에 규정된 인도 또는 代用

인도의 요건이 충족되고;
11)

12)

DCFR은 계약법 내지 불법행위법과 같은 개별 법분야에서의 통일을 추구하던 것에서 사
무관리법(제6편)과 부당이득법(제7편) 그리고 더 나아가 동산 소유권취득(제8편) 및 동산
담보(제9편)를 포함하는 재산법 전체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해설서에서는 “정치적” 참조안이 아닌 “학문적” 참조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서, Vol. 1, 11f.). 한편 Eric Clive 교수와 함께 DCFR의 공동편집자인 Christian von
Bar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기존의 PECL보다 진전된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
행하는 다른 팀(Acquis-Group)과의 차별을 위해, 무엇보다 계약법과 비계약법을 아우르는
채권법의 유기성(organic entity or unit) 등을 언급하고 있다. von Bar, “A Common Frame
of Reference for European Private Law － Academic Efforts and Political Realities”, Tulane
European & Civil Law Forum, Vol. 23 (2008), 43f. 참조.
2015년에 법무부에서 비교민법총서류로 DCFR 제5편에서 제10편에 대한 국문번역이 출간
되었다(이하 “가정준 역(2015)”로 인용). 여기서는 이를 참조하되 번역어 선정과 문장 구
조에 있어서 새롭게 번역하였다(가령 “소유권자” → “소유자”; “상당인도” → “인도代用”;
“물품” → “물건” 등; (2)항의 본문-단서 문장구조 등). 조문 중의 꺽음 괄호[ ]안의 보충은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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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수인이 유상으로 물건을 취득하고; 그리고
(d) VIII.-2:101 (소유권 이전의 요건 일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당시 양

도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나 권한 없음을 양수인이 알지 못했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 양도인의 권리나 권한 흠결을 양
수인이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이 도출되는 사실은 양
수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2) (1)항의 의미에서의 선의취득은 도품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14) 양도인으로부터
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II.-4:102 (문화재)상의
도난된 문화재의 선의취득은 불가능하다.
(3)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점유

를 취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규정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DCFR에서의 선의취득 규정은, “아무도 자신이 가지
지 않은 것을 주지 못한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의 요건 일반을 규정한 VIII.-2:101 중에서 (1)항 (c)호, 즉 “양도인이 소
유권을 이전할 권리나 권한을 가질 것”만이 결여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무권리자로
부터의 권리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과의 비교
민법과 DCFR 모두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양도인이 무권
리자일 것, 양도인의 권리 또는 처분권한이 없을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행위는 유
효할 것이 동일하게 요구한다. 또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동일하다.15)
13)

14)
15)

VIII.-2:101(3)에서 “… defines the goods in generic terms”에 대한 이에 대한 가정준 역
(2015) “물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경우”은 오역이다. 해설서에서도 “fungible (or generic)
goods”로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 VIII.-3:101, 4827.
가정준 역(2015)은 “일상적인 영업과정으로 행위 하는 양도인”.
VIII.-3:101(1)(d):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당시 양도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나 권
한 없음을 양수인이 알지 못했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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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제도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가 언급된다. 민법상 통설은 그 중에서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강조하고 있
고(권리외관설),16) 판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7) 이에 대하여는 선
의취득제도가 점유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거래안전 보호라는 기능을 수행
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18)
DCFR 해설서에서는 선의취득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종래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법체계마다 상이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지만,19) DCFR은 점유라는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라는 관점을 탈피하고,20) 원 소유자(A)와 무권리자(B)로부터 선의로 양수한 자
(C) 간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의 여부는 A와 C 중에서 누가 B의 소재를 찾아내고 또 무자력의 위험(risk of
identity and insolvency of B)을 부담할지의 문제로 된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하면

선의취득 제도는 동산의 소유자들(모든 A들) 일반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면서 동
시에 동산을 취득하려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잠재적 C들과 C로부터 취득하는 자들)의
이익, 즉 물건의 유통성(negotiability of goods)이라는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

16)

17)

18)

19)

20)

249조: “선의이며 과실없이”.
곽윤직ㆍ김재형, 물권법(2015), 161면; 김상용, 물권법(2013), 208면; 김증한ㆍ김학동, 물권
법(1997), 121면;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49조, 427면; 송덕수, 물권법(2014), 197면; 지원
림, 민법강의(2015), 530면.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
제철웅, 동산 선의취득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5. 2), 97면 이하;
동, “선의취득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민사법학, 제16권(1998. 6), 116면
이하 참조. 박세민,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2011. 12), 1161면도 선의취득을 “권리외관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보다는 안전하고 원
활한 동산거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한다.
해설서, VIII.-3:101, 4826f. 대표적으로 점유의 정당화 기능(“公示”), 원 소유자는 자신이 믿
고 물건을 맡긴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는 금반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거래때마다 양도인의 권원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과 법적 불안정성에서 비롯하는 경제적 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격지매매에서는 양도인의 점유가 양수인의 권리취득의 정당화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거래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B는 점유창출력이 있을 것
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다만 단순한 약정만으로는 안 되고 일정한 물리적 현출 내지 변경
(some physical manifestation or change)이 요구된다. 해설서, VIII.-3:101,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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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설명된다.21)
생각건대 민법은 선의취득을 ‘점유’라는 권리외관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지만, 선
의취득의 취지는 거래안전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민법 제249조가
전제하고 있듯이, 동산에서는 ‘점유’가 법에서 강하게 추정받는 권리외관에 해당하고
(제200조) 이를 현실인도(제188조 제1항)받음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는 양수인의 신

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법상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인도代用에 해당하는 경
우, 특히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에 의한 선의취득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양도인이 직접 ‘점유’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고, 더 나아가 지시취득에 의한 선의취득
도 인정되고 있다.22) 양수인의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적용 사안을 한정적으로만 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보다 선의취득제도
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박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원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
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그리고 이는 DCFR 해설서에서 지적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원 소유자와 양수인 중 누구에게 무권리자의 무자력의 위험
(때로는 소재파악까지)을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되고,24) 이러한 이익형량을

위해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 소유자와 과실있
는 양수인 간에는 원 소유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선의취득 요건으로서 취득의 유상성 요부 및 도품의 처리, 나아가 무
과실의 입증책임의 문제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난다.

3. 차이점
가. 취득의 유상성 요부
21)

22)

23)
24)

해설서, VIII.-3:101, 4826f. 선의취득제도는 그것이 시장에 가져올 편익, B의 무자력의 위
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의 문제에 있어서 거래비용 감소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policy
decision” 또는 “political decision”)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태윤, “부당이득과 선의취득 －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 현대 민법학의 진로(정종휴 선생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2016), 715면 이하.
제철웅(1998. 6), 117면 이하.
양창수ㆍ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2015), 155면 이하에서는 선의취득은 민법상 표현대
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마찬가지로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하
는 제도로 보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무권리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양수인으로부터 원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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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은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취득의 유상성을 요구한다(VIII.-3:101(1)(c)). 따

라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취득의 유
상성 요건은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25)
민법상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249조
에서는 취득의 유상성을 특별히 명시하고는 있지 않고(“양수”), 무상의 선의취득
도 인정하는 입장이 다수설이다.26) 한편 무상의 선의취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책
임과 관련하여서는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지만,27) 다수설은 유상의 선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반환의무를 부정한다.28)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무상의 선의취득
을 인정하면서도 무상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선의취득에 관
한 물권법 규정의 채권적 교정을 위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독일법과도
차이가 있다.

나. 선의취득의 객체: 도품의 경우
DCFR은 동산 거래 일반에 있어서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도품은

25)

26)

27)

28)

해설서, VIII.-3:101, 4829. 특히 무상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이 배제되는 이유로 무상 양수인
은 거래계에서 드문 점, 무상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는 혼합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무상 양수인은 시효
취득을 통해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49조, 447면; 주석민법/김진우(2011), § 249, 808면 이하, 특히
812면에서는 ‘거래행위’란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일인이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여의 경우 그러한 거래행위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
연 ‘거래(去來: 주고 받음)’라는 어휘가 무상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반면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취득의 유상성을 요구하는 유력설로는 제철웅(1995. 2), 134면 이하;
동(1998. 6), 126면; 양창수ㆍ권영준(2015), 158면도 무처분권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무상양
수인이 부담함이 타당함을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문제이지만, 목
적적 축소해석을 통해 무상양수인의 선의취득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주석
민법/김진우(2011), § 249, 812면은 원 권리자가 자발적인 점유이전에 의하여 창출된 위험
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유자의 신뢰 남용위험은 원 권리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김증한ㆍ김학동(1997), 127면(“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 김상용
(2013), 229면(“공평 내지 정의의 이념”); 이영준, 물권법(2009), 291면(비례원칙에 따른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취득자와의 이익교량 필요)
주석민법/김진우(2011), § 249, 808면 이하; 김형배, 사무관리ㆍ부당이득(2003), 18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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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객체에서 배제한다.29) 유실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데, 이는 도품의 경우와는 달리 소유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유실물의
경우에는 양수인 보호 내지 거래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30)
민법은 도품뿐만 아니라 유실물도 즉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
로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점유를 위탁한 경우(점유위탁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도품과 유실물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점유 상실(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이 언급된
다.31) 다만 소유자는 2년내에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본문). 이
때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권리취득의 시점이 학설상 다투어지고 있
다.32)
DCFR은 도품이더라도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from a transferor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예외의 예외
(counter-exception)를 인정한다(VIII.-3:101(2)). 그 이유로는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
(일정한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 직업적인 양도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도품을 거

래하지 않고 양수인(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를 불문)도 이를 신뢰하고 거래하기 때문
29)

30)
31)

32)

해설서, VIII.-3:101, p. 4836. 상당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제에서는 공경매나 특정한 시
장유형, 직업적 매도인으로부터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해, DCFR은
선의취득 일반에 대하여는 이러한 거래유형에 따른 제한을 풀고 있다. 즉 공경매의 경우
에도 철저한 권원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과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공개시장
도 인터넷의 발전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시장이 증대된 현대사회에서는 의미를 상실했다
고 본다. 중요한 것은 개별 거래에서의 ‘선의’ 여부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거래유형
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개별사안에 더 유연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해설서, VIII.-3:101, 4835.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49조, 427면. 한편 권리외관설의 입장에서 점유이탈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주류였으나(대표적으로 김증한ㆍ김학동
(1997), 128면), 이제는 원 소유자의 권리상실과 거래안전 보호라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타당한 규정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김상용(2013), 220면; 양창수ㆍ권영준(2015), 163면;
이영준(2009), 292면.
통설은 양수인귀속설을 전제로 반환청구권을 법정의 특별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보지만
(곽윤직ㆍ김재형(2015), 169면; 김증한ㆍ김학동(1997), 129면;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50
조, 470면, 473면; 주석민법/김진우(2011), § 250, 829면 이하. 그 이유로는 대체로 원 소유
자귀속설의 경우 선의취득자는 2년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되고 소유권취득시기
도 분명치 않다는 점을 든다), 이에 대하여는 2년간 선의취득이 유보되는 것으로 보는 원
소유자 귀속설이 유력설로 주장되고 있다(송덕수(2014), 208면; 양창수ㆍ권영준(2015), 163
면; 제철웅(1995. 2), 263면; 지원림(2015), 535면). 유력설에 따르면 반환청구권은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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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의심을 제공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배제된다. 따라서 개인별 직거래 또는 암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만 도
품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33) 그리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관대한 조치는 양수인의 선의 요건을 엄격히 새기는 것에 대하여 균형
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설명된다.34) 이는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품이
거래되지 않고 양수인도 이를 신뢰하고 유상으로, 즉 제값을 주고 거래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민법은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
로35) 매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가변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제251조) 권리
자와 양수인 간에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거래안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된다.36) 해설서에 따르면 DCFR은 원 소
유자와 양수인 간의 대가변상을 통한 이익조정을 거부하고 있는데(“no right to
buy back”) 그 이유로 이러한 방식은 양수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취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거래안전 모두에 반한다는 점, 양수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취득을 신뢰하고 다른 비용지출을 하는 경우(차량을 위한 차고 공사) 양수인
은 그러한 비용지출이 무익해 지게 될 위험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 양수인은 대
체물을 구할 때까지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원 소유
33)

34)
35)

36)

해설서, VIII.-3:101, 4837. 물론 암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 양수인의 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해설서, VIII.-3:101, 4837.
이때 무과실도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제251조는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고 대가변상청
구권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이은영(2002), 312
면), 다수설은 제251조는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의 외에 무과실도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51조, 475면; 양창수ㆍ권영준(2015), 169
면; 주석민법/김진우(2011), § 251, 833면. 송덕수(2014), 209면은 다수설을 따르면서도 제
251조에서의 ‘선의’는 강조의 의미로 이해한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과실’을
추가하거나 아예 ‘선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곽윤직ㆍ김재형(2015), 169면 이하; 김상용(2013), 223면;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51조,
474면. 양창수ㆍ권영준(2015), 168면에서는 “양수인이 경매 등 제도화된 거래장치에 대하
여 부여하는 일반적 신용에 최소한의 보호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설명한다. 주석민법/김
진우(2011), § 251, 831면 이하에서는 본조는 공개시장 등에서 물건을 매수한 경우 양도인
의 무자력위험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원 소유자가 그의 물건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고 한다. 이
러한 입법례로는 프랑스 민법 제2280조, 스위스민법 제934조, 일본민법 제194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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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측에서도 이를 행사하더라도 결국은 무권리자인 양도인(대체로 무자력임)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물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된다
는 점에서 소유자가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스웨
덴의 경우)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도품의 경우 엄격한 선의 요건과 이에 대하
여 양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적
이면서 명쾌한 방법”이라고 한다.37)

4. 소결
민법과 DCFR 모두 동산 거래에 있어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다수
설은 권리외관설의 입장에서 양수인의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DCFR은
철저히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량, 나아가 거래안전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관점
에 따라 요건들을 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양수인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무과실이어야 하는 이유는 소유자와 과실 있는 양수인 간에는 전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고, 거래계에서도 과실있는 양수인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38) 무엇보다 DCFR은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취득의 유상성을 요구한
다. 이 역시 원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량에서 비롯한 것이다. 반면 민법은 취
득의 ‘유상성’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따라서 무상의
선의취득도 인정한다. 무엇보다 선의취득제도가 원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도품의 처리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DCFR은 이때 이익
형량의 기준으로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유형 내지 취득경로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민
법은 2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민법도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물건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대가변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조정을 시
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이익조정은 거래안전에 부담이 되고 소유자 입장에서
도 궁극적으로는 (대체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무권리자를 찾아서 전보받아야 하는 점
에서 만족할 만한 구제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37)
38)

해설서, VIII.-3:101, 4837.
해설서, VIII.-3:101, 4833. 그 경우까지 보호해 준다면 주의 깊은 행위자들에게 해가 되는
경쟁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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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DCFR에서 원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 핵심은 양수인의 유상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에 있다. 도품의
경우 일정한 취득경로를 통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그 기저에는 무
권리자의 처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양수인의 신뢰, 나아가 당해 물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이러한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상의 제반사정이 고려되는데, 해설서에서는 물건이 염
가이거나, 양도인의 행태가 의심스럽다거나, 일정한 거래에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물
건의 경우(일정한 중고시장에서의 휴대전화 거래) 양수인의 선의는 부정되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라면 양수인이 특별한 정보를 받지 않은 이상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권
원조사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수동적” 선의).39) 민법에서도 양수인의 선의
ㆍ무과실에 판단에 있어 DCFR에서와 유사하게 거래의 성질, 거래상황, 물건의 대가,
양도인의 재산상태, 구체적 의심이 있는 경우들이 고려되고 있다.40)
한편 선의ㆍ무과실의 입증과 관련하여서 DCFR은 양수인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41) 민법은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하므로(제197조 제1항) 무과실을 누가 입
증할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제200조를 근거로 선의의 양수인의 무
과실은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지만,42) 제197조의 추
정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3)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9)
40)
41)

42)

43)

해설서, VIII.-3:101, 4832.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49조, 456면.
해설서, VIII.-3:101, 4833f.에서는 그 이유로 이익형량,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한 증명법의
일반원칙, 선의취득이 nemo dat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역사적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반
환청구에 대한 항변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곽윤직ㆍ김재형(2015), 165면; 김증한ㆍ김학동(1997), 126면; 양창수ㆍ권영준(2015), 160면
이하; 주석민법/김진우(2011), § 249, 818면(거래 안전 고려); 지원림(2015), 534면. 한편 선
의취득 제도의 취지를 점유를 매개하지 않는 거래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보는 제철웅
(1995. 2), 243면 이하는 그 근거로 제197조나 제200조 외에 추가적으로 민법상 표현대리
제도, 선의 제3자보호조항, 채권준점유자변제 등을 고려하여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이 추
정되는 것으로 본다.
김상용(2013), 215면; 민법주해/이인재(1992), 제249조, 462면 이하; 송덕수(2014), 204면; 이
영준(2009),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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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을 통한 보호
1. 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물권적으로 권리취득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된다. 민법에서는 선의취
득이 제741조상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DCFR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된다.44) 이와 같이 선의취득은 물권법적 권리취득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이
득보유’라고 하는 부당이득법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선의취득 제도
가 전제하는 원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은 부당이득법상 ‘이득의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차용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선의취득의 객
체가 아닌 경우(사용이익),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가공이나 부합을 통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법적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그러
하다(제261조). 이러한 경우 분쟁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기본
적으로 손실자와 수익자(전득자) 간에는 선의취득에서 문제되는 이익형량 요소들이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법리의 연장 또는 유추가 요구된다.45)
44)

45)

해설서, VII.-2:101, 3897, 사례 31. 즉 선의취득은 법규정에 의한 권리취득이고 규정의
정책상 선의취득자에게 이득보유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자는 권리상실자
를 상대로 이득의 법률상 기초를 가지게 되어서 그 이득은 정당해지기 때문이다
(VII.-2:101(1)(a)와 (3)).
역사적으로 보면 첨부 관련 보상문제는 로마법에서는 물권법적 해결(actio in factum, rei
vindicatio utilis 등)을 해오다가 판덱텐 법학에 이르러 부당이득법을 통한 채권적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패러다임이 변경되었다고 한다(이에 대하여 성중모, “첨부 관련 손해보상청구
권의 非역사성 － 법전편찬 전 독일에서의 학설상황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
교 법학논문집, 제34집 제2호(2010. 8), 39면 이하 참조). 즉 보통법상 선의 점유자가 소비,
가공, 양도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가 선의 점유자를 상대로 condictio sine causa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
부당이득법을 정초한 사비니는 선의점유자가 무상취득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예링(선의 점유자 보호의 입장에서 권원 없
는 점유자에 대하여만 제한적 인정. 다수설)과 빈트샤이트(소유자 보호의 입장에서 긍정
설) 간의 유명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이후 독일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선의취득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링이 주장하던 거래안전 보호가 선의취득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쪽으로
종결된다. 이에 대하여는 양창수,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의 사적형성”, 서울대학교 법
학, 제30권 제1ㆍ2호(1989. 5), 171면 이하 및 17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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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CFR은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사안들을 처리하고 있
다.

2. DCFR에서의 선의유상취득 항변
DCFR 부당이득편에서는 선의 유상취득자의 경우 항변을 통해 이득 전부에 대한

반환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VII.-6:102: 제3자와의 선의의 법률행위

수익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a) 그 이득을 대가로 수익자가 다른 이득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b) 수익자가 그 당시 여전히 선의인 경우.

해설서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를 선의취득 규정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권리취득을 인정받지 못한 선의 유상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46) 즉 기본적으로는 선의취득과 동일한 취지에서, 다만 거래의 객체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거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국면에서 선의취득 법리를 연장하여 부당이득반환책
임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본 선의취득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선
의 유상취득자’에 한정된다. 조문상의 표현은 ‘선의’로만 되어 있지만 DCFR 부당이
득편에서의 ‘선의’의 의미는 ‘무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47) 기본적으로는 선의취
득에서의 양수인의 요건과 일치한다.

3. 민법과의 비교
DCFR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법에서는 선의취득법리의 연장의 인정여부와
46)

47)

해설서, VII.-6:102, 4162: “… same basic policy considerations protecting good faith acquirers
of property.” 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상훈(2016. 8), 135면 이하 참조.
VII.-5:101: 이전가능한 이득
(5)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란, 그가 그 이득이 부당하였거나 부당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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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사안유형별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사용이익 전득사안과
첨부 사안을 살펴본다.

가. 사용이득 전득 사안
사용이득의 전득 사안의 대표적인 예로 타인물건 무단 임대 사안을 들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
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제618
조).48) 처음부터 권한없이 임대한 사안이 전형적이지만(무단 임대),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이를 임대하였다가 나중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소유자는 무단 임대인을 상대로 원물반환과 아울
러 소유권의 수익권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가액반환(즉, 객관적 차임상당)을 청구
할 수 있고,49) 후자의 경우에도 원물반환과 함께 사용이익의 반환이 문제된다.50) 여
기서 더 나아가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물건에 대한 ‘사용ㆍ수
익’ 권능(제211조)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가액반환(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이 문제를 소유물반환청구에 관한 부수적 이익조정에 관한 민법 제201조로
해결하고 있다.51) 여기서 ‘과실’에는 사용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통설ㆍ판례이
고,52) 그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임차인은 사용이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따라서
임차인의 선악여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선의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誤信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不知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선의 개

48)

49)
50)

51)

5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다만 임대인이 소유자처럼 행세하면서 기망
한 경우라면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에서는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임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취소를 인정하였다.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1조, 286면.
물론 이때 부수적 이익조정의 적용법조에 관하여는 학설대립이 있다. 통설은 이때에도 제
20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선의자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하여 유력한 반대설
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주해/양창수(2005), 제747조, 549면 이하.
DCFR의 경우 민법상 점유자-회복자 관계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그 정산은 부당이득편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규율을 통일하고 있다(VIII.-7:103).
곽윤직ㆍ김재형(2015), 207면; 민법주해/양창수(1992), 제201조, 391면. 이은영(2002), 361면
이하. 한편 제201조상의 “과실”은 천연과실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로는 송덕수(2014),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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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보다는 엄격하게 새기고 있다.
DCFR 해설서에서는 보트 한 척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이를 임대였는데

매매계약이 강박으로 취소된 사안이 다루어진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계약
청산을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 용선인이 용선기간 동안 보트
를 사용한 이득을 매도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DCFR은 이러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면서, 선의의 용선인이 이미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본조에 기한 항변이 인정된다.53)
그렇다면 물건의 사용이익이 전득사안에서 ‘선의’ 점유자인 임차인은 제201조 제1
항상의 과실수취권에 기하여 사용이익의 보유를 보장받게 된다. 제201조에서 ‘선의’
외에 무과실도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판례가 요구하는 “오신의 정당한 근거”는 사실
상 무과실에 근접하는 것으로 해석되고,54) 그러한 점에서 객체가 물건이냐 사용이익
이냐를 제외하면 이익상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작은 선의취득’ 또는 ‘축소된 선의취득’을 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5)
다만 DCFR이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취득의 유상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의 경우라면 민법과 DCFR은 결론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56) 즉 민법에
서는 무상의 경우에도 ‘선의’이기만 하면 점유자는 사용이득을 취득하지만, DCFR에
서는 무상취득자는 사용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나. 매수한 도품 가공 사안
도품의 경우 민법상 즉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제250조). 따라서 도품이 거
래되어 선의ㆍ무과실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제213
53)
54)

55)

56)

해설서, VII.-6:102, 4162, 사례 1.
김증한ㆍ김학동(1997), 228면; 민법주해/양창수(1992), 제201조, 383면 이하. 김상용(2013),
278면은 무과실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양창수ㆍ권영준(2015), 452면 주 3. 주석민법/김형석(2011), § 201, 372면에서는 제201조 제
1항의 취지를 과실에 한정된 선의취득으로 이해한다면 무과실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한다.
무상의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을 부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는 견해로 이영준
(2009), 381면. 그러나 독일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 그러한 해석은 어렵
다. 김증한ㆍ김학동(1997), 230면; 민법주해/양창수(1992), 제201조, 390면; 이은영(2002),
361면; 주석민법/김형석(2011), § 201,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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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거래된 도품이 가공을 거쳐 가공
자의 소유로 된 경우인데(제259조 제1항 제2문), 그 경우 원래의 소유권은 소멸하여
원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제261조에 기해 가공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보상청구만이 고려될 수 있다. 이때 가공자는 자신이
비록 도품이지만 선의ㆍ무과실로 취득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에서 도품인 송아지를 매수하여 소시지로 육가공한 사안이 문제
되었는데(일명 Jungbullenfall)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은 도품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독일민법 제935조 제1항 제1문57)) 무권리자인 도둑과 맺은 계약으
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송아지 소유자의 가공자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 긍정하였다.58) 그 논거로 점유이탈물의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소유
권 취득 전에 어차피 소유물반환청구를 당할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
된다.
독일에서의 논의는 소유물반환청구와 선의유상취득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도품
은 선의취득이 영구 배제된다’는 물권법상의 결단을 우선시한 태도로 이해된다. 그리
고 이때 법률행위를 통한 취득의 법상황과의 평행이 고려되고 있다.59) 민법상 이러
한 사안이 실제 문제된 바는 없지만 물권법적 결단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술한
독일법에서의 논의가 우리 민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은 독
일 민법과는 달리 도품의 경우 선의취득을 영구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양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제250조 제1
문).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도난시로부터 2년의 경과여부가 취득자의 보호에 있어 중
요하게 된다. 아울러 도품에 관한 두 번째 특례인 제251조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
다. 가공자가 도품을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판매상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라면
가공자는 대가변상청구권을 가진다. 아마도 육가공업자가 자신의 영업망을 통해 정상
57)

58)

59)

독일민법 제935조 [점유이탈물과 선의취득]
① 물건이 소유자로부터 도난당하거나 유실되거나 그 밖에 점유이탈하였던 경우에는, 제
932조 내지 제9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선의취득]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번역은 양창수(2008년판)에 의하였다.)
BGHZ 55, 176. 이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물반환청구의 代用기능(Vindikationsersatzfunktion)으로 설명되고 있다.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2
Besonderer Teil (1994), § 70 III. 2, S. 214.
Larenz/Canaris (1994), § 70 III. 2,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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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급업자를 통하여 육우를 매수하였다면 대체로 이에 해당할 것이고, 중간에 어
떤 경로로 도품인 육우가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판매상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는 가공자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육우가 소시지로 가공되었고 이것이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송아지의 전 소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로
써 대가변상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소유자는 도둑의 소재를 찾아 그를 상대
로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을 물어야 할 것이고, 도둑의 무자력의 위험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DCFR 해설서에서는 도품 가공 사안을 직접적으로 예시로 다루면서 이 경우 도품

이므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가공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60)이 재산증
가에 해당하여 ‘이득’이 되는데, 이때 이득에 대한 권원인 매매가 원 소유자를 상대
로는 법률상 기초가 되지 않으므로 이득이 부당하지만,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이 인정
될 수 있다(“may enable”)고 설명하고 있다.61) 이러한 해설서의 설명만을 보면 도품
가공 사안에서는 언제나 선의유상취득 항변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지
만, 그 전에 물권편상의 선의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품에 대한 가공이 일어나기 전, 즉 매수 자체로 이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 경우라면 이미 선의취득 단계에서 이득의 법률상 기
초가 인정되므로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는 부당이득법상 선의유상취득항변은 문제
되지 않는다. 전술하였듯이 이때에는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과 유상취득이 기준이 된
다. 그리고 도품의 경우 누구로부터 양수하였는지, 즉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 양도
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을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양수인
은 이미 매수 자체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게 되고 법규정에 의한 이득
의 법률상 기초가 있으므로 이득은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사실행위로서 가공
전단계에서 선의취득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양수인이 선의ㆍ무과
실이 아니라면 유상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60)

61)

DCFR은 가공자의 선의를 전제로 가공자에게 새로운 가공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원재료의 소유자에게는 가공 당시 원재료의 가치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가공물에 대한 물적 담보권을 인정한다(VIII.-5:201). 민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료주
의이면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주의가 적용된다
(제259조). DCFR은 가공을 통한 물건의 신규성(the new goods)이 기준이지만, 민법에서는
그로 인한 가액증가의 현저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설서, VII.-2:101, 3892, 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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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경우, 즉 암시장이
나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그것이 도품인 경우이다. 이때에는 양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은 배제된다. 따라서 가공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소유
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통해 물건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 이미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가공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재산증가에 해당하는 이득에 대한 부
당이득법적 정산이 문제된다. 이때 다음 단계로 선의유상취득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해설서에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이 경우 항변의 원용이 인정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물권편상 권리귀속에 대한 결정이 채권
편인 부당이득법에서는 관철되지 못하게 되고, 가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소유
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라면 선의유상취
득 규정에서의 ‘선의’ 요건(전술하였듯이 무과실을 요구) 탈락으로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취득자는 이득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선의취득 요건으로서
물건이 도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전술한 선의취득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른 것으로 타당해 보인다.
DCFR에서 도품 가공사안은 선의취득 규정내에서 해결되고 있고 따라서 선의취득법

리의 연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62)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DCFR에서의 도품 가공 사안 처리
현존/가공 전
가공
(소유물반환청구가 문제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됨)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
선의취득 인정
선의취득이 이득의 법률상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자의 선의ㆍ무과실 전제) 기초이므로 반환청구 불가
선의유상취득 항변
그렇지 않은 경로로
인정 여부가 문제되나
선의취득 불인정
취득한 경우
선의요건 탈락으로 부정될
것임
도품

62)

이 점에서 해설서, VII.-2:101, 3892, 사례 25는 통상의 영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이 아닌 자
로부터 매수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을 전제하는 것으로 그 경우 ‘선의’ 요건
탈락으로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부적합성은 DCFR의
성안이 여러 팀에 의해 개별 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성안되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이상훈(2016. 8), 16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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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도 우선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된다.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전제로 한다
면, 2년의 기간 경과가 기준이 된다. 2년 경과 전이라면 어떤 경로로 도품을 취득하
였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경매나 공개시장, 동종류물건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라면 대가변상청구권의 인정으로 양수인의 대가지급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만약
가공이 이루어져서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제261조에 기한 보상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를 법률요건준용으로 보고 있으므로,63)
제741조상 이득의 “법률상 원인” 존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의취득 법리를 유
추해서 판단해보면, 도난 후 2년의 경과 여부와 양수인이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때 경매나 공개시장, 동종류물건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경
우 양수인에게 대가변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이득보유를 인정하는 민법의 취지에 비추
어보면 가공을 통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진 시점에서는 원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배제되는 결과로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무단처분자
(도둑)이고, 원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경매

나 공개시장, 동종류물건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가능성
은 배제되고, 따라서 소유물반환청구의 代用으로서 원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 인정될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민법에서의 도품 가공 사안 처리
도품
(2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물건 판매상에게
매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로로
매수한 경우

63)

현존/가공 전
(소유물반환청구가 문제됨)

가공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됨)
선의취득 규정의 이득보유
- 소유자: 소유물반환청구 인정
법리에 따라 소유자는
- 취득자: 대가보상청구권 인정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취득자의 선의ㆍ무과실 전제)
→ 가공자는 이득 보유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
선의취득 불인정
(∵ 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
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
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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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공 사안에서 원 권리자의 보상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DCFR과 민법
모두 해당 물건의 선의취득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 도품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DCFR은 도품의 선의취득 객체성을 영구히 부정하고 있음에 비해 민법은 2년의 기

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DCFR과 민법 모두 공개시장 내지
동종류 물건의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
다. DCFR에서는 그 경우에 이미 매수 시점에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이득의 법률상
기초가 인정되므로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는 선의취득법리의 연장은 문제되지 않
는다. 민법에서는 제251조상의 도품에 대한 특례가 의미가 있다. 동조가 대가변상청
구권을 통하여 양수인에게 대가에 관한 이득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이익조
정은 부당이득법적인 정산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도에서 민법상 ‘선의유
상취득의 항변’이 인정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수급인이 도품을 부합시킨 사안
다음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재산에 도품을 부합시킨 사안이 문제된다. 가령 X가
D의 벽돌을 절취하여 E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E가 벽돌의 소유

권을 취득하고 D는 벽돌의 소유권을 상실한다.64) 이때 D가 E를 상대로 벽돌의 소유
권 취득이라는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65)
이 사안은 두 가지 이유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우선 객체가 도품임
이 문제된다. 그러나 전술한 도품 가공사안에서 보았듯이, 도품이더라도 통상의 영업
에 종사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면 선의유상취득을 전제로 도품성을 극복하
고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다음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도급계약만
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권리이전(transfer)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 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자재의 부합이 이루어졌는데, 엄밀하게 보면

64)
65)

이러한 유형의 사안을 염두에 둔 조문으로 VII.-4:105(2) 참조.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3에서는 건물 신축을 다루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을 고려하여 사안을 단순화하여 증축사안으로 변형하였다. 신축의
경우에도 완성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는 수급인귀속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인정한다(오히려 후자가 거래
계에서는 더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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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인 ‘부합’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도급인은 선의취득을 통해서는 보호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도품가공 사안에서와 같이
선의 유상 ‘취득’자라는 맥락에서의 보호 필요성은 존재한다. DCFR은 이 경우 E가
X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X가 벽돌을 사용

하는 데 권리가 없었다는 점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선의유
상취득의 항변으로 보호된다는 입장이다.66) 앞의 도품 가공사안이 도품 매수단계에
서 이미 선의취득의 여부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면, 수급인이 도품을 부합시킨 이 사안
은 중간에 수급인이 개입하여 도급인에게 이득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선
의취득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것의 연장에 해당하는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이 적용되
는 사안에 해당한다. 결국 여기에서도 도급인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 즉 도급
인이 이득의 부당성에 대하여 몰랐거나 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라
면(VII.-5:101(5)), 가령 수급인이 정상적인 건축업자였고 도품인 건축자재를 사용하
리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그러한 도급인의 신뢰는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을 통
해 보호된다.
민법상 동일한 사안이 다루어진다면, 마찬가지 이유에서 선의취득은 인정되기 어려
울 것이다. 물건의 도품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역시 도급계약의 이행을 당사자
의 의사에 기한 권리이전을 의미하는 제249조상의 ‘양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도급인이 일의 완성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부합을 통
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도급계약이 이행되었다는 점에서는(“일의
완성”) 일종의 ‘거래’ 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엄밀하게 ‘양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부합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벽돌의 원 소유자가 도급인을 상대로
제261조상의 보상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제741조상의 이득의
“법률상 원인” 존부의 판단이 문제된다. 앞서 살펴본 도품 가공사안과는 객체가 ‘도

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첨부(가공, 부합)의 주체가 중간자라는 것과 도
급인의 ‘양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첨부는 어디까지나 사건에 해당하
는 법률사실로 누가 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에서도 선의
취득의 직접적용은 어렵고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가 문제되는데, 이는 후술할 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사안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66)

해설서, VII.-6:102, 4163, 사례 3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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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 사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수급인이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를 사용하여 도급인 소유의 건물에 부합시킨 사안(소유권 유보부 자재 부합 사안)에
서는, 앞서 살펴본 도품을 수급인이 부합시킨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양
수’가 없어서 선의취득의 직접 적용이 배제된다.67) 전형적으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
는 사안이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때 선의취득 법리를 유
추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술한 전형
적인 소유권유보부 자재 부합 사안(공장건축에서 철강제품 부합이 문제되었다)에서,
자재의 원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자 원 소유자가 도급인을 상대로 보상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급인은 자신은 도급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득의 법률상 원인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
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
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강조는 인용자)고 하였다.68)
67)
68)

양창수ㆍ권영준(2015), 566면 주 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평석으로 김우진, 김우진,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과 부당이득”, 민사판례연구[XXXIII-(상)](2011), 455면 이하; 이병준, “소유권
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공 2009
하, 1743)”,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2009 하반기)(2010), 98면 이하; 홍성주, “삼각관계에서
의 부합과 부당이득”, 판례연구, 제23집(부산판례연구회, 2012. 2), 623면 이하. 한편 환
송 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88794 판결)에서는 도급인에게 사건 철
강제품의 소유권유보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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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결론에 있어서 선의ㆍ무과실의 도급인에 대하여 원 소유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되고 있다. 이
러한 직접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건축자재 납품업자는 공사수급인과의 사이에 소유
권 유보부특약을 통하여 건축자재대금채무를 손쉽게 건축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건축주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건축자재 납품업자에게
건축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심히
훼손시키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69) 그러나 사안해결의 논리에 있어 선의취
득 법리의 유추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우선 판례를 찬성하는 견해 중에는 공사도급계약에는 노무제공이라는 고용의 요소
와 물건소유권 이전이라는 매매적 요소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매매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70) 이에 대
하여 같은 맥락에서 채권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에는 동산소유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의 규정을 무리하게 유추적용하였다는 비판의 견해가
있다.71)
그러나 여기서 판례가 언급한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는 도급계약의 내용 안에 매매
적 요소가 있는지 또는 소유권 이전 의사(‘양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착안이 아니라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를 먼저 ‘매수’하고 그 후에 수급인이 이를 부합시킨
경우와 이 사안에서와 같이 수급인이 자재를 곧바로 도급인의 재산에 부합시킨 경우
를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평가로 이해되어야 한다.72) 선의취득의 가
69)

70)

71)

72)

이병준(2010), 123면. 김재형,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법론 IV (2011), 563면 이하(= 민
사판례연구회 편,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2012), 289면 이하. 이하 전자의 면수
로 인용)도 현실에서는 도급인은 공사자재에 대하여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지 모르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한다면 도급인은 이중의 부담
을 지게 되어 당사자들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홍성주(2012. 2),
666면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한다.
이병준(2010), 122면 이하, 정태윤,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최근의 판례의 검
토”, 민사법학, 제52호(2010. 12), 515면 이하.
박세민,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2011.
12), 1158면 이하.
김재형(2011), 568면 이하는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평가모순”이라고 지적
한다. 김우진(2011), 480면도 원래부터 부합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의한 보상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래의 형태를 지닌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선의취득에 앞서 부합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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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인 것이지 실제 선의취득의 요건인 ‘양수’가 있었는지
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73) 그렇게 보면 선의취득의 직접적용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선의취득의 유추가 고려될 뿐인 것이다.74)
한편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수급인과의 도급계약 자체를 이득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

된다.75) 그 이유로 판례에 따르면 건축주에게 건설회사가 건설자재를 소유권유보
부매매하였는지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현실에 맞지 않는다
는 점, 피고가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득이 없다는 점,76) 도
급인의 선의 또는 과실 여부로 부당이득 성립여부를 판단한다면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이 견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에 있어서는 수익
자의 선악, 나아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이는 반환범위에서만 고려된다는 점
을 전제로 한다(제748조).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객체가 완성품이 아닌 건축자
재(철강제품)와 같은 중간재인 경우, 건축자재의 소유자(건축자재 납품업자)는 매수인
이 이를 건축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가 있다면 매수인은 유효한 처분권
한에 기하여 처분한 것이 된다.77) 그러한 경우라면 도급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73)

74)

75)

76)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박세민(2011. 12), 1159면 이하는 이 사건에서 부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합될 물건에 관
해서 선의취득(양도)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Medicus/Petersen (2011), Rn. 368에
서 지적하듯이 그러한 물권적 합의가 실제로 선행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수급인이 이 사건 철강제품을 자재로 사용한 것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는 홍성주(2012. 2), 666면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직접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안에서 선의취득 요건 중 인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부합된 지 “얼마 되
지 않아” 공장건물과 함께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다.
김재형(2011), 569면. 한편 박영규, “제3자에 의한 부합과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을 계기로 －”,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5), 209면 이하, 228면 이하도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고 제747조 제2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원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양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747조 제2항의 직접적용은 어
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박세민(2011. 12), 1160면에서도 제안된다. 즉 선의취득과 부합은 양자
간 접점을 찾기가 곤란함을 지적하면서 무리하게 선의취득의 유추를 인정하기보다는 대
가지급에 초점을 두어 ‘이득의 관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편이 보다 적절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부합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득’임을 부정하기란 무리라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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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78) 그러나 매수인, 즉 수급인에게 그러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라
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될 것이고 선의취득에서 문제되는 것과 동일한 이익상황
이 발생한다. 이때 도급계약과 같은 채권적 원인을 물권자였던 원 소유자를 상대
로 법률상 원인으로 원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수
급인이 도품을 부합시킨 경우에도 도급인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79) 무엇보다 위 견해에 따르면 선의이나 과실있는 도급인, 나아가 악의의
도급인까지 보호받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80) 이 역시 의문이다.81) 그 점에서 판
례가 취한 선의취득법리 유추는 구체적 타당성의 도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
국 도급인의 선의ㆍ무과실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특히 과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소유권 유보부 물건의 매매에서의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에 대
한 판단기준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82) 특히 문제된 공사도급 계약에서의 일반적
77)

78)

79)

80)

81)

82)

김재형(2011), 566면 이하에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익전용소권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과 동
일한 이유에서 직접 청구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Baur/Stürner, Sachenrecht (2009), Rn. 28도 유효한 계약관계의 연쇄가 있는 상황에서 부합
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에 사용하였고 그것
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
독일에서도 소유권유보부 자재를 수급인이 도급인의 재산에 부합시킨 사안에서 독일 연
방대법원은 ‘비급부부당이득의 보충성’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급부”받았으므
로 원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으나(BGHZ 56 228), 이에 따르
면 도급인은 선악불문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Staudinger/Lorenz
(2007), § 812, Rn. 63 S. 166), 이로써 보충성 도그마가 깨지게 되었다. 한편 “급부”의 의
미를 수정하여 손실자의 입장에서 급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자는 견해로는
Medicus/Petersen (2011), Rn. 729 참조. 이에 따르면 부합 전에 선의취득 가능성이 있었는
지가 기준이 된다(즉 도급인의 선의 및 점유이탈물이 아닐 것). 결국 법률행위를 통한 취
득과의 평행성이 기준이 된다.
김재형(2011), 569면은 악의의 도급인에 대한 언급은 불분명하나, 박영규(2010), 230면은
악의의 도급인도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우진(2011), 484면 이하는 판례를 지지하면서 제3자의 선악 여부를 묻지 않는다면 매도
인이 매매대금의 담보목적으로 매수인과 체결한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도급인이 소유권 유보사실에 대하여 악의거나 선의지만 과실
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매수인에 대하여 보수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매도인/원 소유
자에 대하여는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지만, 이는 소유권유보
부 특약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 점에서 다른 이익전용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한다(485면).
물품제작용기계(양말세팅기계) 할부거래에서 소유권유보부 약정이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사실, 양수인이 기계의 설치 및 수리 등을 영업으로 해온 사람으로 양도인과 전부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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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래 관행과 당해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83)
정리하면, 대법원이 소유권유보부 자재 부합사안에서 선의취득법리의 유추를 통해
선의취득자는 보호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DCFR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의 건축자재에 대한 선의취득 가능성이 중요한데, 소
유권유보부자재와 같은 경우와 같이 점유위탁물이라면 도급인의 선의ㆍ무과실이 관
건이 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도품이 부합된 사안이라면 역시 도급인의 선의ㆍ무과
실을 전제로 제251조에 따라 어떤 수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부합이 이루어졌
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4. 소결
부당이득법상 전득자의 보호가 문제되는 다양한 사안유형에 있어서 DCFR은 ‘선의
유상취득자 보호’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대처하고 있다. 민법도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
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문제되는 국면마다 관점을 달리하여 접근하고 있
다. 즉 사용이익 전득사안은 ‘축소된 선의취득’이라 불리는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처
리되는데, 거기서는 (강화된) 선의 여부만이 중요하고 유상취득 여부는 기준이 아니
다. 도품 가공사안의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의 代用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
제되는데, 민법상 도품에 관한 특례를 고려하여 2년간의 기간 제한(제250조 본문)과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제251조)가 부당이득법적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 특히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물건 판매상에게서 매수한 경우, 선의ㆍ
무과실을 전제로 유상취득자인 양수인이 보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민법
상으로도 선의유상취득자 보호라는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대법
원이 소유권유보부 자재의 부합 사안에서 선의취득법리의 유추를 명시적으로 긍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선의ㆍ무과실의 도급인만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지 않

83)

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던 사정으로 과실 인정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양도인과 처남ㆍ매부 사이로 업종은 달라도 사업을 하는 자로서
계속적 거래를 해왔고, 양도인이 부도가 임박한 상태에서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취득경위
를 이유로 과실을 인정한 사안으로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이병준(2010), 131면은 그러한 경우로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인적관계에 있어 수급인의 자
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경우, 도급인이 소유권 유보조항을 통지받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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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는 DCFR과 동일한 관점, 즉 자재 소유자와 공사도급인 간의 이익형량
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법은 사안 유형별로 대처하다 보니 보호받는
전득자의 요건이 상이하다. 다만 물권편에서는 대체로 선의ㆍ무과실로 수렴하고 있으
나 부당이득법상 선의는 여전히 단순한 부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DCFR에서는 선의
ㆍ무과실과 함께 취득의 유상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도품의 특
례에서만 취득의 유상성이 요구된다(제251조). 무엇보다 제747조 제2항에 의하면 선
의 또는 유상의 전득자는 보호받게 되므로 민법상 전득자 보호기준은 일관되지 못하
다.

5. 무과실의 입증책임 문제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의

맥락에서도

DCFR에서는

선의취득에서와

동일하게

(VIII.-3:101(1)(d) 제2문)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 무과실)이며 유상취득자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득소멸과 마찬가지로 선의유상취득도 항변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익자에게 이득의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
를 요구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수고스러운 조사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추가조사를 해야 할 자명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악의로 된다. 따라서 모든 점들이 이득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단지 외관적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의 완전성에 대하여 재
확인(double check)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악의로 되지 않는다.84)
민법에서는 우선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과실을 누가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다수설은 무과
실을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판례가 요구하는 “오신의 정당한 근거”는 사실상 무
과실에 근접하는 것으로, 점유자 측에서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다.85) 선의취
득의 요건에서는 양수인의 과실을 누가 입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대로
84)
85)

해설서, VII.-5:101, 4108.
양창수ㆍ권영준(2015), 457면.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소유자에 비하여 점유자를 지
나치게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는 해석론이라고 한다. 한편 주석민법/김형석
(2011), § 201, 377면에서는 동산의 경우 양도인 등의 점유를 신뢰한 경우(제200조), 공시
방법의 추정력에 기하여 무과실이 추정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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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대립한다. 민법 제747조 제2항의 악의 무상전득자의 반환책임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청구근거라는 점에서 청구자가 전득자의 악의와 무상취득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86)
생각건대 선의취득 제도가 원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한다면,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사안유형들에서 손실자와 전득자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국면과 동일하다면, 무과실 추정은 거래안전
에 치우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무과실’은 전득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87) 이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이익
형량을 위해 점유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이익상황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 관행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따라 입
증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88)

Ⅴ. 반환책임에 있어서의 보호
마지막으로 선의 유상취득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령 무상 전득자의 경우
에도 선의라면 DCFR은 가액반환시 비용절감액(saving)만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5:102(2)) 반환책임을 감경시키고 있다.89) 이는 DCFR에서 선의 수익자 보호를 위한
86)

87)

88)

이는 민법 제747조 제2항이 DCFR과는 정반대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한
다. 민법이 악의의 무상취득자를 상대로 (보충적으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방식이라면(적
극적 규정방식), DCFR은 선의 유상취득자에게 항변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배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소극적 규정방식). 민법과 DCFR은 악의 무상취득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선의 유상취득자는 보호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선의의 무상취득자와
악의의 유상취득자에 대한 취급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우진(2011), 486면도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법률상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을 부담하고 따라서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선의취득 제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관점을 강조하는 제철웅(1995. 2), 245면 이하에서도
다수설과 같이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추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나,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소수설의 문제의식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의 과실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의 존재를 소유자가 입증하면 양
수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수인에게 조사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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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해당한다. 가령 사용이익 전득 사안에서 전득자가 중간자로부터 임대차가 아
니라 사용대차한 경우, 도품 가공사안에서 도품을 매수가 아닌 증여로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가액반환이 문제되는데, 선의 수익자라면 수익자의 입장에서 이
득이 된 것, 즉 이른바 주관적 가치절하가 인정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선의’란
선의ㆍ무과실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도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령 사인으로부터 도품
을 매수하여 가공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된다. 이때 가공자가 매도
인에게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이득소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은 전술한 송아지 가공사안에서 이득소멸항변을 부
정하였다. 그 이유로 무권리자가 소비하거나, 무권리자가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제3
자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득소멸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언급하면서90)
이러한 사안들과 같게 취급되어야 되는데, 가공자도 어차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
를 받을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민법에서도 독일 판례상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안에서는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代用으로서 부
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한, 소유물반환청구가 행사되었을 자에게 이득보유를 인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의취득이나 선의취득법리의 유추를 통해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결국 도둑인 매도인의 무자력의 위험의 부담을 원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인 가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를 부당이득법상 별도의 이득소멸항
변을 통해 다시금 원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Ⅵ. 결어
지금까지 이득이 동산인 경우에 대하여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에 관한 DCFR
과 민법의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민법과 DCFR 모두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민법은 이를 위해 각 편에서 다양한 규정들, 즉 총칙편에서 의사표시의 무효ㆍ
89)
90)

각 조문에 대한 상세는 이상훈(2016. 8), 101면 이하 참조.
BGHZ 14, 7ff. 여기서는 인과관계 논거를 동원하는데, 즉 지급은 이득의 결과가 아
니라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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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물권편상 선의취득법,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법상 악의
의 무상전득자에 대한 예외적 직접청구권 인정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DCFR은
‘선의 유상 취득자’의 보호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다양한 사안유형에 대처하고 있고,

그 정책의 기저에는 선의를 전제로 대가를 지급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무상취득자보다는 두텁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것이 거래안전에 기여하
는 공익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접근법에 따라 DCFR은 ‘선의’라 하면
선의취득에서나 부당이득법상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에서나 마지막으로 반환범위 결정
에 있어서나 ‘선의ㆍ무과실’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민법은 ‘선의’의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취득의 유상성이 이익형량에 있어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의사표시 무효ㆍ취소에 있어서의 보호받는 제3자도 선의이기만 하면 충
분하고(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무상의 선의
취득도 인정되고(제249조) 사용이익 전득사안에서도 유상취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제201조 제1항). 도품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경매, 공개시장, 동종류
물건 판매상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대가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251조).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가 소유권유보부 자재 부합사안을 선의취득법리의

유추로 해결한 것은 구체적 결론에서의 타당성 도모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사
안에서 선의취득에서 문제되는 이익형량의 관점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선의취득과 부당이득법을 아우르는 선의유상취득자의 보호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향후 논의 전개에 있어 DCFR의 태도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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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토론문]

토론문: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표 현 덕*

이상훈 박사님의 좋은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득이 동산인 경우에 부당이득법
상 전득자 보호에 관한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과 우리 민법의 해석론을 비교법적으로 잘 정리해주신 데 대해 감

사드립니다. 특히 DCFR에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를 물권법적 권리취득과 채권
법적 이득보유, 최종적으로 반환범위 결정이라는 단계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신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문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고, 아
울러 발표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선의유상취득 항변과 관련하여
발제자께서는 DCFR에서 선의취득 제도가 전제하는 원소유자와 양수인 간 이익형
량의 관점은 부당이득법상 ‘이득의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차용될 수 있
다고 하면서, 민법에서 취득의 유상성이 이익형량에 있어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점
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의 양도행위로 인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식 무
상 양도의 사안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시한 예(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가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발제문에서 보듯이 다수설은 무상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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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의취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있지만,1)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무
상취득의 경우에는 아예 선의취득을 부정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2)
그러나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의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816조 제1항 제2문과 같은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는 무상행위에 의한 취
득의 경우를 특별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고,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
정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양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3)
현재 민법 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취득의 유상성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
이는데, 발제자께서는 해석상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선의유상취득자를 보호하자는 취
지인지, 아예 입법론으로 선의유상취득 항변을 규정하자는 취지인지 알고 싶고, 부당
이득에서 양수인의 선의ㆍ악의와의 관계에서 취득의 유상성이 어느 정도로 자리매김
할수 있는지, 즉 대등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편취금전 변제 사안과 관련하여
이번 발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DCFR과 비교하여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발
제자께서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미 이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4) 논문에서는 DCFR
이 편취금전 변제 사안을 채무변제로 인한 채권상실이라는 이득소멸의 항변으로 풀
어나가는 반면, 우리 판례는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 보지만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편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
1)

2)

3)

4)

다만 선의취득을 긍정하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소개한
논문도 있다[이병준,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2009. 9. 24. 선
고 2009다15602 판결: 공 2009하, 1743)”,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2009 하반기) (2010),
199].
제철웅, “선의취득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민사법학 제16호 (1998), 120
이하.
이병준,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2009. 9. 24. 선고 2009다
15602 판결: 공 2009하, 1743)”,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2009 하반기) (2010), 120-121.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6. 8.), 2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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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 원인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횡령 사례(B가 A의 금전을 횡령하여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편취 사례(B가 C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A를 기망하여 A로
하여금 C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로 나누어 횡령 사례를 급부부당이득이 아닌 침해부
당이득 사례로 보고, 편취 사례는 수령자인 C의 시각에 따라 B의 C에 대한 급부로
보게 되므로 급부부당이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5)
편취금전 변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설상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6)에 대하여는 출연자의 송금이 수령
자의 채무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급부관계
는 출연자와 수령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 급부에 관한 원인
이 없으므로 출연자의 수령자에 대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
면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7)
편취금전 변제 사안과 관련하여 일련의 판례 동향에 대하여 발제자의 입장과 부당
이득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3. 민법 제747조 제2항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 2.부터 2014. 2.까지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의무에
관한 기존 제747조 제2항은 제749조의2로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본문의 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1948년 민법 초안 작성 전에 법전편찬위원회가 만든 ｢민법안 편찬요강｣에서

이원석, “채권질권과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
결: 공 2015하, 861), 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2015년 상) (2015), 39-41.
6)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B가 과오납에 의한 환급 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
여 아버지 C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안(일부는 A에게서 C로 직접 송금되고, 일부는 B가 과
오납금을 수령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에서, 대법원은 위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
여 C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 정태윤, “부당이득과 선의취득-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6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 66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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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득의 목적을 무상으로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반환의무를 인정할 것’이라는
항목을 두어 무상전득자 전체에 특별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안에는 “악의”의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그 대상자가 축소되었습니다.8)
이번 민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반환 의무자를 악의의 무상양수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악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무상양수인 전반으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
가 있었으나, 위원장단 회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을 입게 된 자에 우선하여 선의의 무상전득자를 보호할 당위
성이 뚜렷하지 않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악의 요건까지 요구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악의 요건을 삭제하여 무상 전득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
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9)
발제자께서는 발표문에서 현행 민법 제747조 제2항은 원물반환에 관한 한 물권행
위 유인성을 취하고 있는 민법 아래에서 실제 적용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위 조항이 실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악의 요건 삭제 여부에 관한 고견을 듣고
자 합니다.

8)

9)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 (통권 173호)
(2014), 181-182. 위 논문에서는 당시 민사법연구회가 제출한 민법안 의견서에 정부안 원
안에 찬성하면서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이를 통해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
로 타당한 규정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도 악의의 무상전득자와 선의
의 무상전득자에 대한 보호가치를 달리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다.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 (통권 173호)
(201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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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1)

이 제 우*

Ⅰ. 들어가며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
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
Ⅳ. 악의성 법리의 적용상 문제점과 대안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우리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선고한 최근 20~30여년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무게의 추(錘)가 명예의 보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실무적ㆍ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영향이다.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1)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일련의 판결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공직자(public official) 및 공인
(public figure)과 관련해서 한층 강해졌으며 이는 일정한 시차를 갖고 우리나라에까

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의 결과 우리 대법원이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하여 발전시킨 법리가 기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376 U.S. 254 (19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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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 우리 대법원은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법리(이하 ‘악의성 법리’)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 판
례에서 발전한 법리가 우리 법원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
다. 그러나 악의성 법리가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명예의 보호와 표현
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적절한 것인
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바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
이 이 발제문의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아래에서는 다음을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우리 대법원에 의해서 악의성 법리가 확립된 배경을 검토(II)하기로 한다. 이
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먼저 정리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악의성 법리가 발전하게 된 근거와 취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
로, 우리 법체계상 악의성 법리가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어떠한지를 분석(III)하기로 한다. 악의성 요건을 상당성 요건 그리고 공공성 요건
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이밖에 악의성 법리가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
형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을 분석(IV)해보기로 한다. 과연 공인 및 공
적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악의성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판적으로 검토
한 후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에 관한 결론을 정리(V)하는
것으로 발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
우리 대법원이 악의성 법리를 도입하게 된 근거와 취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Sullivan 판결에서 도입한 ‘현실
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소개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미국의 코먼로(Common
law)에서 발전한 명예훼손(defamation)을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1964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Sullivan 판결을 선고하게 된 그 당시의 상황과 취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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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 코먼로상 명예훼손(Common law defamation)2)
1960년대까지 미국의 코먼로에서 명예훼손(defamation)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엄

격하였다. 20세기 중후반까지 미국에서 확립되었던 판례에 따르면 공연히 적시된
(published) 사실이 허위(false)이고 명예훼손적(defamatory) 행위에 해당하면 표현자

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damages)을 부담하였다. 물론 가해자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
(true)임을 입증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3)4) 진실성은

절대적 위법성 조각사유이므로 입증만 되면 설사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코먼로에서의 확립된 입장이었다. 문제는 특
정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데 있었다. 게다가 가해자가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falsity)’이 인정됨을 의미하였다. 결국 코먼로상 명예훼손은 사실상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명예라는 인격권은 상
당히 두텁게 보호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자(public
official)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

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knowledge of falsity)’ 또
는 ‘허위성이나 진실성의 무모한 무시(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falsity)’가 있

2)

3)

4)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명예훼손(defamation)을 코먼로상 명예훼손과 구별하기 위하
여 전자를 ‘헌법적 명예훼손(constitutional defa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One who publishes a defamatory statement of fact is not subject to liability for defamation if
the statement is true.”[Restatement (Second) of Torts § 581A (1977)].
코먼로상 진실성은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로서 가해자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진다(“It has been consistently held that truth is an affirmative defense which must be raised
by the defendant and on which he has the burden of proof.”)[Restatement (Second) of Torts §
581A (1977), Comment b].

272

었음을 입증하여야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 연방대법
원이 수정헌법 제1조5)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게 되면서 명예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엄격성이 완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피고는 적시된 명예
훼손적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Sullivan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 나아
갔다. Sullivan 판결에서 대법원이 현실적 악의 법리를 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
다면 그로부터 3년 뒤 1967년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판결6)에서는 원고가
공직자가 아닌 공인(public figure)인 경우에도 그 적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여세를 몰아 1971년 Rosenbloom v. Metromedia, Inc., 판결7)에서 현실적 악의 법
리의 적용범위를 공적 관심 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과 관련하여 사인의 명예
가 훼손된 경우에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74년 Gertz v. Welch
판결8)에서 현실적 악의 법리가 사인(private figure)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다만 공인이 아닌 사인일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실(negligence)의 입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
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명예훼손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9) 결국 연방대법
원은 Gertz 판결을 통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게 되었다.10)

2. 우리나라

5)
6)
7)
8)
9)

10)

“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
388 U.S. 130 (1967).
403 U.S. 29 (1971).
418 U.S. 323 (1974).
Catherine Hancock, Origins of the Public Figure Doctrine in First Amendment Defamation
Law, 50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81, 84 (2005).
김시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
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저스티스
147호 (2015. 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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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판례법국가가 아니지만 명예훼손법의 발전에 대해서는 미
국 못지않게 판례의 기여도가 크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명예훼손을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민
법 제750조11)와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제751조12)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13)14) 그러
나 정작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불법행위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민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형법 제310조15)를 유추적용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진실성이 입증되면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피고가 행위의 내용이 진실이
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상당한 이유 법
리). 더 나아가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이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경우 피고
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악의성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악의성 법리가 판례를 통해 발전한 만큼 이를 도입하고 발전시킨 주요 판
결들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상당한 이유 법리의 도입 이후 어떤
취지로 악의성 법리가 확립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상당성 이유 법리의 도입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11)

12)

13)

14)

15)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야기
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입법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민법의 제정자는 의용민법을 그대로 이어 받는 방
식으로 민법 제751조 제1항을 입법하였다[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2009),
79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에 관해서는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8) §750 ~ §76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76-281; 김서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법과 정책연구 제12
집 제3호 (2012. 9.), 1257-1264 참조.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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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에 따
라 상당한 이유 이론을 도입하였다. 이 판결은 1966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最判昭
和41年6月23日民集20卷5号1項)16)의 영향을 받은 것17)이며, 대법원은 이를 필두로 형
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상당성 이유
이론의 적용을 우리 법원의 기본 노선으로 확립하였다.
한편 이로부터 10년 뒤 한 드라마의 방송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

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하면서 상당한 이유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동시에 대법원
은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가 현실적 악의에
기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였음을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
에 대하여, 다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론기관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
니라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법원이 1998년까지만 해도 상
당성 요건 외에 피고가 주장하였던 ‘현실적 악의’와 같은 다른 요건은 의식적으로 배
16)

17)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
시하였다[이하의 판결 번역문은 김준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 민형사상 면책 구조에
관한 판례 이론의 분석”, 동북하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 9), 357 참조: “민사상의 불법
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오로지 공
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나온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때에는 위 행위에
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만일 위 사실
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위 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
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이 점은 형법 230조의2의 규정의 취지로부터도 충분히 엿볼 수 있
다.).”
일본에서는 상당성 요건을 위법성이 아닌 고의과실의 문제로 본다. 상당성 요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65-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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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러나 대법원이 97다34563 판결을 선고한지 불과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공인
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취하였다.
일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1999. 6. 24. 선고 97헌마265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
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
(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사

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
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
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
는데도 진위(眞僞)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은 미국 연방대법원 Sullivan 판결에서 확립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가 비
로소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결
정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의 면책요건만 직접적으로 다루었고, 그것도
이를 상세하게 설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입장을 제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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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우리법의 특성상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가 밀접
하게 연관되어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의 97헌마265결정이 우리
나라의 형사판례는 물론이고 민사판례와 민법 도그마틱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적인 관심 사안
의 경우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2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에서 반영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
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나)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위의 헌법재판소 97다265결정을 그대
로 원용하며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
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ㆍ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
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
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
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
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
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법
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고, 즉 가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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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악의성 법리의 도입
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3) 악의성 법리의 확립
가) 악의성 법리의 도입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장 변화를 보인지 불과 1년 만에 악의성 법
리에 관한 입장 정리를 마무리하였다.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 대법
원은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
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
하였다. 이로써 공인 및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악의성 법리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판결에서 유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 판결 가운데
하나인 2015. 5. 28. 선고 2012다29618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기사
를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적절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부정
적 기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공격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책임을 쉽게 인정하
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의 배척
대법원이 확립한 악의성 법리가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수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법원의 악의성 법리가
미국 연방법원이 발전시킨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와 같지 않다는 점은 명백
해 보인다. 특히 우리 대법원이 악의성 법리를 도입하기 전과 후에 선고한 몇몇 판
결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78

앞에서 이미 한 번 언급한 97다24207 판결에서 대법원은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
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
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고가 항
변사유로서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실
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인정해달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 대법원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입장을 최소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결
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악의성 법리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계속해서 배척한 정황이 확인된다.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에서 대법원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
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
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
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그 용어(‘현실적 악의’)와 내용(‘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
면에서 모두 배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대법원이 2002다
64384 판결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겠다고 정리한 것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독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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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공적 관심 사안이 문
제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을 위하여 적용되는 악의성 법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악의성 법리의 내용은 상당한 이유 법리의 내용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악의성 법리의 내용 및 그 적용 기준을 상당한 이유 법
리와 비교하며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악의성 요건과 공공성 요건의 관계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악의성 법리의 내용
1) 악의성
가) 내용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은 2002다64384 판결에서 악의성 법리를 도입하
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의 성명이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바,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활
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
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고의 성명 내용이 진
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제3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

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 성명의 발표에 위법성을 섣
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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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악의성 법리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악의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표현의 적정
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18)
나) 판단 기준
대법원이 악의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2006. 5. 12. 선고 2004
다35199 판결에서이다: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
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
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
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
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
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
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에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
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에
18)

단정적인 어법이나 수사적인 과정표현 등을 근거로 악의성을 판단한 또 다른 사례로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을 들 수 있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
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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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을 위의 판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제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질의
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기사내용에 관한 해명기회를 주기도” 한 점, 피고가 “기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형식을
사용한” 점, “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강압수사’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느낌은 있
으나 허위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보도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되어
서는 아니 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가 보도한 기사내용이 악의적이라는 점을
부인하였다.
이밖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공적 관
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
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대법원은 그동안 악의성의 판단 기준으로 다양한 사정들을 제시하며 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상의 판결들을 분석해보면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표현의 방식 또는 성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표현의
적정성이 강조되는 것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가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 행위의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격적인
존중을 보이며 심히 경솔한 공격을 자제하고 표현을 중립적으로 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2.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 상당성과의 관계
우리 명예훼손법에서 악의성 법리가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 학설대립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과연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 악의성이 상당성과 다른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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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상당한 이유
법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악의성 요건과 상당성 요건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상당성
가) 초기 판례
1980년대 말에 도입된 이후 대법원이 1990년대 말 정도까지 발전시킨 상당한 이

유 법리와 관련하여 몇몇 판결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확인에 대한 태도의 강조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

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
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
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
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
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
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당한 이유 법리의 점진적 확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법원은 상당성 판단의 기준을 더 넓게 인정하기 시작하였

다.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부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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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내용에 나타난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
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
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나라
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
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
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이상의 판결에 기초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이 초기 판례에서 상당한 이유 법
리의 본질을 피고가 사실확인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피고가
명예훼손적 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면서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은 맞지만 언론보도의 신속성이나 진실 확인의 용이
성 등 나머지 사정은 피고가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부수적 사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대법원
은 표현행위의 논리적 타당성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같이 조금 더 다양한 사정
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당성 판단 기준의 점진적 확대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상당한 이유 법리의 적용에서 핵심을 이
룬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 2000년대 이후의 판례
악의성 법리가 도입된 후 상당한 이유 법리의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사실확인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는 방향과 다른 하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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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사정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1) 사실확인에 대한 태도 중심의 접근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
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
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19),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20)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
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
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ㆍ가공하여 게시ㆍ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
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
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ㆍ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
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서 제시하는 근거들은 이 사
건 쟁점 부분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
사 활동이 아닌 정황적 근거에 불과한 사실, […]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 해명한 다음 이 사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는
19)
20)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영화 실미도 사건) 참조.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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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계간지나 이 사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
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판
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21)
(2) 그 밖의 사정을 중시한 접근

대법원이 사실확인에 대한 태도만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유 법리를 적용하였던 것
은 아니다.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의 내
용이 어느 정도 공적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과 같은 시민운
동단체는 업무 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 조달의 투명성을 그 존립의 중요 기초
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라던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쓴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
초한 바 없고, 오히려 […]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
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어서 “위 발언 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그 발언에 진실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고, 피고들이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
다.”고 하였다.
(3) 평가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이 적용한 상당한 이유 법리는 기존처럼 사실확인에 대한 피

고의 태도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21)

이밖에도 사실확인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는 판결은 다음을 들 수 있다: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
결;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1다44962 판결;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2010다61809(병합)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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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당한 이유 법리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대다수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확인
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면서도 2000다37647 판결
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정이 더 다양하게 인정되기 시
작하였으며, 보복 감정 또는 비방 목적과 같이 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의 태도와 직접
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정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 법리를 적용하는 데 계속해서 사실확인에 대한 태
도를 중시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22)
다) 악의성과 상당성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상당한 이유 법리와 악의성 법리가 도입된 것은 각각 1988년
과 2003년이므로 우리 법원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두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
서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판례가 확립되어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
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또한 사실이다. 특히 두 법리의 관계가 어떠한지와 관
련하여 우리 법원의 판례가 일관적이지만은 않다.
(1) 상당성과 구별되는 악의성

양자가 별개의 법리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3) 이 발제자 역시 우리 판례에
서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유 법리와 악의성 법리가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로 크게 세 가지, 즉 ① 적용범위의 차이, ② 핵심 판단 기준
의 차이, ③ 인정 취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판례에서 악의성 법리는 피해자가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상당한 이유 법리는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
적 관심 사안은 물론이고 사적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이처럼 두 법리는 그 적
용범위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22)

23)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로서 상당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행위자가 사실의 적시 전 관련
내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였는지 고려한다. 가령,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2007.5.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 (2007. 9.), 69; 문
병찬, “명예훼손과 판례상의 면책심사기준”, 재판과 판례 제13집 (2005. 1.), 51; 권태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1호 (2014. 9.), 76-7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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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성 요건과 악의성 요건은 그
판단 기준들이 조금 겹치기도 하지만 핵심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
어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우리 법원이 일반적으로 두 법리를 구분하여
적용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두 법리를 구분하였던 예로 2004. 2. 27. 선고 2001
다53387 판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성
요건과 악의성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한 후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은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
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두
요건을 분리하여 판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판결은 적지 않다: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
35199 판결;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판결;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24)
셋째, 두 법리는 그 인정 취지에서도 차이가 난다. 상당한 이유 법리는 명예훼손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고가 진실성 요건을 입증해야하는 무거
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악의성 법리를 도입함에 따라
또 하나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는 상당성 요건 또는 악의성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면 면책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된 면도 없지
않지만 악의성 법리 도입의 주된 목적은 국민과 언론의 감시ㆍ비판ㆍ견제 기능을 강
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악의성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입증책임의 경감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다고 하겠
다.25)
(2) 상당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악의성

24)

25)

또한 피고도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면 피
고 자신이 한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과 그러한 발
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됨을
구분하여 항변한다.
오히려 피고가 악의성의 부존재까지 추가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입증책
임이 가중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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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성 요건이 상당성 요건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악의적이
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그 의혹제기를 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26)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악의성
요건은 상당한 이유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 근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를 잘 나타내는 예로서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을 든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 사건 발표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당
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 그것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대법원
은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
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 이론을 적용하면서 상당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악의성까지 포
섭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을 들 수 있다. 우선
원심판결27)을 보면 악의성 요건이 상당한 이유 이론의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상당성 요건을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언론보도의 내용 및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며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
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도 이 사
건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2000년대 이후 상당한 이유 법리는 악의성 법리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26)
27)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310.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나68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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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 악의성 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법
원은 실제로 몇몇 판결에서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행위의 악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에만 근거하여 악의성 법리가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부수
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당성과 악의성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판결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악의성 요건과 상당성 요건의 관계와 관련하여 일
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이 취하는 입장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우리 판례에서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일률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이 악의성 법리와
상당한 이유 법리를 구분하여 적용하면서도 소수의 예외적인 판결도 선고한 바 있다
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2) 공공성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또 다른 요건으로 표현행위의 공공성
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공성 요건은 피고의 명
예훼손적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인 경
우 충족된다. 특히 공공성의 판단 기준이 표현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악의성 요건과 구별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고한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28)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
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
로 보아야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28)

비록 이 판결은 악의성 법리가 도입되기 전에 선고되었지만 악의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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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
다.”
여기서 대법원은 공공성 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피고의 주된 동기인 경우에만 공공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언
뜻 보면 공공성과 악의성은 서로 배타적인 요건으로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밝혔듯이 타인을 비방하
더라도 이런 태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이면서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 가
운데 둘의 관계를 특별히 문제 삼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공성 요건을 이유로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을 부인할 여지는 적
다.

3) 소결
대법원의 관련 판결들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데 우리 명예훼손법에서 악의성과 상당
성 사이에는 적어도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악의성
과 공공성 요건의 관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악의성
법리를 상당한 이유 법리와 공공성 요건과는 별개의 법리로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
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의 판결로 인하여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쉽다. 그러므로 우리 법원은 판례의 일관성을 위한 노력
을 보일 필요가 있다.

Ⅳ. 악의성 법리의 적용상 문제점과 대안
지금까지는 우리 법원이 악의성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우리 판례에서 그
위상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래에서는 우리 법체
계상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과연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악의성 법리가 우리 법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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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악의성 법리
1) 문제의 제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의성 법리에 기초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
은 명예훼손적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이 있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악의성 요건을 도입한 것은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정당이나
언론사 등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호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꼭 악의성 법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필요는 없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우리 판례에서 적용되는 악의성 법리의 핵심은 원
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이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피고가 사용한 표현의 방식이나 성
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언론사나 정당 입장에서 공직 사회 또는 사회 일반
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제력보
다는 신중성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언론사나 정당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
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의혹에 관한 확인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우리 사회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래야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및 정
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어 정당한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결국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
호하는 것은 악의성이 아니라 상당성의 문제다. 그러므로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진실
이었거나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면 명예
훼손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대법원은 굳이 악의성 법리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우리 판례에서 적용되어왔던 상당한 이유 법리는 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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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그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
다.29) 그러므로 대법원이 새로운 위법성 조각사유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의 상당한
이유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입증책임만 완화
해주었으면 어떠했을까?30) 피고가 한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아닌 가령 ‘합리적인 이유’만 입증되면 그러한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31)

2) 미국 명예훼손법의 시사점
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
미국에서 현실적 악의 법리의 도입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비록 미국 연방대법원이
‘악의(malice)’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본

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사실확인절차에 대한 피고의 태도이다, 그러
므로 연방대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함에 따라 피고가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그 진위의 확인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Sullivan 판결에서 “정부 또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렬하
거나 신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있을지라도 사회
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약 없이 당당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쟁을 해야”32) 함을 강조하
였듯이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에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는 공직자를 비롯한 공인의 명
29)

30)

31)

32)

상당한 이유 법리와 현실적 악의 법리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배병화, “공익보도에 의한 명
예훼손과 면책사유: 상당성 이론과 현실적 악의이론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3집 1호
(2005) 51;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 법문사 (2002), 191 참조.
당초 대법원은 2000다37524, 37531 판결에서 피고의 입증책임의 완화 필요성을 직접 인정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결국 2002다64384 판결에서 악의성 법리를 도입함에 따라
본래의 이러한 입장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오늘날까지 명예훼손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 법리만 적용하고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that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376 U.S. 254, 270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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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Gertz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바와 같이 사인(public figure)과 관련해서는 피고에게 과실
(negligence)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과실 역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아닌 사실의 진실성 또는 허
위성에 대한 피고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과실보다는
‘진위에 대한 무모한 무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인과

공인에 따른 구분은 입증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방대
법원이 ‘현실적 악의’라는 새로운 법리를 도입하여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의 균형을 도모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악의성 법리를 도입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
르다.
나) 코먼로상 악의(Common law malice)
오히려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악의성 요건은 코먼로상 악의(Common law
malice)에 더 가깝다. 우리 명예훼손법에서 고려하는 악의성은 코먼로상 악의처럼
‘앙심(spite)’ 또는 ‘증오감(ill will)’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33) 더욱이나 코먼로

상 악의는 코먼로에서 명예훼손 자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코먼로상 악의가 입증되면 피고는 전보적(compensatory) 손해배
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34)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본질로 하고 있는 코먼로상 악의는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여 언론사 등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야기(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우리 대법원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악의성에 대응하는 요건을 미국 불법행위법에
33)

34)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와 코먼로상 악의(Common law malice)의 차이를 언급한 주(州)
판결로 Perez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Ohio, 1988) 판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Ohio 주(州)대법원은 현실적 악의가 진실에 대한 피고의 태도라면, 코먼로상 악의는 원고
에 대한 피고의 태도라고 하였다.
Gerald R. Smith, Of Malice and Men: The Law of Defamation, 27 Valparaiso University Law
Review, 39, 4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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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굳이 찾는다면 아마도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야기(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이하 IIED)’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IIED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피고의 행위가 ‘터무니
없고(outrageous) 수인한도를 넘을(intolerable)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요건의 본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35) IIED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중시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정신적 평온(emotional tranquility)이
기 때문이다.36) 그러므로 피고의 감정 표현이 지나치거나 동기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원고의 정신적 평온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
도가 IIED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정이 된다.37)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악의성 법리를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적용하는 것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판례를 보더라도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발전시켜온 악의성 법리를 부정해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35)

36)

37)

IIED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나머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
의 행위가 의도적(intentional)이거나 무모(reckless)할 것;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정
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이 야기될 것; 정신적 고통이 현저(severe)할 것[Karen Markin,
The Truth Hurts: Intentional Infliction of Emtional Distress as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Media, 5 Comm. L. & Pol'y 469, 476 (2000); Harris v. Kreutzer, 624 S.E.2d 24, 33 (Va.
2006)].
Andrew Meerkins, Distressing Speech After Snyder - What's Left of IIED, 107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99, 1031 (2013).
미국에서는 심지어 IIED와 관련하여 공적 관심(public concern) 사안이 문제된 경우에도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Snyder v. Phelps 562 U.S.
443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seph Russomanno,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Why Westboro Had to Win, 17 Comm. L. & Pol'y 133, 171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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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시: 명예훼손에 대한 악의성 법리의 일반적 적용
우리 사회에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위상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
이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언론ㆍ출판은 타
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
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에 대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명예훼손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때 이런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대법원이 악의성 법리를 도
입하면서 현실적 악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용하였을 것이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판례에서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과 관련하여 악의성 법리를 적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악의성 법리를 전면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를
보호하는 데 표현의 적정성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피고가 사용한 표현이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명예
가 더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언론사나 정당이 하는 발언의 사
회적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언론사나 정당 등
이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보도 또는 성
명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도 안 된다. 명예가 이런 식으로 훼손
된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법체계상 악의성 법리가 문제되는 것은 공인과 사인 또는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의성 법리를 유지하되
공인/사인 또는 공적/사적 사안의 구별 없이 적용하면 어떨까? 다시 말해, 악의성 법
리를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의 특성 또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이유 법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공인 및 공적 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명예훼손

296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을 더 어렵게 하고, 반대로 사인 및 사적 사안에 대
해서는 입증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명예의 보호
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감정에 부합하는 명예훼손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Ⅴ. 나가며
이상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명예훼손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우리 대법원은 2000년대 들어서 악의성 법리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를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악의성 법
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현실적 악의 법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 대
법원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립시킨 법리이다.
그러나 악의성 법리의 도입 취지가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정당이나
언론사 등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호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의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 판례상 악
의성 법리의 핵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라는 점에서 오히려 상당한 이유 법리
의 핵심인 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의 태도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실적 악의 법리를 도입한
것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 역시 공인 및 공적 관심 사안과 사인 및 사적 사안을 구분하는
데 악의성 법리가 아닌 상당성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전자에
대해서는 상당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후자에 대
해서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명예의 보호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악의성 법리는 공인과 사인의 구분을 떠나서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악의성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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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악의성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많이 부족하지만 발제문에서 살펴본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이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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