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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 ｢민법｣제29조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한 유일

한 조문으로서 그 실질 요건과 차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제29

조1)가 규정하고 있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원칙과 외로 구분된다. 원

칙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 계가 소 으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수.

1) 아래에서 행 ｢민법｣의 조문은 다른 법률과 혼동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률

명칭 없이 조문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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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에 선의로 한 행 의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부터 어렵

지 않게 이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 법문 형식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제29

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한 외규정이다. 실종선고 취

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실종선고의 소 실효를 제한함으로써

실종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 계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제29조 제2

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 원인으로 하여 재

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종선고를 직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 : 실종자의 상속인)2)의 반환의무와 그 범 를 규정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제29조 제1항 본문은 실종선고의 요건 원칙 효과를,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 계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원칙에 한 외를, 제2항은 실종선고에 따른 직 수익자의 지 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제29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의 논 이

있는데, 그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

의’(善意)의 구체 의미이다.

아래에서는 해석론의 시각에서 종래의 학설을 비 으로 검토하는 한

편 일부 논 에 해서는 입법론 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

각에서 제29조의 성립 배경과 입법에 한 평가(II),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정

하는 ‘선의’의 의미(III), 제29조 제1항 단서가 혼인에도 용되는지(IV)의 순

서로 논의를 개한다.

2)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실종의 선고를 직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를 아래에서는

‘직 수익자’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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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9조의 입법: 연 과 평가

1. 의용민법과 행 ｢민법｣의 차이

행 ｢민법｣제29조에 응하는 의용민법의 규정은 제32조이며,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第32條 ① 失踪者의 生存한 것 는 前條에 定한 時와 相異한 時에 死

亡한 것의 證明이 있을 때에는 裁判所는 本人 는 利害關係人의 請求

에 依하여 失踪의 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但 失踪의 宣告 後 그 取消

前에 善意로써 한 行爲는 그 效力을 變치 아니한다.

② 失踪의 宣告로 因하여 財産을 얻은 者는 그 取消로 因하여 權利를

喪失하나 現在利益을 받는 限度에서만 그 財産을 返還할 義務를 진다.

행 ｢민법｣제29조는 의용민법 제32조와 체로 유사하나 다음 몇 가

지 에서는 차이가 있다. 첫째,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권자로 검사를 추가하 다. 둘째, 의용민법이 “失踪의 宣告로 因하여 財

産을 얻은 者”라고 한 것을 제29조 제2항은 “실종의 선고를 직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반환의무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 다.

셋째, 제29조 제2항과 달리 의용민법 제32조 제2항은 “失踪의 宣告로 因하

여 財産을 얻은 者는 그 取消로 因하여 權利를 喪失”한다고 규정하여 실종

선고의 직 수익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상

실한다는 을 명문화하고 있다. 넷째, 제29조 제2항은 반환범 에 하여

의용민법과 달리 선의·악의를 구별하고 있다.

의용민법과 행 ｢민법｣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가?

이에 해서는 항을 바꾸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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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의 입법 경과

제29조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아무런 변화 없이 재에 이르고 있

다. 아래에서는 그 입법 경과를 소개한다.

우선, 정부의 민법원안을 본다. 행 ｢민법｣제29조에 응하는 조문은

민법원안 제28조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3)

제28조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는 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

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 계인 는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에 선의로 한 행 의 효력에 향이 없다.

② 실종선고로 직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선고가 취소

되면 이익이 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원안 제28조 제1항 본문은 의용민법과 달리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

자에 검사를 추가하 다. 이는 행 ｢민법｣제27조에 해당하는 민법원안 제

26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는 의용민법 제30조와 달리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로 검사를 추가한 것4)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용민법 제30조는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로 의용민법 제26조( 행 ｢민법｣제

23조에 해당)와 달리 이해 계인만을 들고 있었는데, 검사가 이러한 이해

계인에 속하는지에 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었다. 1설은 가장 이해 계가

깊은 배우자나 상속인 등이 실종자의 귀환을 기다리는데 국가가 사망의 효

과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에서 이를 반 하 지만5), 2설은 국가도

상속세취득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표하는 검사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 다.6) 민법원안 제26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

3) 명순구, 실록 한민국 민법 1, 법문사, 2008, 144면.

4) 명순구, 의 책, 136~142면 참조.

5) 薬師寺志光, 日本民法総論新講(上), 文德社, 昭和27(1952), 170頁.

6) 近藤英吉, 注釈日本民法(總則編), 巌松堂書店, 昭和7(1932), 1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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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2설의 취지를 살려 검사를 명시 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7) 그리고 이에 따라 행 ｢민법｣제27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은 실종선

고와 그 취소의 청구권자로 검사를 추가하게 되었다.

한편 민법원안 제28조 제2항은 의용민법 제32조 제2항과 달리 ‘선의’라

는 개념을 추가하면서 선의수익자의 반환범 가 존이익이라는 을 명확

히 했다. 의용민법 제32조 제2항은 최소한 문언상으로는 ‘선의’의 제 없이

반환범 를 존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용민

법 당시의 통설은 이 규정이 선의인 경우를 제한 것으로 보면서 악의인

경우에는 의용민법 제704조8)에 따라 반환범 가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9) 이러한 통설은 일본민법 시행 기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10)

민법원안은 이 통설을 입법에 명확히 반 하려는 의도로 “선의인 경우에도”

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민법원안 제28조 제2항은 행 ｢민법｣제29조 제2항과 그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회 법제사법 원회의 수정안에서 연유한다.

심의과정에서 법제사법 원회 민법안심의소 원회는 민법원안에 하여 아

래와 같은 취지의 비 의견을 제시한다.11)

7) 한편 민법원안에 직 인 향을 미친 경우가 많은 만주민법의 경우 실종선고의 청구

권자로는 의용민법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권

자로는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만주민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 이는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부재자의 생환을 기다리는 근친 등의 감정을 무시하고 국가가

그 선고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종자가 생존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공익의 표자로서 근친 등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해

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柚木馨, 滿洲國民法總論(Ⅰ), 有斐閣, 昭和

15(1940), 128～129頁).

8) 행 ｢민법｣제748조 제2항(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 )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9) 가령 我妻榮 /安二濬 역, 民法總則, 文星堂, 1957, 97면; 勝本正晃, 新民法總則, 創文社,

昭和25(1952), 84～85頁 등 참조.

10) 1907년 당시 보성 문학교( 고려 학교의 신)의 교과서는 체로 일본 교과서를

차용한 것인데 이 자료에도 같은 취지의 해석론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해서는 신우

선 지음/명순구 옮김, ｢民法總論｣(보성 문학교 교과서 번역사업 1), 고려 학교출

원, 2017, 83면 참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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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卷, 1957, 24~26면; 명순

구, 앞의 책 실록 한민국 민법 1,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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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원안 제28조 제2항이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서는 의용민법 제704조를 용함으로써 같은 결과에 귀착한

다는 해석에 기 한 것이다. 그런데 제2항의 실종선고를 직 원인으로 하

여 취득한 재산의 반환에 한 규정에 있어서 선의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악

의인 경우에 해서는 부당이득(민법원안 제741조12))에 한 규정에 일임

한 것은 체제상 균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만주민법 제28조 제2항의 에

하여 실종선고 취소 후의 실종자의 재산반환에 하여 선의의 경우와 악

의의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에서 지

하는 바와 같이 민법원안과 같이 선의의 경우만을 규정하더라도 실질 으

로는 만주민법 제28조와 같은 결과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에 한

규정 의용민법 제704조나 만주민법의 규정 민법원안 제741조가 모두

선의의 경우와 악의의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본조에 있어

서도 선의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원안 제741조를 용하도

록 하는 것은 불균형하다. 따라서 선의·악의의 두 경우를 본 조문에서 명시

하는 것이 친 한 입법조치이므로 본조 제2항은 이를 수정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본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 다: “실종선고

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결국 민법원안 제28조 제2항( 행 ｢민법｣제29조 제2

항에 해당)에 한 국회 법제사법 원회의 수정안은 만주민법 제28조의 직

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주민법 제28조는 아래와 같이 규

정한다.

第28條 ① 失踪者의 生存하는 事實 는 前條에 定한 때와 相異한 때

에 死亡한 事實의 證明이 있을 때는 法院은 本人 利害關係人 는 檢察

12) 행 ｢민법｣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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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의 請求에 依하여 失踪의 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但 失踪의 宣告

後 其 取消 前에 善意로써 한 行爲는 이로 因하야 其 效力이 妨止되지

않는다.

② 失踪의 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는 失踪의 宣告에 依하여 財産을 얻은

者는 其 받은 利益이 있는 限度에 있어서 이를 返還할 義務를 진다. 但

惡意의 受益者는 其의 받은 利益에 利息을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을 때는 其 賠償의 責任을 진다.

법제사법 원회의 수정안에 하여 민사법연구회13)도 아래와 같이 찬

성의 입장을 취했다.14)

민법원안 제28조 제2항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를 규정하 는데,

이는 재산취득자의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은 의용민법 제32조 제2항보

다는 진보한 것이지만 불분명한 이 있다. 그러므로 선의와 악의의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여 규정한 수정안이 친 한 입법이다. 의용민법의 해석에 있

어서도 선의와 악의에 따라 부당이득에 한 의용민법 제703조 는 제704

조15)를 용하는 학설이 있으나, 반 설도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입법

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본회의 제2독회에서 법제사법 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어 행

｢민법｣제29조가 되었다.16)

13) 1956년 9월 25일 서울 소재의 민법학 교수들을 심으로 ‘민법 안연구회’가 결성되었

는데, 이 연구회는 곧바로 ‘민사법연구회’로 개칭되었다. ‘민사법연구회’는 재 ‘사단

법인 민사법학회’로 발 하 다. ｢민법｣제정 과정에서 민사법연구회의 활동에 해

서는 명순구, “｢민법｣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민사법학｣제74호, 2016, 10면

이하 참조.

14) 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一朝閣, 1957, 33면 李恒寧(당시 고려 학교 법과 학

교수) 집필부분 참조; 명순구, 앞의 책 실록 한민국 민법 1, 146면.

15) 행 ｢민법｣제741조 제7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의용민법은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 는 부당이득 일반규정에 함께 규정하고, 바로 다음의 독립 조문(제

704조)으로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 를 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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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민법｣제29조 입법에 한 평가

(1) 제29조 입법의 의의

제29조와 입법 계통 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만주민법 제28조이며, 만

주민법 제28조는 당시 일본 민법학의 통설 내지 다수설을 수용한 결과이

다.17) 결과 으로 제29조는 의용민법의 모호한 표 을 제거함으로써 법문

의 명확성을 제고하 다. 그 다고 하여 제29조의 해석과 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9조는 몇 가지 에서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에 있어서 학설 립이 있다. 그런데 학설 립

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29조의 입법에 하여 부정

인 평가를 내릴 것은 아닐 것이다. 해석의 필요성은 민법의 규정이 가지는

다소간의 추상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며, 민법 규정의 추상성은 규정

에 따라서는 의도 인 경우도 지 않다. 일정 수 의 추상성은 해당 규정

이 변화하는 실을 규율함에 있어서 융통성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 제29조 제2항의 존재의의: 인정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제29조가 민법의 다른 규정들과 비교

해 볼 때 규율 방법 는 내용이 정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문제

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논의되는 것이 제29조 제2항이다. 일부 학설은 제29

조 제2항은 독자 인 존재의의가 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

장한다.18) 그 이유에 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19)

16) 국회 본회의의 구체 인 논의사항에 해서는 명순구, 앞의 책 실록 한민국 민법

1, 146면 참조.

17) 만주민법은 1932년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결과 만들어진 만주국의 민법 인데, 일본

의 我妻榮과 穗積重遠이 일본의 민법 을 당시의 일본 민법학의 해석론 는 입법론

에서 통설 는 유력설에 충실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하듯이 만들었다고 한다(정

종휴, “한국민법 의 비교법 계보”, ｢민사법학｣ 제8호, 1990, 83면 86면).

18) 강태성, “민법 제1편(총칙) 의 통칙·인에 한 개정 방향”, ｢법조｣제54권 제12호(통

권 591호), 2005, 49면.

19) 강태성, 앞의 ,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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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취소의 효과로서, 실종선고를 직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재산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 에 하여는 민법 제748조 제1항·제

2항이 규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29조 제2항은 민법 제748조 제1항·제2

항과 그 내용에 있어서 같다 즉,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를 직 원인

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범 에 있어서”, 민법 제748조 제1항·제2

항을 부연하여 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바꿔 말하면, 민법 제748

조 제1항·제2항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29조 제

2항은 민법 제748조 제1항과 제2항의 시 ·주의 규정에 지나지 않

는다. 그러므로,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있어서

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29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한가?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법

률 계 청산의 법 성질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제에 선다면 주장에 일

리가 있다. 그러나 그 성질을 부당이득으로 확언할 수 있을까? 실종선고 취

소의 효과를 실종선고가 없던 상태(status quo ante)로의 회복, 즉 원상회복

으로 볼 수도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이 원상회복

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악한다면 제29조 제2항은 원상회복의 범 를 제

한하는 특별규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20)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법률

계 청산의 법 성질에 해서는 견해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있고 원상회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제29조 제2항은 이와 같

은 견해의 차이에 따른 다의 해석의 가능성을 정리한 것으로 존재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0) 컨 일본에서는, 실종선고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물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면서, 이 규정의 의미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채권 효과에 한 제한이 아니라,

실종선고취소의 당연한 효과인 재산반환에 한 물권 효과(원상회복)에 한 제한

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今泉孝太郎, 新民法総則, 泉文堂, 昭和31(1956), 108頁;

穗積重遠, 民法總論, 有斐閣, 大正12(1923), 209頁; 松板佐一, 民法提要總則, 有斐閣,

昭和29(1954), 89頁; 薬師寺志光, 앞의 책, 182頁 등). 특히 만주민법의 입안자 한

명인 穗積重遠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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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령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법률 계 청산의 법 성질을 부당

이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제29조 제2항을 삭제의 상으로까

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삭제론의 근거는 제29조 제2항의 규율

사항은 부당이득에 한 일반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민

법 규정 에 이론 으로 부당이득의 법리를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규정

은 제29조 제2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제261조, 제341조,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1항, 제465조 제2항 등). 이들 조문의 규율 사항은 부당이득의 법

리에 기반한 것으로 굳이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석론을 통해 동일

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별로 상황에 맞

춰 반환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민법이 법률 문가를 한 재 규범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행 규범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는 에서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3) 제29조 제2항의 기능

제29조 제2항의 존재 의의는 다른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법 제29

조 제2항에 해서는 실종선고로 인한 소 효의 외 하나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21) 그러나 의용민법은 행 ｢민법｣제29조 제2항의

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직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존이익에 한하여 반환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22) 이 견

해에 의할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소 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의 반

환범 에 한 의용민법 제703조 내지 제704조의 원칙과 차별화되므로 실

종선고로 인한 소 효의 외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

｢민법｣제29조 제2항의 규율 내용은 부당이득의 반환범 와 완 히 동일하

므로 이를 실종선고 취소 효과의 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제29조는 그 규율사항을 기 으로 세 개의 부분(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2항)으로 구분된다. 제1항 본문은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원칙

21) 곽윤직, 민법총칙, 박 사, 2002, 115면; 이 , 한국민법론(총칙편), 박 사, 2004,

780～782면;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1. 111～117면 등.

22) 穗積重遠, 앞의 책, 209頁; 薬師寺志光, 앞의 책 184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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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제1항 단서는 선의자 보호 내지 거래안 을 목 으로 하여 원칙

효과에 한 외를,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의 반환범 를 각각 규

율하는 것이다. 그 다면 제2항을 두어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의 반환범

를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에게 궁극 인 청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령 A에 한 실종선고로 B가 A로부터 甲토지를 상속받고 이를

C에게 매매를 통해 양도한 후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해보

자.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되어 A가 C에게 甲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A가 입은 손실은 B(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와의 계에서 내부

으로 청산하라는 것이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이다. 그리하여 제29조 제1

항 단서가 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29조 제2항은 거래안 보호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한 보완조치인 셈이다. 거래안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규정의 이면에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한 보완조치를 두는 것

은 제29조 제2항과 같이 민법이 명문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 않

은 경우도 많다. 가령 선의취득에 한 제249조는 무권리자로서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의 계에서 정산하라는 을 명

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법정채권(사무 리,

부당이득, 불법행 ) 등의 법리에 따라 채권법 청산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여기에서 제29조 제2항이 용되는 경우에 하여 좀 더 생각해 보자.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살펴본다. 앞에서 든 사례를 계속 사용하여 설명한다.

<1>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되지 않은 경우: A로서는 B에게 반환

(가액반환)을 청구하거나(제29조 제2항) 는 C에게 소유물의 반환(제213조

본문)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상 방을 구로 할 것인가는 A의 선

택에 달려있다.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되지 않아 A가 C에게 소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 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 A가 B(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에게 존이익(B가 선의인 경우) 는 그것을 과하는 이익(B

가 악의인 경우)에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때에는 A의 B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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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종선고 취소

의 효과로서 A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최 한도는 甲에 한 소유권 회복인

데 그 최 한도를 달성한 A에게 더 이상의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이 경우에는 B와 C 사이에서 채권법 청산( : 담보책임)이 있게 될

것인데, 이는 제29조 제2항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된 경우: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되면

A는 C로부터 甲에 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때 A는 B에게 제29

조 제2항에 따라 존이익(B가 선의인 경우) 는 그것을 과하는 이익(B

가 악의인 경우)에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 제2항의 기능은 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데 종래 학설은 이 문제에 한 입장이 명확치 않은 것 같다. 제29조 제2항

의 의미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이를 제29조 제1항 단서와의 긴 한

계 속에서 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은 ‘선의’의 구체 의미이다. 이 문제에 해서는 장을 바꾸

어 논의한다.

Ⅲ. 제29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의미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선의’는 문제된 법률행 의 당사자

구의 선의를 의미하는가? 종래 이에 하여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재산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상으로 종래 학설의 입

장을 소개하고 이를 비 으로 검토한다. 논의의 편의를 해 다음 사례를

사용한다: 甲토지의 소유자 A가 실종선고를 받아 그 상속인 B가 甲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후 甲토지에 한 소유명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C․

D․E에게 순차 으로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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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의 학설상황

(1) 방 선의설(제1설)

이 학설은 양 당사자의 선의가 요구되며 일방 당사자만이 선의이고 타

방 당사자가 악의인 때에는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이 없다고 한다.23) 이

학설에 따를 때, 계약당사자 방이 선의여야만 실종선고 취소의 소 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은 분명하다(즉 B․C 간의 계약에 있어서 B와 C의 선

의, C․D 간의 계약에 있어서 C와 D의 선의, D․E 간의 계약에 있어서 D

와 E의 선의). 그런데 “양 당사자의 선의가 요구된다”라는 이 학설의 단

기 에는 약간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甲토지에 한 소유권이 B․C․

D․E의 다단계로 이 된 경우가 아니라, B․C의 1단계에 그친 상태에서

A가 C에 하여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1설의 단기 (“양 당사자

의 선의가 요구된다”)이 명확성을 유지한다. 즉 C가 甲에 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된 원인행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인 B와 C 모두가 선의인 때에 한

하여 A의 C에 한 권리회복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와 달리 B․C․D․E

라는 다단계의 법률행 를 통하여 E가 甲토지에 한 소유명의를 취득하

고, 이에 따라 A의 권리주장의 상 방이 최종 명의자 E인 때에는 제1설의

단기 (“양 당사자의 선의가 요구된다”)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논

리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이다: ① B․C․D․E 모두 선의여

야 한다는 시각24); ② B․C, C․D 는 D․E의 3단계의 매매계약 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 방선의’라는 조합(즉 ‘B선의․C선의의

조합’, ‘C선의․D선의의 조합’, ‘D선의․E선의의 조합’)으로 충분하다는 시

각.25) 종래 방 선의설(제1설)을 취하는 학설 에는 그것이 구체 으로 ①

의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②의 입장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26)도 있다.

23) 곽윤직, 앞의 책, 115~116면;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199면; 김증한·김학

동, 민법총칙, 박 사, 1995, 152면; 이 , 앞의 책, 781면;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237면 등.

24) 곽윤직, 앞의 책, 116면; 이 , 앞의 책, 781면.

25) 지원림, 앞의 책, 237면.

26) 김증한·김학동, 앞의 책,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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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효력설(제2설)

각 계당사자에 따라 개별 ․상 으로 효력을 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27) 이 학설에 따르면, 甲토지의 소유 명의가 B․C․D․E의 순서

로 이 된 경우에 B․C․D 모두 악의라 해도 E가 선의라면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의 E에 한 권리회복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제2설은 제1설에 비하여 거래의 안 에 보다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그

런데 제1설은 제2설에 의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선의자를 두텁게 보호하

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한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甲토지의 소유권

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보호가 되겠지만, 그가 甲토지를 악의자에게 양도하

다면 악의의 양수인은 실종선고가 취소된 사람(사례에서 A)에 의하여 권

리회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게 되면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

되었던 선의의 양수인은 담보책임(제570조)을 져야 하므로 제2설이 추구하

는 선의자 보호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효력설(제3설)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즉 B)를 기 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즉

C․D․E) 어느 한 사람이 선의이기만 하면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28) 컨 , C 는 D가 선의라면 비록 E가 악의

라도 A의 E에 한 권리회복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E는 선의인 C

는 D의 권리(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A가 권리회복을 할 수 없는 지

를 보유한 사람)를 승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제2설의 주장내용도 포 하는 것이다. 컨 , C․D가 모두

악의이고 E가 선의라면 A의 E에 한 권리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2설의 입장인데, 제3설 한 이와 동일한 결론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제1설의 제2설에 한 비 (선의의 양수인이 악의자에게 양

도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작동으로 인해 제2설의 목 을 이룰 수 없다는 지

27)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 사, 1986, 143면; 김주수, 민법총칙, 삼 사, 1988, 138면; 이은

, 민법총칙, 박 사, 2005, 205면.

28) 고상룡, 앞의 책, 113면; 김 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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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설에 따르면 선의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악의라 해도 실종자는 그에 하여 권리회복을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종래 학설에 한 비 평가

종래 학설은 제29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실종선고가 취소된

실종자의 보호에 치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의 안 에 무게를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제1설은 실종자의 이익 보호에 그리고 제2설과 제3설은 거래안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견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3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제1설의 문제 을 지 하고 제2설의 보충 필요성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제3설의 합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1) 제29조 제1항 단서와 제2항과의 계 해석

제29조 제1항 단서는 제29조 제2항과 한 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를 궁극 인 청산의무

자로 보는 것이 제29조 제2항의 취지라는 은 앞에서 지 한 바와 같다. 특

히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에 따라 침해된 실종자의 이익은 실종자(주어

진 사례에서 A)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주어진 사례에서 B) 사이에서 채

권 으로 청산하라는 것이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

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제1설의 주장과

같이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요건으로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의 선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제29조 제2항의 규율계획과 어 나는 것이다. 가령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에 따라 실종선고가 취소된 사람이 득자에게 항하지

못하고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와 내부 으로 채권 청산을 하는 경우에

(제29조 제2항의 규범내용) 그의 용태는 선의․악의의 두 가능성이 모두 열

려 있어야 한다. 만약 제1설과 같이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요건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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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의 선의를 포함시킨다면 제29조 제2항의 규범내용

악의의 경우는 아 용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는 제29조 제2항이 선

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경우도 아우르고 있는 규율계획에 어 나는 것이다.

(2)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와 득자의 법 지 의 차이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주어진 사례에서 B)와 그를 기 으로 하여 후

에 재산을 취득한 득자(사안에서의 C․D․E) 사이의 법 지 의 차이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제1설에 속하는 견해 에는 사례에서 A의 E에

한 권리회복이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되기 해서는 B․C․D․E

모두 선의여야 한다는 것도 있다.29)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범 를 잘못 악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

종선고의 직 수익자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 그를 기 으로 하여 후에 재

산을 취득한 사람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종선고

의 직 수익자에 해서는 제29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를 기 으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법 지

는 실종선고를 직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선의․악의에 따

라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29조에 한 입법 배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

에 응하는 조문은 의용민법 제32조인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용민

법 제32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라 권리

를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재산취득자의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행 ｢민법｣제29조 제2항은 그 문언이 의용민법 제32조 제2항과 다

르지만 취지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실종선고 취소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9) 민법 제정 당시 민법안심의소 원회는 행 민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민법원안 제28조

에 하여, “의용민법 제32조와 동일하나 청구권자 검사를 추가하 다”고 악하

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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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卷, 1957, 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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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E에 하여 권리회복을 주장한 경우에 E의 법 지 문제와 B의

법 지 문제는 각각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A로서

는 득자인 E에 하여 권리회복을 주장할 수도 있고 실종선고의 직 수

익자인 B에 하여 권리회복을 주장할 수도 있는 치에 있다. A가 E에

하여 권리회복을 주장하 는데, E가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호 상인

계로 A가 권리회복을 할 수 없다면 A로서는 직 수익자 B에게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B의 선의․악의는 반환범 에

차이가 있을 뿐 A에 한 반환의무 자체의 성립 여부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B의 경우에는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A에게 반환의무

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범(즉 선의인 경

우에 한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과 어 나는 결과가 된다. 이는 B가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 상이 아니라는 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제2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도 B와 C․D․E는 법 지 에 차이가 있다는

이 표 되어 있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에 선의

로 한 행 ”를 규정하고 있는데, B는 실종선고를 직 원인으로 하여 권리

를 취득한 사람이지 특별한 행 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

문이다.

(3) 제3자 보호 규범의 특질

제3자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규범의 특질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사람(A)과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

(B)의 계를 심으로 볼 때 제3자의 지 에 있는 사람(C․D․E)의 법

지 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제29조 제1항 단서는 제3자의 신

뢰를 보호하기 한 규범이다. 제3자 보호규범, 특히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규범의 기본구조는 문제된 제3자를 개별 ․상 으로 보

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보호 상인 제3자의 권리 상태를 다른 사람의 선

의․악의의 향으로부터 연시키는 것이 제3자 보호규범의 기본구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은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서도 유

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선의가 요구된다”라는 제1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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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은 합성이 없다. 한편, 제29조 제1항 단서가 실종선고의 직 수

익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한 규정인데, 그 보호 여부가 해

당 제3자가 아닌 직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의존한다는 것도 폭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제29조 제1항 단서와 연계 으

로 해석되어야 하는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와 악의인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요컨 ,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된 제3자의 선의․

악의를 개별 ․상 으로 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에서 제2설의

기본 은 타당한 것이다.

(4) 선의자 보호 제도의 궁극 목 : 거래의 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범은 그 자체로서도 요한 의미를 가지지

만 궁극 으로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통하여 거래의 안 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제249조에 의하여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그 선의취득

자 이후로부터는 비록 악의자라도 권리를 취득한다는가 혹은 통정허 표시

의 제3자가 선의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면(제108조 제2항) 그 이후로부터는

비록 악의자라도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법리가 그 이다. 문제된 선의자

이후의 거래당사자는 이들의 법 지 를 기 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29조 제1항 단서 한 단순히 제3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거래의 안 까지 고려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제2설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고려한 것이 제3설이다.

여기에서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제29조 제1항 단서를 통해 제3자 내

지 거래안 의 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종

선고는 엄격한 요건과 차(실종기간의 경과, 공시최고 등)를 거쳐 법원의

재 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로 인해 실종선고가 취소

된다면 이제 그로 인한 리스크는 정한 기 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일이

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그 리스크 분배의 조건을 “선의로 한 행 ”로 설정

하여 그 경우에는 득자를 리스크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 ,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선의’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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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이 권리회복을 하고자 하는 상 방의 선의․악의에 따라 개별 ․

상 으로 단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로부터의 득자 선

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득자는 비록 악의라도 보호되는 것으로 보고

자 한다.

Ⅳ. 제29조 제1항 단서와 혼인

앞에서는 제29조 제1항 단서가 재산 거래의 경우에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제29조 제1항 단서가 혼인계약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에

도 용되는가? 통설은 혼인계약에도 용된다는 입장이다. 아래에서는 배

우자 일방에 하여 실종선고가 있었고 후에 잔존배우자가 제3자와 재혼을

한 후 실종자의 생환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를 제로 통설, 소

수설 실무의 행을 소개하면서 그 문제 을 지 한 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종래 학설

통설30)은 혼인의 경우에도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통설에 따르면, 실종선고 후 새로이 혼인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

가 모두 선의인 때에는 새로운 혼인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만약 후

혼(後婚)의 당사자 일방 는 방이 악의인 때에는, 혼(前婚)이 부활함으

로써 후혼은 혼이 되어 혼에는 이혼원인이 발생하고(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 에 해당하기 때문), 후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여(제810조,

제816조 제1호) 법원에 혼인취소의 청구(제818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수설31)은 제29조 제1항 단서가 혼인계약에는 용되지 않으므로 실

종선고의 취소로 혼이 부활하고, 후혼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30) 곽윤직, 앞의 책, 116면; 김상용, 앞의 책, 199면.

31) 고상룡, 앞의 책,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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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된다고 한다. 다만 혼상태는 일시 상에 지나지 않고 결국 실

종자와 재혼당사자의 3자간의 의에 의하여 어느 혼인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해소의 가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실무 행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의 시행(2008. 1. 1) 과 후로 구분

하여 실무 행을 살펴본다.

우선,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시행 의 실무 행으로서

1992. 3. 26. 호 선례 2-249는 아래와 같다.

甲은 처 乙이 행방불명되자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신고를 함으로써 甲

의 호 에서 乙을 제 (사망간주)시킨 뒤(이 경우 甲의 신분사항 란에

도 乙과의 혼인해소사유가 기재됨) 후 처 丙과 재혼하 으나, 그 후 乙

의 생존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에 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그 취소

신고를 함으로써 甲의 호 에 乙의 호 이 혼 계가 회복된 것으로

부활 기재되어 혼 계가 성립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이는 실종선고

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에 선의

로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그 혼 계는 부활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하므로 와 같이 乙에 한 혼인사유를 부활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다만 이때 혼인사유 이외의 효력이 있는 사항은

부활 기재될 것임), 재혼 당사자인 甲 는 丙은 이해 계인으로서 호

정정허가를 받아 부활 기재된 乙의 신분사항란 甲과의 혼인사유

와 혼 배우자와의 계란의 기재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乙녀는 甲과의 혼인 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친가에 복 하거나 일

가창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시행 이후의 실무 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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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혼에 한 가족 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정 2007. 12. 10. 가족 계

등록 규 제155호, 개정 2015. 1. 8. 가족 계등록 규 제415호)은 “배우자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혼인 계가 해소된 후 잔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

으나 그 후에 그 실종 배우자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혼인 계가 해소된

후 잔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 으나 그 후에 그 실종선고가 실종자의 생존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된 경우 혼 계의 성립 여부와 가족 계등록부 정리

차”에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혼 계는 부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 으로 이 경우

에는 혼 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잔존배우자가 실종선고의 취

소 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것으

로 추정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혼 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처리한다.

① 실종자가 처(妻)인 경우: 혼인 에 있는 처에 하여 실종선고

가 있은 후 잔존 배우자인 부(夫)가 재혼을 하 으나 그 후에 처

에 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취소 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妻)의 가족 계등록부를 부활하되 혼사유는 이

기하지 아니하며, 부(夫)의 가족 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

되어 있는 혼 계해소사유도 말소 하지 아니한다.

②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혼인 에 있는 부(夫)에 하여 실종선

고가 있은 후 잔존 배우자인 처가 재혼을 하 으나 그 후에 부

(前夫)에 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夫)의 가족 계등록부를 부활하되 혼사

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처의 가족 계등록부 일반등록

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는다.

(2) 외 으로 혼 계가 성립되는 경우와 그 가족 계등록부 정리

차: 재혼당사자의 방 는 일방이 악의임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등록부정정 차를 취함으로써 (1)의 방식에 따라 기록된 가족

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혼 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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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종자가 처(妻)인 경우: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하여 부활기록된

실종되었던 사람(前妻)의 가족 계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 혼

사유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한다. 한 부(夫)의 가족 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

록되어 있는 혼 계 해소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말소

된 배우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등을 각각 부활 기록한다.

②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하여 부활기록된 실

종되었던 사람(前夫)의 가족 계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 혼사유

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기록한다. 한 재혼한 처의 가족 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에 기록되어 있는 혼 계해소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말소된 배우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등을 각각 부활 기록한다.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실무 행은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이

는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의 시행 후 사이에 차이가 없다.

3. 학설에 한 비

(1) 통설에 한 비

통설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가능하다.

첫째, 제29조 제1항 단서가 혼인계약과 같은 순수한 가족법상의 법률행

에 용된다고 보는 이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선의자 내지 거래안

의 보호를 그 취지로 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은 그 성질상 재산

상의 행 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혼인계약과 같은 가족법

상의 법률행 에 ‘선의’라는 기 을 들이 는 것은 가족법의 특질에서 비추

어 볼 때 매우 낯설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제29조 제2항과 연계하여 해석

해야 한다는 에서 보면 통설은 설득력을 더 잃게 된다. 통설에 따르면, 잔

존배우자(선의)가 다른 사람(선의)과 재혼을 하면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

하여 혼이 부활하지 않고 후혼이 보호되는데, 이때에는 제29조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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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하여 제3자가 보호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이 작동

할 수 없다. 제29조 제2항은 궁극 인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를 궁극 인 책

임귀속자로 규정보고 있으나 후혼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잔존배우자가 혼인

자체와 련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사람( 혼의 배우자)과의 계에서 청

산해야 할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29조 제1항 단서와 제29조

제2항이 재산 거래행 에만 용된다는 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백보 양보하여 혼인계약에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된다 하더라

도 통설에는 수 하기 어려운 이 있다. 통설에 따르면, 후혼의 당사자 일

방 는 방이 악의인 때에는 후혼은 혼이 되어 혼에는 이혼원인(부정

한 행 : 제840조 제1호)이 발생하고(①), 후혼은 혼인취소사유( 혼: 제816

조 제1호)에 해당한다(②)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선, ①에 하여 생각해 보자. 실종자의 배우자가 실종선고 후에 재혼

을 하 다는 사실을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 ’라고 일률 으로 말할 수

있을까? 실종자의 배우자가 악의라면 그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부정한 행 ’란 정조의무 반의 사실이 내심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어야 하므로,32) 강간을 당한 경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당한 경우 등은 부

정한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33) 따라서 실종자의 배우자는 선의이고 그의

재혼상 방이 악의인 경우라면 실종자의 배우자의 재혼을 부정한 행 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①은 일반성을 가질 수 없는 설명이

다. 굳이 이혼사유를 말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②에 하여 생각해 보자. 후혼을 혼인취소사유인 통상 인

‘ 혼’으로 볼 수 있겠는가? 순수하게 결과론 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문제된 후혼도 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혼은

법원의 실종선고가 개입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엄연한 법제도인 실종선고 제도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태를 통상

32) 법원ﾠ1976.12.14.ﾠ선고ﾠ76므10ﾠ 결.

33) 신 호, 가족법강의, 세창출 사, 2013, 131면.



54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한 해석·입법론 비

인 혼과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실종선고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

나는 것 아닐까?

에서 통설의 설명 내용의 문제 을 지 했다. 이 논의를 통해 안의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 실종선고 후에 재혼을 하 다면 실종선고의 취소에

도 불구하고 한 후혼 당사자의 선의․악의와 상 없이 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효하다는 방향으로의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소수설에 한 비

통설에 한 비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29조 제1항 단서가 혼인계약

에는 용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의 기본 시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 소수설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수설의 부언 부분(“ 혼 상태라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법률 계가 발

생하지만, ·후혼인의 3자간에 해결될 때까지 일시 인 상에 지나지 않

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혼란 할 염려는 없다. 결국 3자간에 어느 혼인을 유

지시킬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 의)에 맡겨야 할 것이다”34))이 그것이다. 이

설명 부분은 해석론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법 으로 문제되는 것은 3자

사이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에 법원의

단은 무엇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요컨 , 소수설로서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혼이 부활하고 후혼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혼이 된다고 말하는 것

으로 필요․충분하다.

그런데 소수설의 주장, 즉 혼인의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의 원칙 효과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혼을 부활시키고 후혼을 취소하는 해결책이

법정책 시각에서 타당한 것일까? 혼인의 경우에는 제29조와 다른 시

각에서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즉 실종선고

제도의 취지, 친족 계의 진정성 안정성의 시각에서 실종선고 후에 이루

어진 재혼 문제를 단해야 하지 않을까? 항을 바꾸어서 이러한 시각의 논

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34) 고상룡, 앞의 책,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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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입법론 안

(1) 해석론 안

실종선고 취소에 따라 당연히 혼이 부활하는가의 문제에 하여 우

리 민법은 ‘법률흠결’(lacune du droit)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법률흠결이란 있어야 할 규범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며, 입법 당시에 상

하지 못했던 사실이 입법 후에 발생하 거나 는 입법기술상의 잘못으로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법률흠결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선의자

보호 내지 거래안 보호 규범의 용 범 문제이다. 선의자 보호 내지 거

래안 보호는 재산 계에서만 타당할 뿐 신분 계에는 합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민법 제4편(친족)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은 모두 세 조문(제827

조 제2항, 제943조, 제959조의19)에 불과하며, 게다가 이들 규정은 혼인과 같

은 순수한 친족 계가 아니라 재산 계와 연계된 경우에 한 것이다. 둘째,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계 측면이다. 제29조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제2항이 재산 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은 명백하다. 제29조

제2항이 제1항 단서와 하게 연계된 규정이라는 에서 볼 때 제1항 단서

도 재산 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이다. 결국, 제29조의 용

범 는 재산 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35) 제29조

를 재산 계에만 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실종선고취소에 따라 당연히 혼

이 부활하는가에 하여 우리 민법은 법률흠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흠결이 발견되었다면 궁극 으로는 입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이라면 해석론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률흠결을 해석론으로

써 보충한다면 그 방법과 기 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실종선고 제도의 취

지와 혼인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실종선고 제도란 오랜 기

간 동안 종래의 주소지를 떠나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법원의 선고를 통하

35) 이와 달리 제29조의 용범 를 재산행 에 한정하지 않는 견해(통설)는 그 이유에

하여 “동일한 규정을 재산 계와 신분 계에 하여 달리 해석·운 하는 것이 타당

한지 의문스럽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으나( 컨 , 김학동, “실종선고의 취소”, ｢고시

연구｣제23권 제11호, 1996, 163면), 부분은 특별한 설명 없이 제29조가 신분행 에

도 용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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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망으로 의제하고 법률 계를 정리함으로써 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한 제도이다. 한편, 혼인제도는 신분질서의 기 (基點)에 해당하는 것이

다. 신분질서는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안정성을 핵심 이념으로

한다. 혼인제도라는 것이 가족질서 체계에서 가지는 상에 비추어 볼 때,

혼인제도의 안정성 확보는 극히 요한 문제이다. 이런 들로 인하여 혼인

은 그 성립 과정에서의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취소되기까지

의 혼인 계는 유효한 것으로 취 한다(제824조).36) 이와 같은 혼인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실종선고취소의 원칙 효과(즉 실종선고가 없었던

상태로의 회복)를 혼인 계에 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종선고에 따라 실종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 계가 해소된 후에 실종

자의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을 하 다면 그 상태를 시발 으로 하여 새로운

신분 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 취소로 인하여 이

를 순식간에 번복시킨다는 것은 신분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

과가 된다.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 : 제척기간)도 없다는

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문제 은 한층 심화된다.

법률흠결 상황에 하여 해석론 차원에서 보충한다고 할 때 그 방향

에 해서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

효하다는 시각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래 실

무 행도 결과 으로는 이와 같다는 에서 규범 변경으로 인한 충격도 크

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원칙에 한 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

혼당사자의 행태가 악의 이어서 그들의 혼인 계를 인정하는 것이 후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후혼유효

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는 법 근거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혼당사자의 악의 행태의 구체 의미는 무엇인가? B와 혼인 계에

36) 독일의 경우 1998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더 이상은 소 효가 있는 혼인의 무효와

소 효가 없는 혼인의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혼인의 취소로 통일하기까지 하

다(윤진수, “혼인 성립에 한 독일 민법의 개정에 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3호,

1999, 40～4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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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A가 실종선고를 받아 B가 C와 재혼을 한 후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가 취소된 경우를 제로 설명해 본다. 후혼유효의 원칙에 한 외가 작

동하는 경우는 B 는 C 일방이 악의인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B와 C

방이 악의여야 하는가? 혼인에도 제29조 1항 단서를 용하는 통설은

B․C 방이 선의인 때에만 후혼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혼 당

사자 일방의 악의만으로 후혼유효의 원칙을 깨는 것은 법정의 요건․ 차

와 국가기 의 단(즉 법원의 재 )의 결과인 실종선고의 제도 신뢰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 후혼 당사자 C( 는 B)

가 선의인 경우에 B( 는 C)가 악의라는 사유로 오랜 기간 지속된 혼인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 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특히 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제810조, 제816조, 제818조) 제소기간37)

에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요컨 ,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후혼유효를 원칙으로 하되, 외 으

로 후혼당사자 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원용하여

후혼을 혼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후혼당사자 방이 악의라 하더라도

혼의 배우자로서 실종선고가 취소된 사람의 행태에 따라서는 혼을 이유

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도 있을 것으로 본다.38) 가령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가 생환하여 실종선

37) 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는 소멸사유를 규정

하지 않은 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의 규정에 반한 때”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헌법재 소 2014. 7. 24. 선고 2011헌바275 원재 부 결정)는 다음과

같이 시하면서 소극 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사회의 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 하기 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 하지 아니하므로 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 결

이 확정되기 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는다.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히 입법재량의 범 를 일탈하여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행복추

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8) 법원( 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결)은 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다 하여 실효의 원칙이 용되어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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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취소되었는데 실종선고 취소 오래 부터 상 방 배우자의 재혼 소

식을 알고도 방치했다든가 혹은 실종선고 취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상 방

배우자의 재혼 소식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을 용하여 후

혼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론 안

실종자의 배우자가 제3자와 재혼한 상태에서 실종자의 생환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혼과 후혼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사항으로서 명문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 작업을 한 참고

자료로 랑스와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랑스민법 제132조는 “실종선고 결이 취소되더라도 실종자의 혼

인은 해소된 상태로 남는다”39)라고 규정하여 실종선고 취소에도 불구하고

혼이 부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실종선고의 공신력과 가족 계의

안정에 무게를 둔 단호하고 간명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독일민법 은사망선고후의재혼(Wiederverheiratung nach Todeserklärung)

에 하여 비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제1319조, 제1320조).40)

독일민법 제1319조41)는 혼의 해소에 한 규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에 하여 사망이 선언된 후에 A의 배우자 B가 C와 재혼

할 수는 없지만, 혼인취소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39) Article 132: Le mariage de l'absent reste dissous, même si le jugement déclaratif

d'absence a été annulé.

40) 이해의 편의를 하여 앞의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41) § 1319[Aufhebung der bisherigen Ehe]

(1) Geht ein Ehegatte, nachdem der andere Ehegatte für tot erklärt worden ist, eine

neue Ehe ein, so kann, wenn der für tot erklärte Ehegatte noch lebt, die neue

Ehe nur dann wegen Verstoßes gegen § 1306 aufgehoben werden, wenn beide

Ehegatten bei der Eheschließung wussten, dass der für tot erklärte Ehegatte

im Zeitpunkt der Todeserklärung noch lebte.

(2) Mit der Schließung der neuen Ehe wird die frühere Ehe aufgelöst, es sei denn,

dass beide Ehegatten der neuen Ehe bei der Eheschließung wussten, dass der

für tot erklärte Ehegatte im Zeitpunkt der Todeserklärung noch lebte. Sie bleibt

auch dann aufgelöst, wenn die Todeserklärung aufgehob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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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경우에 B·C 방이 혼인할 때에 A가 사망선언 시에 생존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B·C 간의 혼인은 혼이다(제1319조 제1항); ② B·C 간의 혼인(후

혼)과 함께 A·B 간의 혼인( 혼)은 당연히 해소되며, 이 혼 당연해소의

효력은 사망선언이 취소된 경우에도 유지되나, B·C 방이 혼인할 때에 A

가 사망선언 시에 생존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지 않다(제1319조 제2항).

제1319조 제1항은 사망선언의 경우에 후혼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

으로 함으로써 국가의 사망선언에 한 공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이

다.42) 제1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원칙에 근거하여 후혼의 성립에 따라 혼

이 자동으로 해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131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에 후혼 당사자 방이 악의인 때에는 외를 인정한다.

독일민법 제1320조43)는 후혼의 해소에 한 특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가 생존한 경우 B는 제1319조에도 불구하고 C와의 후혼

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청구는 B가 A의 생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러나 B가 사망선언 시에 A가 생존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후혼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20조는 사망선언의 상이었

던 혼 배우자의 생존으로 새로 결혼한 잔존배우자의 심리 갈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의의 잔존배우자에

게 후혼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비교법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 계의 효과에 해서는 실종선고 제도의 공

신력과 정상 으로 지속되고 있는 혼인공동체의 안정을 하여 후혼의 유

42) MünchKomm/Wellenhofer (7. Aufl. 2017) BGB § 1319 Rn. 1.

43) § 1320[Aufhebung der neuen Ehe]

(1) Lebt der für tot erklärte Ehegatte noch, so kann unbeschadet des § 1319 sein

früherer Ehegatte die Aufhebung der neuen Ehe begehren, es sei denn, dass

er bei der Eheschließung wusste, dass der für tot erklärte Ehegatte zum

Zeitpunkt der Todeserklärung noch gelebt hat. Die Aufhebung kann nur binnen

eines Jahres begehrt werden. Die Frist beginnt mit dem Zeitpunkt, in dem der

Ehegatte aus der früheren Ehe Kenntnis davon erlangt hat, dass der für tot

erklärte Ehegatte noch lebt. § 1317 Abs. 1 Satz 3, Abs. 2 gilt entsprechend.

(2) Für die Folgen der Aufhebung gilt § 1318 entsprec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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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하다고 본다. 둘째, 후혼당사자 방이 악의인

때에는 후혼유효의 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여 후혼을 혼으로 처리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혼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잔존배우자의 정

서를 존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후혼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입법 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Ⅴ. 맺음말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와 련하여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에 선의로 한 행 ”에 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소

실효의 원칙에 하여 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해석에 하여 종래 다양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으며, 그 유래는

의용민법 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종래 학설의 내용 에는 법리

으로 수 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앞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제29조 제2항은 독자 인 존재의의를 가지는 규정으로 실종선고

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에게 궁극 인 청산의무를 부과하

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게 볼 경우 제29조 제2항은 제29조 제1항

단서와의 긴 한 계 속에서 근해야 한다.

둘째, 제29조 제1항 단서의 ‘선의’(善意)의 의미에 해서는 종래에 다

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문제된 제3자의 선의․악의는 개별 ․상 으로

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선

고의 직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요건으로 실종선고의 직 수익

자의 선의를 요구하게 되면 제29조 제2항의 규범내용 악의의 경우는 아

용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는 제29조 제2항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

의 경우도 아우르고 있는 규율계획에 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의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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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호하는 규범은 궁극 으로는 거래의 안 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된 선의자 이후의 거래당사자는 이들의 법 지 를 기 로 형

성된 것인 이상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 즉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로

부터의 득자 선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득자는 비록 악의라도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거래안 의 보호에 있는 이상 이 규

정은 혼인에 하여 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종선고 취소에

따라 당연히 혼이 부활하는가의 문제에 하여 우리 민법은 ‘법률흠

결’(lacune du droit)의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흠결의 상태를

해결하기 해서는 궁극 으로 입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입법을 할 때

에는 랑스와 독일의 입법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칙 으로는 혼이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 유효한 것으로 하되, 외 으로 후혼당사자 방이

악의인 때에 한하여 후혼을 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라면 해석론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혼인제도의 안정성 확보라는 에서 볼 때에 그 기본 인 방

향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효하다는

시각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한 해석·입법론

비 - 명 순 구

수령 날짜 심사개시일 게재결정일

2018.12.1. 2018.12.12.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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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실종선고의 요건 원칙 효과를,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를 신뢰하여 형성된 법률 계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원칙에 한 외를, 제2항은 실종선고에 따른 직 수익자의 지 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있어 원칙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형

성된 법률 계가 소 으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29조 제1항 단서(“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에 선의로 한 행

의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부터 어렵지 않게 이 원칙을 추론

할 수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에 해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원칙 효과에 한

외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그 게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종선고

에 따른 직 수익자의 지 를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에게 궁극 인 청산의무를 부과하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게 볼 경우 제29조 제2항은 제29조 제1항 단

서와의 긴 한 계 속에서 근해야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선의’(善意)의

구체 의미이다. 이에 해서는 종래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문제된 제

3자의 선의․악의는 개별 ․상 으로 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에도 제29조 제1항 단서가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선의설

의 주장과 같이 제29조 제1항 단서의 용요건으로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

의 선의를 요구하게 되면 제29조 제2항의 규범내용 악의의 경우는 아

용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는 제29조 제2항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경우도 아우르고 있는 규율계획에 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범은 궁극 으로는 거래의 안 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따라

서 문제된 선의자 이후의 거래당사자는 이들의 법 지 를 기 로 형성된

것인 이상 실종선고의 직 수익자로부터의 득자 선의자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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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후의 득자는 비록 악의라도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거래안 의 보호에 있는 이상 이 규

정은 혼인에 하여 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종선고 취소에

따라 당연히 혼이 부활하는가의 문제에 하여 우리 민법은 ‘법률흠

결’(lacune du droit)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흠결의 상태를 해결

하기 해서는 궁극 으로 입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입법을 할 때에는

랑스와 독일의 입법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칙 으로는 혼이 부활하

지 않고 후혼만 유효한 것으로 하되, 외 으로 후혼당사자 방이 악의인

때에 한하여 후혼을 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

법이 이루어지기 이라면 해석론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

도 혼인제도의 안정성 확보라는 에서 볼 때에 그 기본 인 방향은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만이 유효하다는 시각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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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al·De Lege Ferenda Criticism of Article 29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Soonkoo Myou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The text of clause 1 of Article 29 of the Civil Act provides the

requirements for and principle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e proviso of the same clause provides exceptions from

the principle with a view to protecting legal relations formed trusting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clause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e status of the direct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e principle in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that legal relations formed due to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re extinguished retrospectively. Although

not stated in the law, the principle can be easily inferred from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However, the cancellation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act conducted in good faith after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before the cancellation.").

Meanwhile, although the view of the majority regards clause 2 of

Article 29 as an exception from the principle effects of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t is difficult to regard as such and the

clause should be regarded as a provision that determined the status of

the direct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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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should

be regarded to be intended to impose ultimate obligation for liquidation

on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nd in this

case, clause 2 of Article 29 should be approached in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The most salient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is the concrete meaning of the ‘good faith.’ Although there

have been diverse views on the ‘good faith', the good faith and bad faith

of the third party in question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relatively

for the following reason. Clause 2 of Article 29 provides both cases

where the direct beneficiary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in good

faith and in bad faith and this means that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can be applied even when the direct beneficiary is in bad faith.

Therefore, if the good faith of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demanded as a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the case of bad faith out of the content

of the norm of clause 2 of Article 29 will not have any opportunity for

application at all. This is against the regulation plan of clause 2 of Article

29 that encompasses not only cases of good faith but also cases of bad

faith. In addition, the norm to protect third parties in good faith is

ultimately intended to protect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refore, since

the legal relations of parties to transactions after the bona fide persons in

question have been form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m, the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so that in cases where there are bona fide persons

among the subsequent purchasers from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subsequent purchasers after them should

be protected even if they are in bad faith.

However, since the intent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29 is

to protect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is provision should be regar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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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not applicable to marriage. That is, with regar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previous marriage should naturally revive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our Civil Act is in the

state of ‘lacune du droit.’ If lacune du droit has been found, legislative

work should be conducted ultimately and interpretative alternatives

should be sought before legislation. If lacune du droit is complemented

wit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e view that even if an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cancelled, the previous marriage will not revive and only

marriages after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are valid should be

taken as a principle.

주제어(Keyword) : 실종선고(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실종선고의 취소

(cancellation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거래 안 의 보호(protection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혼(bigamy), 법률흠결의 상태(state of lacune du dro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