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60조의 제3자 의 의미

【질 문】

이사의 대외적 직무 - 대표권의 제한 중 정관에 대한 제한 부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관하여 곽윤직, 민법총칙, p . 216, (aa)를 보면, ...다수설이나, 악의의 제3자

를 보호할 이유는 없으므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라고 하면서 대판

1962. 1. 11. 4294민상473을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판

례는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악의라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고 있

다.

곽윤직 교수의 설명이 타당한가?

【응 답】

명 순 구

위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위에서 든 문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민법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민법 제41조),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0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60조의 '제3자 '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

다. 제1설은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이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제2설은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민법이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민법 제49조 제2

항 제9호)과 제60조의 문언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

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대판 1975. 4. 22. 74다

410; 대판 1987. 11. 24. 86다카2484; 대판 1992. 2. 14. 91다24564 참조). 즉 판례는

제2설의 입장이다.

질문자가 든 문헌(곽윤직, 민법총칙, 1993, 박영사, 261면)에는 판례가 제1설과 같

은 입장인 것으로 적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 문헌이 들고 있는 판

례(대판 1962. 1. 11. 4294민상473)는 구민법 제54조(즉 일본민법 제54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구민법 제54조는 현행 민법 제60조에 대응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규정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구민법 제54조는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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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 위 판결(대판 1962. 1. 11. 4294민상473)을 판례로 예시한 것은 타당하

지 못한 것이다(일본 판례로서는 그들의 민법 제54조가 있는 이상 악의의 제3자에

게는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위의 설명으로 의문이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

되어 있지 않다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제2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

하여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견으로 수업시간에 지적한 바 있다. 민법상 대항관

계의 상대성의 특질과 exceptio doli '의 이론을 논거로 판례를 비판한 내용이 수업

시간의 필기내용에 적혀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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