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7- 110조와 제 126조에 있어서의 제3자

【질 문】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제3자 보호(제107조- 제110

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전득자도 포함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으

로 알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표현대리(정확히 말하자면 제126조)의 제3자의 범위를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대판 1986. 3. 11. 84다카2310). 판례

가 어떤 근거로 양자를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응 답】

명순구/김시주

I . 서 설

우리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를 거래

계약의 상대방에만 국한시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한편 동법 제107조 내지 제

10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를 가리킨다고 대체로 기술하고 있다.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라 위 질문을 요약하자면 84다카2310 판결의 근거는 무엇

이며, 같은 제3자인데 어느 것은 거래 상대방에만 국한되고 또 어느 것은 그 이상

으로 범위가 넓어지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 민법 제126조의 제3자를 직접상대방에 국한하는 근거

일단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왜 제3자를 거래의 상대방에 국한하는지

에 대해서는 판례와 대개의 교과서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를 거래의 상대방에만 국한하는 근거에 대해서 1) 본조의 제

3자는 본인·대리인·제3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의 제3자는 본인·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이므로 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만을 가리킨다는 점, 2) 표현대리

의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있

어서의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제3취득자(전득자)가 위와 같이 직접의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을 신뢰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일은 거의 생각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정동윤,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 ,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ⅩⅦ, 서울지방변호사회, 28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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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법 제126조와 제107조 이하의 제3자의 범위의 차이

피상적으로 파악하면 같은 제3자인데 왜 그 범위에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궁금

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 규정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자의 범위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민법 제126조 제3자의 경우는 외관주의에 의하여 그 외관을 신뢰한 계약의 직접

상대방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고, 민법 제107조 이하의 제3자는 이미 행해진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거래안전에 기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로 하여야 동조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다가 올 것으로 본다.

대리인 乙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시계를 매도하였

고, 다시 丙은 그 시계를 그 정을 모르는(혹은 아는) 丁에게 매도하였다. 민법 제

126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가 되어서 본인인 甲에게는 아무런 법률효과

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경우, 乙이 마치 甲의 대리인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한데 대하여 甲도 귀책사유(제126조의 경우 기본대리권의 부여)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인 丙이 그 외관을 신뢰하였고, 또 그 신뢰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면 마치 乙이 甲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인정하여 甲에게 법률효

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논리상 丙이 마치 乙이 甲의 적법한 대리인이

라고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丁이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는 경우는 상정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26조의 제

3자는 계약의 직접 상대방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파악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편 甲과 乙이 허위표시로 A토지를 매매하였고 동 토지를 丙이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甲, 乙 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무권

리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丙 또한 무권리자이므로 甲에게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하는 것이겠지만(유인설), '거래의 안전 '을 고려하여 丙이 선의라면 그 거래관

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이하의 규

정에 의한 행위에 터잡아 새로운 이해관계극 갖게 되는 사람들까지 제3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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