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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AnalysisProprietorship oftheAssociation without

LegalPersonality

Leeyoungbok

MajorinCivilLaw

TheGraduateSchool

of ChosunUniversity

From thecivillaw ofKorea,anyprovisionrelated toTheAssociationwithout

LegalPersonality(AWLP)isnotfoundexcludingprovisions(Article275-Article277)

thatChong-yu(Gesamteigentum)isprescribedasatypeofpossessionforAWLP's

property.So,legalinterpretationrelatedtoAWLPdependsontheoryandjudicial

precedent.

Inordertoexamineabouttheaboveproblem,thisstudywastoresearchAWLP's

relatedproblemscomefrom thepresentstateofKoreabyfocusingondomestic

theoryandjudicialprecedent.

Thefirstchapterdealtbrieflywiththepurpose,scope,andmethodofthisstudy.

ThesecondchaptertreatedsuchgeneralproblemsconnectedwithAWLPasits

meaning,establishingconditions,entity,and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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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thirdchapter,AWLP'slegalissuesincludingitsinternalorexternalissues

inlaw andvariousmattersrelatedtoitsrepresentativewasinvestigated.

Intheforthchapter,theoryandjudicialprecedentrelatedtotheinterpretationof

currentcivillaw prescribingthepossessionissueofAWLP'spropertyasChong-yu

werereviewed.

Inthefifthchapter,avarietyofproblemsconnectedwithJong-jungandchurch

whicharetherepresentativecasesofAWLPweretreated.

As the conclusion ofthe study,the sixth chapter suggested the desirable

interpretationandlegislativetheoryofcurrentcivillaw prescribingthepossession

typeofAWLP'spropertyasChong-yu,tosolverelated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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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인류는 역사 이래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生活을

해 오고 있으며,특히 現代社 에 이르러서는 그 조직의 형태나 규모가 과거에 비

하여 더욱 다양하게 發現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즉 法人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

으로 자치단체를 만들거나 정치․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社團 는 財團

동호회를 형성하기도 한다.그 多數人이 일개의 조직체를 이루고 일개의 단일체

로서 社 活動을 할 때에는 이것을 個人에 하여 法技術的 차원에서 人格을 부여

하는데 이를 法人의 하나인 社團法人이라고 한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社團法人의

설립에 하여 主務官廳의 許可(民法 第32條)와 法人設立의 登記(第33條)를 요구함

으로써,여러 가지 이유로 法人格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데,이러한 法人格이 없는 社團을 일반 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사회 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실 으로 발생하는

法律關係에 하여 어떠한 法規範을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이에

하여 民法에서는 權利能力있는 社團과 組合에 해서는 구체 인 法律規定을 가지

고 있으나,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서는 民法 第275條 내지 第278條의 總有의 규

정에서 간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民

法의 태도에 하여 이는 民法의 立法的 不備의 하나라는 비 이 民法 제정당시부

터 있었고,1)民法 제정당시에 일부 民法學 들로 구성된 "民事法硏究 "가 國 의

1)張庚鶴,「(新)民法總則」,(서울:三省文化社,1959),p.252.



-14-

民法案 심의과정에서 "民法案意見書"를 통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社團法人에

한 規定을 용한다는 條文을 明文으로 두자는 立法論을 제시한 바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立法 들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음은 유감이라는 비 도 있었다.2)

물론 구체 인 法律規定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團體는 團體 자체의 定款 는 일

반 인 慣例에 의하여 원활하게 團體의 목 에 따라 활동한다.그러나 이러한 團體

들이 모두 定款이나 慣例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 定款이나 慣例를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團體의 내부문제나 團體와 第3 간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해서는 그 定款이나 慣例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여 紛爭이 발생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民法에 明文의 규정이 필요하지

만,民法에서는 이를 직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學說 判例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代表的 類型인 宗中과 敎 는 우리의 실생활

과 한 련이 있는 단체이지만 이에 한 法規定의 미비로 인하여 그 재산을

둘러싸고 내부 으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權利能力없는 社團과 거래하

는 상 방은 그 단체의 내부 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이에

따르는 去來의 迅速과 安全에 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 長期的으로 不動産

에 한 거래에 있어서의 公信의 原則의 도입을 막는 큰 장애물의 하나가 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특히 그 財産關係에 하여 바람직한

解釋論 立法論을 제시함으로써, 에서 제기한 問題點들을 해결하는데 미력하나

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第2節 硏究의 範圍 方法

2)李英燮,「(新)民法總則講義」,(서울:博英社,1959),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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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民法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歸屬形態로써 總有를 규정하고 있는 것(第

275條～第277條)외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여 이에 한 해석은 學說 判例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本 論文에서는

규정을 심으로 하여 學說 判例 주로 먼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반 인

문제에 하여 연구를 한 다음,그 財産關係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한 權利

能力없는 社團 에서는 실제 社 生活에서 빈번히 문제가 발생하는 宗中 敎

에 한하여 이들의 財産關係를 심으로 검토하고,나머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와 같은 검토를 통해 權利能力없는 社團에서 발생할

수 있는 問題點,특히 그 財産關係에 한 學說과 判例를 검토․비 하고,權利能

力없는 社團의 財産歸屬形態를 總有로 규정한 現行民法의 바람직한 解釋論 立

法論을 제시함으로써 그 問題點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실체를 탐구하기 해서는 社 學的 觀點의 硏究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으나,本 硏究의 觀心은 그 法的인 측면 특히 그 財産關係에 있으므

로,本 論文에서는 法的인 측면에 해서만 연구하고자 한다.

本 硏究는 주로 文獻硏究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외국의 法制를 이용한 比 法的

察은 이에 한 많은 연구․검토가 있었으므로,本 論文에서는 學說 判例의

검토를 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만 이를 검토하고 그 이외의 검토는 생략하 으

며,우리나라의 學說 判例를 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실 으로 발생하는 權利

能力없는 社團의 問題點에 한 해결방안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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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一般的인 法理

第1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槪念

權利能力없는 社團(VereinohneRechtsfahigkeit)이라 함은 일반 으로 社團으로서

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法人格이 없는 團體(民法 기타의 法律에 의거하여 法人이 되

지 않고 있는 단체)를 말하며 「非法人 社團」이라고도 한다.3)원래 社團은 法人으

로서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나,現行民法에서는 法人의 설립에 있어서 自由設立

主義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許可主義(第32條)에 의하고 있으므로 2人 이상이 사실상

의 團體를 가지고 있어도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지 못하면 法人格 없는,즉 權利能

力없는 社團이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法人이 될 수 있는 社團일지라도 法人設立의

차를 밟지 않고 있던가 는 아직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는 設立許可를 받음

으로써 主務官廳의 監督을 받아야 하는 것 등의 이유로 設立 가 法人格의 취득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그 社團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이

다.

第2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

1.學說에 의한 成立要件

3)郭潤直,「民法總則」(서울:博英社,1994),p.225,金疇洙,「民法總則」(서울:三英社,2004),

p.203,張庚鶴,「民法總則」(서울:法文社,1994),p.294,李英俊,「民法總則」(서울:博英社,

1997),p.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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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法律에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에 하여 民法 第275條 내지 第

277條에서의 總有에 한 규정 不動産登記法,民事訴訟法 등에서 간 으로 규

정한 것 외에는 구체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그 成立要件에 하여는 學

說․判例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學說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에 하여 다음의 두 가지 成立要件을

드는 데 거의 一致되어 있다.4)첫째로 團體로서의 組織을 갖출 것과,둘째로 代表

의 방법․總 의 운 ․재산의 리 기타 社團으로서의 주요한 이 定款에 의하

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 두 가지 요건 이외에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질 것과 구성원의 변동에도 불

구하고 團體 그 자체가 존속할 것 등을 드는 見解5)도 있다.

2.判例의 態度

判例가 이제까지 그 社團性을 정한 社 組織 가운데에서 가장 가 많은 것은

宗中과 敎 이며,그밖에 洞․里,自然部落 등에 하여서도 社團性을 認定하고 있

다.이들 社 的組織들에 하여 社團性을 정 는 부정함에 있어 判例는 權利能

力없는 社團의 일반 인 成立要件에 하여는 判示하지 아니하고,구체 사건에

있어서 개별 ․구체 으로 成立要件에 하여 단하고 있었다.다만 최근의 判

例6)에서 「非法人 社團은 구성원의 個人性과는 별개로 權利義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 존재로서의 團體的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民法上 組合

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團體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 을 가지고 社團的 성격을 가

4)郭潤直,前揭書,p.230,黃迪仁,「現代民法論 I[總則]」,(서울:博英社,1988),p.99.

5)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5.

6)大判 1992.7.1092다2431



-18-

지는 規約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意思決定機關 執行機關인 代表 를 두는 등

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機關의 議決이나 業務執行方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계없이 團體 그 자체가 존속

되고,그 組織에 의하여 代表의 방법,總 나 理事 등의 운 ,자본의 구성,재산

의 리 기타 團體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非法人 社團으로서

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체 인 성립요

건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취 되기 한 요건에 하여 여태까지의 判例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먼 일정한 고유의 目的이 있어야 하며7),그

目的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8),그 조직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社 單位로서 독자 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9),意思決定機關과 業務執行機

關 代表機關이 있어야 한다.10)그리고,반드시 書面化한 成文의 規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規約 기타의 定款이 있어야 한다.11)

3.檢討

에서 언 한 우리의 學說․判例를 종합하면 체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

要件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① 持續性 있는 목 을 가져야 하며,② 團體의 固有

名稱을 가지고 독립의 社 的 單位로서 독자 으로 社 活動을 하는 존재이어야

7)大判 1981.9.880다2810

8)大判 1957.12.54290民上244

9)大判 1977.1.2576다2194,大判 1981.9.880다2810

10)大判 1974.8.3072다1439,大判 1980.3.2580다156,大判 1980.7.2280다871,大判 1992.7.1092

다2431

11)大判 1977.1.2576다2194,大判 1991.8.2791다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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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③ 社團的 組織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社團的 組織이 있다고 하기

해서는 내 으로 자율 團體로서 구성원의 의사를 결집하여 團體意思를 결정

할 수 있는 意思決定機關(總 ) 團體의 業務의 처리를 한 業務執行機關이 있

어야 하며, 외 으로 團體를 표할 代表機關이 있어야 하는 등 團體의 機關이

있어야 한다.④ 한 반드시 書面化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團體의 기본

구조가 定款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⑤ 구성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團體

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 외 구성원의 수가 다수인지 여부 그 재산의 所有形態가 總有이지 아니면 合

有인지 訴訟當事 能力이 인정되느냐 않느냐 등도 단요소가 될 수 있으나,재

산의 所有形態 訴訟當事 能力의 유무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을 구비

하면 당연히 그 효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 으로 成立要件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 構成員數의 多 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에 한

하나의 단자료는 될 수 있으나 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判例12)도

「5兄弟가 宗山을 구입하여 父母 墓所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資力이 있는 4兄

弟가 돈을 모아 林野를 買受하여 맏형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치고 父母 등의

墓所를 설치한 경우, 林野는 父를 中始祖로 하는 宗中의 宗山으로 보존하기

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兄弟의 總有이다.」라고 하여 그 구성원이 은 宗中도 權

利能力없는 社團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되기 해서는

에서 언 한 要件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團體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第3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實體

12)大判 1992.10.2791다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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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組合의 區別

가.區別의 必要性

組合이란 2인 이상이 相互出資하여 共同事業을 경 할 목 으로 결합한 團體로서

(第703條),權利能力없는 社團에 비하여 구성원의 개성이 요시되는 단체이다.權

利能力없는 社團이 성립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구체 인 法律關係에 있어서 어떤

團體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組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問題되

는 경우가 흔하게 존재한다.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組合의 區別問題가 요한 이유

는 團體로서의 조직도 정비되지 않고 한 그 조직이 公示되어 있지 않은 團體에

는 組合의 규정을 용하여,團體員에게 無限責任을 인정하지 않으면 第3 를 害하

여 去來安全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3)

나.學說에 의한 區別基準

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組合의 구별에 한 學說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權利能力없는 社團에서는 개개의 구성원이 團體속에 묻 버려서 그 個性

이나 요성을 잃게 되고,團體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월한 독립한 존재로 표면

에 나타난다.이에 비하여 組合에 있어서는 團體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 히 독립한

존재로서 個性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 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한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어서,團體로서의 독립성보다는 구성원인 개인이 표면에 강하게

나타난다.14)

13)黃迪仁,“權利能力 없는 社團”,「 試界」,(1974.7),p.13.

14) 金相容,「民法總則」,(서울:法文社,2003),p.276,李英俊,前揭書,p.842,Wolfgang

Fikentscher,“Schuldrecht”,(Berlin:Gruyter,1976),p.522,相本宏,"權利能力なき社團․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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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權利能力없는 社團은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비교 자유롭게 인정되고,이

러한 구성원의 가입․탈퇴로 인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團體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組合에 있어서 가입은 組合員 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탈퇴 역시 모든

組合員에 한 意思表示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社團에 비하여 가입․탈퇴가 쉽지

않다. 한 組合은 契約關係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

니므로,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組合의 변동이 있음이 원

칙이다.15)

셋째,權利能力없는 社團은 구성원간의 계를 정한 內部規則이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인 規定(定款)의 형태를 가지는데 비하여,組合은 內部規則이 특정의

구성원간의 契約의 형태를 가진다.16)

넷째,權利能力없는 社團은 통일 인 조직과 總 등에서 선임된 業務執行 로서의

機關을 가지고 있고,그 機關에 의하여 행 를 하며 機關의 행 는 團體 그 자신의

행 로 되기 때문에,機關의 행 의 효과는 모두 團體 자체에 귀속한다.이에 하

여 組合에 있어서는 團體의 業務執行이 특정의 組合 구성원에 屬하거나,구성원

원으로부터 代理權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 를 하며,그 法律效果도 각 組合員

에게 귀속한다.17)

다섯째,權利能力없는 社團은 機關으로서의 總 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總 는 社

團의 高意思決定機關인 반면에 組合에는 機關으로서의 總 가 존재하지 않는

다.18)

の財産關係-法人․組合との異同ま含む-",「民法の爭點Ⅰ(ジュリスト增刊)」,(東京;有斐閣,

1985),p.24.

15)金容漢,「民法總則論」,(서울:博英社,1993),p.209.

16)李英俊,前揭書,p.842.

17)李英俊,前揭書,p.842.

18)李英俊,前揭書,p.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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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權利能力없는 社團은 구성원이 總 라는 團體의 意思決定機關을 통하여 다

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團體의 운 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나,組合에서는 조합원

각자가 직 團體의 운 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業務執行 를 선임하는 때에는

각 조합원의 委任에 의하게 된다.19)

일곱째,權利能力없는 社團은 第3 와의 외 인 法律行爲를 할 때 團體로서의 명

칭을 사용함이 원칙이나,組合은 第3 와의 외 계에서 조합원 체의 명의로 法

律行爲를 함이 원칙이다.20)

마지막으로,權利能力없는 社團에서는 재산은 모두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귀속하며

구성원은 規定에 따라서 社團의 資産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한 出資 내지 費를

내어서 社團의 負債에 하여 간 으로 有限責任을 부담할 뿐이다.이에 하여

組合에서는 재산은 모두 각 조합원의 소유이다.즉 資産은 각자의 소유에 속하지만

團體的 拘束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合有를 하게 되며,組合의 負債도 역시 각자의

負債이어서 組合財産이외에 각자의 개인재산을 가지고서도 그 責任을 져야만 한

다.21)

다.判例에 의한 區別基準

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組合의 구별에 한 포 인 기 을 정한 判例는 보이지

않지만,구체 인 경우에 있어서 兩 를 구별한 判例는 있다.먼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하느냐,組合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동백흥농계의 規

約 조항에 同契의 實體가 각 契員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契의 운 에 반 되게

끔 되어 있고,社團의 경우처럼 그 社員의 개성이 그 社團에 몰입되고 각기 社員은

19)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3.

20)金基善,「韓國民法總則」,(서울:法文社,1991),p.183.

21)郭潤直,「債權各論」,(서울:博英社,1995),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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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의 겉에 顯出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이 동백홍농계는 非法

人 社團이 아니다.」라고 하여 구성원의 개성의 顯出 유무를 그 표 으로 삼고 있

는 判例22)가 있었다.

다만,최근에는 「民法上의 組合과 法人格은 없으나 社團性이 認定되는 非法人 社

團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 으로 그 團體性의 强弱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하

는바,組合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기타 재산 는 노무를 出資하여 共同事業

을 경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關係에 의하여 성립하므로(民法 第703條)어느 정도

團體性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個人性이 강하게 드러나는

人的 結合體인 데 비하여 非法人 社團은 구성원의 個人性과는 별개로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는 독자 존재로서의 단체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

데,民法上 組合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團體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 을 가지고 社

團的 성격을 가지는 規約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意思決定機關 執行機關인

代表 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機關의 議決이나 業務執行方法이 다수결

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계없이 團

體 그 자체가 존속되고,그 조직에 의하여 표의 방법,總 나 理事 등의 운 ,

資本의 구성,재산의 리 기타 團體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非

法人 社團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判例23)에서 보듯이 이에

하여 포 이고 구체 인 기 을 제시하고 있는 있다.

라.檢討

社團과 組合의 구별은 유동 이어서 어디에 표 을 두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이지

만,社團性은 組合과 비해서 악할 것이 아니고 단지 일정한 목 을 달성하기

22)大判 1974.9.2474다573

23)大判 1992.7.1092다2431,동일한 취지의 判例로는 大判 1999.4.2399다4504



-24-

해 결집된 사람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본다.따라서 兩 의 구별이 문제

되는 구체 인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단체의 團體性이 시되느냐,아니면 구성원

의 個性이 시되느냐의 여부가 직 인 단의 기 이 되고, 에서 언 한 나머

지 기 들은 간 인 단의 기 이 된다고 본다.

2.權利能力없는 社團의 類型

가.權利能力없는 社團에 該當하는 境遇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종류에 해서는 法律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學說 判例

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고 있는데,權利能力없는 社團을 이루게 되는 원인 즉 그 매

개체는 동일하지 않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類型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를 들어

宗中은 동일한 先祖에서 나온 子孫들의 宗族團體라는 에서 그 血緣關係를 매개

체로 하고 성립하고,敎 는 특정 信仰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인 결합체라는

에서 특정 신앙을 매개체로 하여 성립하며,自然部落은 특정의 마을 주민들로서 구

성된다는 에서 특정의 마을이라는 장소를 매개체로 하여 성립하여 각 權利能力

없는 社團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서는 구체 인 사건에 있어서 判例가 權

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인정한 것 그 표 인 것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 宗中에 하여 「宗中은 共同先朝의 後孫 성년이상의 남자를 宗員으로 하

여 구성되는 자연 집단인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 宗中이 성립하기 하여서는

종 구성의 결의등 특별한 組織行爲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規律化하기 한 成文

의 規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목 인 共同先朝의 墳墓守護와 祭祀

宗中員 상호간의 친목을 目的으로 하는 자연발생 인 宗族集團體가 됨으로써

족하다.」24)고 하는 등 宗中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 함은 확고한 判例에



-25-

해당한다.

례는 敎 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原告 신창교회는 大韓

基督敎 長 의 소속 敎 로서 大韓基督敎 長 憲法의 규율을 받는 信徒 50여

명 정도와 諸職 10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 牧師를 諸職 長으로 하고 있으므로,이

는 代表 있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5)고 하는 등,교회 특

히 長 敎 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도 확고한 判例에 해당한

다.

한 「自然部落도 그 部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鄕祭를 거행하고 林野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造林事業 등을 하며,成文의 規約은 없으나 慣習에

따라 部落 議를 개최하여 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 하

에 조직 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 할 것이다.」26)고

하는 등 自然部落도 判例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고 본다.

判例는 洞․里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보고 있는데,「洞이나 里는 하나의 行政

區域에 지나지 않으며,그 자체가 독립한 法人格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權利能力없

는 社團이라 할 것이므로,그 財産은 住民全體의 總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27)

고 하여 洞이나 里의 재산을 그 上級行政機關인 區나 面의 소유가 아닌 住民全體

의 總有로 보고 있다.

「아 트입주자 표회의는 團體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意思決定機關과 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으로도 自治管理機構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管理業務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으

24)大判 1985.10.2283다카2396,2397

25)大判 1962.7.1262다133

26)大判 1980.1.1578다2364

27)大判 1965.2.964다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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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當事 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8)고 하여 례는 아 트입

주자 표회의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하나로 보고 있다.따라서 아 트 입주민들이

團體로 訴訟을 하는 경우에 아 트 리소장이 訴訟의 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 트입주자 표회의의 표자가 訴訟의 표자로 된다.

「 村契는 契員들이 공동목 을 하여 조직한 法人아닌 社團으로서, 業權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損失補償金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村契의 總有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29)고 하여 判例는 村契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한 유형으로 보

고 있다.다만 村契는 業權이라는 권리의 취득과 한 계가 있고, 業權

의 취득에 따른 受益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일반 인 權利能

力없는 社團에 비하여 營利性을 띠는 경우도 있다.

判例는 「 社의 債權 들이 그 債權을 확보할 목 으로 구성한 淸算委員 가 團

體 고유의 目的을 가지고 의결기 인 總 집행기 인 표자를 두는 등 일정

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계없이 團體 그 자

체로 존속하며,代表方法,總 의 운 ,재산의 리 기타 團體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30)고 하여 社의 債

權 들의 淸算委員 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본다.

寺刹에 한 判例의 태도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權利能力없

는 財團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먼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判例31)로는 「기존의 寺刹에서 이탈한 信徒들과 僧侶가 曹溪宗에 所屬될 새로운

寺刹의 건립이라는 공동 목 으로 寺刹의 표,信徒 長 등 체계 인 조직을 만들

28)大判 1991.4.2391다4478

29)大判 1992.7.1492다534

30)大判 1996.6.2896다16582

31)大判 1997.12.994다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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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의 出材와 勞力에 의하여 土地를 매수하여 그 地上에 佛 을 완공한 경우,

佛 의 완공당시 團體는 그 명칭이나 특정 宗團의 歸屬 여부에 불구하고 독립

된 寺刹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그 실질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다.」라고

하는 례가 있다.반 로 權利能力없는 財團에 해당한다고 한 判例32)로는 「종래

부터 존재하여 오던 寺刹의 재산을 기 로 佛敎財産管理法(1987.11.28.法律 第

3974號 傳統寺刹保存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佛敎團體登 을 한 寺刹은 權利能力

없는 財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비록 그 信徒들이 그 寺刹

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 다 할지라도 그 寺刹의 재산은 信徒와 僧侶의

總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權利能力없는 寺刹 자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례가

있다.결국 寺刹의 법 성격은 당해 寺刹의 창립과정,寺刹의 意思決定方法,寺刹

의 운 財産管理權의 소재,住持任免權의 소재와 住持의 선출방법,財産所有形

態,信徒 의 조직과 寺刹運營에의 참여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 으로 경우에 따

라 개별 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만 寺刹이 그 宗敎的 목 을 한

독립한 재산을 기 로 住持나 은혜를 입은 信徒․宗團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리

하는 住持나 信徒의 증감․변경이 있더라도 독자 으로 존속하는 존재라면,기본

으로는 財團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權利能力없는 社團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

判例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경우 代表的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먼 判例는 「60세 이상의 高齡 를 契員으로 하고 그 가족을

保護 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회원이 喪을 당할 때마다 매회 1,000원씩의 契金

을 일정회수 한도 내에서 拂入하게 하고,喪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拂入한 契

32)大判 1994.12.1393다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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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 액수에 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喪 金을 지 하기로 하는 내용

의 契로서 조직 운 은 으로 契主( 長)가 책임지며 그 員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契主로부터 契金을 拂入하라는 통지가 오면 契主가 지정하

는 우편 체계좌를 통하여 契金을 拂入하고 가입한 契員이 사망하면 契主에게 연

락하여 소정의 喪 金을 지 받으면서 契에서 탈퇴하게 되는 老人喪 契는 非

法人 社團에 해당하지 않는다.」33)고 하고,「동백흥농계의 規約 조항에 同契의 실

체가 각 契員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契의 운 에 반 되게끔 되어 있고 社團의

경우처럼 그 社員의 개성이 그 社團에 몰입되고 각기 社員은 集合體의 겉에 顯出

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 동백홍농계는 非法人 社團이 아니다

.」34)고 하는 등 원칙 으로 契에 해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判例는 「신태인天主敎 는 내부 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

기 이 없고, 표자의 정함이 있는 團體라고 볼 수 없고,외부 으로 보더라도 그

團體를 구성하는 개개 信 의 개성을 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

활동체로 존재하는 團體라고 볼 수 없으므로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35)天主敎 의 支敎 에 해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보고 있다.後述하는 바와 같이 天主敎 는 長 敎 와 달리 監督政體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第4節 權利能力의 認定 否

33)大判 1992.3.3191다41101

34)大判 1974.9.2474다573

35)大判 1966.9.2063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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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權利能力

權利能力이란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는 資格을 의미한다.36)詳

述하면 權利能力이란 이를 가진 자로 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權利를 취득하고 義

務를 부담하며,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그 權利와 義務의 강제 실 을

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提訴하거나 提訴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法的 資格

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民法은 權利能力 로서 自然人과 法人을 인정하고 있으며

(第3條,第34條),法人에 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차를 밟지 않으

면 法人이 될 수 없다는 이른바 法人法定主義(第31條)를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權

利能力없는 社團은 그러한 法定節次를 밟지 않았으므로 法人으로 인정될 수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실 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에게도 後述하는 訴訟當

事 能力 登記申請能力이 인정되는 등 法人과 실제 法律關係에서 동일하게 취

되는 에 비추어 權利能力없는 社團에게도 權利能力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되고 있다.

2.學說

가.認定說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權利主體性을 認定하여야 한다는 學說이다.37)그 근거로 우

선 民事訴訟法 第52條의 규정에 의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當事 能力이 인정되

36)郭潤直,前揭民法總則,p.131,黃迪仁,前揭書,p.45.

37)李銀榮,「民法學講義」,(서울;博英社,1996),p.240,鄭煥淡,"獨逸 團體法論의 硏究",(圓光

大學校 博士學位論文,1987),p.78,趙悅來,“權利能力 없는 社團,“「判例硏究」,(1981.7),

p.64,李好珽,"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制度에 한 약간의 疑問,"「서울大學校 法學」(1983.

9),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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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을 든다.節次法이 자기의 이름으로 提訴하거나 提訴당할 수 있는 능

력을 주었다면,이는 實體法上으로도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

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 不動産登記法 第30條의 규정에 의하

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을 社團 자체의 이름으로 登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을 근거로 든다.우리 不動産登記法 第30條 1 은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속하는 不動産登記에 하여서는 그 社團이나 財團을 登記權利 는 登記義務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그 표 자체로 볼 때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나 財團에

게 어도 不動産登記에 있어서는 登記의 權利 와 義務 로 될 자격 즉 權利能力

내지 權利主體性이 있음이 인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稅

法을 포함한 각종의 特別法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을 權利能力있는 社團과 동등하게

취 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든다.38)

나.否定說

이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한 權利能力은 부정하여야 한다는 學說이다.이에 속

하는 것으로는 행 民法이 自然人과 法人에 한하여 權利能力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法人法定主義),즉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民法이 明文으로 權利能力을 인

정하지 않으므로 별다른 설명 없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서는 당연히 權利能

力이 否定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見解39)가 있고,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경우에는 實

定法이 總有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立法論을 떠나 法解釋論으로는 權利能力을 인정

하는 것은 무리라는 見解40)가 있다.

38)國稅基本法 第13條,法人稅法 第1條 第2號,所得稅法 第1條 第3 ,特許法 第4條 등.

39)郭潤直,前揭民法總則,p.225.

40)李東明,“共同所有後論”,「民法註解(Ⅴ)」,(서울:博英社,1992),p.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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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判例의 態度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權利主體性 인정 여부에 하여 判例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

다.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 權利主體性을 인정하는 듯한 判例로는「친목 등을

目的으로 조직된 非法人 社團이라 하더라도 그 組織에 한 規約과 代表 가 법

히 선정되어 있는 한 그 構成員과 계없이 독자 목 을 가지고 경제생활이나

법률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 존재가치가 있는 團體로서 民事訴訟法上 當事 能

力도 인정되는 非法人 團體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團體는 電話加入權과 같은 권리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判例41)가 있고,

한 「法人아닌 社團 는 財團으로서 民事訴訟法上 當事 能力을 가질 경우에는

訴訟上 法人아닌 社團 는 財團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 된다 할 것이

므로 만일 이와 같은 社團 는 財團이 民事訴訟法上 當事 能力이 있으되 私法上

는 公法上 權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면 訴訟法上 當事 能力을 인정할 아무

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當事 能力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

이다.」라고 하고 있는 判例42)도 있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權利主體性 인정 여부에 하여 否定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

는 判例로는 「自然人 는 法人이 아니면 權利能力이 없는 것이 우리 現行法制의

기본원리이므로 … … 民事訴訟法에 의한 當事 能力 는 不動産登記法에 의한

登記能力이 인정되어 있다 하여 法人格 없는 社團 는 財團까지 歸屬財産處理法

第3條의 法人에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한 判例43)가 있고,「非法人

社團 는 財團에 當事 能力을 인정한 民事訴訟法 第48條의 立法趣旨가 구성원

41)大判 1981.1.2780다2266

42)大判 1962.5.104294行上102

43)大判 1960.10.64291行上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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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共同訴訟人으로서 訴訟當事 가 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判例44)가 있다.

4.檢討

우리 民法의 원래의 입법취지는 法人과 權利能力없는 社團 財團을 엄격히 구

별하여,前 에 하여서만 權利能力을 인정하려는 것이었다고 본다.그것은 우리

民法이 法人法定主義(第31條)를 취하고,法人設立에 하여 許可主義라는 제한 태

도를 취하고 있으며(第32條),權利能力 를 自然人과 法人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第3條,第34條),權利能力없는 社團이 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社團의 單獨所有가 아

니라 구성원 집합체의 總有라고 규정하고 있는 (第275條)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民事訴訟法에 의한 當事 能力 는 不動産登記法에 의한 登記能力이 인

정되고 있고,稅法을 포함한 각종의 特別法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을 權利能力있는

社團과 동등하게 취 하고 있다고 하여도,이는 訴訟 등에 있어서의 편의를 하여

法人과 동등하게 취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自然人 는 法人이 아니면 權利能

力이 없는 것이 우리 現行法制의 基本原理이므로,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權利能力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다만 법률 등에 의해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실질 으

로는 權利能力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 에 있다고 본다.즉 우

리 法制上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民法의 權利能力에 한 제한 태도 때문에 形式

的으로는 權利能力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실질 으로는 權利能力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지 에 있다고 할 것이다.

44)大判 1962.4.44294民上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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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法律關係

第1節 法律關係의 基準

우리 民法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財産歸屬關係를 總有로 한다는 규정(第

275條)을 두고 있는 것 외에 다른 法律關係에 있어서는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법률 계에 어떤 규정을 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구체 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도 團體의 일종이므로,社團法人에 한

규정과 組合에 한 규정 어느 한쪽만을 類推適用할 것인가, 는 양쪽 규정을

선별 으로 類推適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하여 우리 民法은 獨逸民法 第54條의 경우와 같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組合의 規定을 準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所有關係를 總有라

고 규정함으로써,權利能力없는 社團이 그 소유형태를 合有(第271條․第704條)로

하고 있는 組合과는 본질 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 으로 밝히고 있으므로,社團

法人에 한 規定 가운데서 法人格을 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類推適用

해야 하며 組合에 한 규정을 類推適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見解45)가 있다.

이에 하여 總有에 한 民法의 規定은 극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社團法人에 한 규정(第40條 이하)뿐만 아니라 組合에 한 규정(第704條 이하)까

지도 類推適用하여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 見解46)가 있다.그 외에 法人

格을 제로 하는 규정과 그 외의 규정의 구별이 不明하며 社團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에 法人格을 제로 하는 규정의 類推適用이 왜 배제되어야 하는지 不明하기

45)金基善,前揭書,p.183.

46)金容漢,「物權法論」,(서울:博英社,1993),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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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法人格을 제로 하는 規定까지도 類推適用되어야 한다고 보는 見解47)도

있다.

우리 民法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소유 계를 總有로 規定하고 있고,權利能力없

는 社團은 비록 法人格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社員 상호간에 채권채무가 존

재하지 않고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團體로서 社團法人과 다를 바가 없으므

로,組合에 한 규정을 類推適用해서는 안되고 社團法人에 한 규정 가운데서 法

人格을 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類推適用해야 한다고 본다.여기

서 社團法人에 한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前提로 하는 規定」이란 社團法人

과 權利能力없는 社團 사이의 근본 차이 인 主務官廳의 設立許可 이에 따른

각종의 監督關係에 한 규정,그리고 設立登記 이에 따른 각종의 登記 는 그

의무에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그 밖의 社團法人에 한 규정은 개개의 權

利能力없는 社團의 定款 기타의 規約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모두 개개의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類推適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例

도 「非法人 社團에 하여는 社團法人에 한 民法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제

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類推適用하여야 할 것인바,民法 第62條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非法人 社團의 代表 는 定款 는 總 의 決議로 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他人으로 하여 특정한 행 를 代理하게 할 수 있을 뿐 非法人 社

團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 으로 委任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非法人 社團

표자가 행한 타인에 한 업무의 포 委任과 그에 따른 包括的 受任人의 代行

行爲는 民法 第62條의 규정에 반된 것이어서 非法人 社團에 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社團法人에 한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類推適用해야 한다고

47)鄭煥淡,前揭論文,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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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48)

第2節 內部的 法律關係

法人의 내부 계에 하여 團體의 性質이 組合的 색채를 띠는 경우에는 그 내부

계에 하여 社團法人에 한 규정뿐만 아니라 組合에 한 규정도 竝存的으로

類推適用하여야 한다는 見解49) 權利能力없는 社團 營利를 목 으로 하는 社

團에 하여는 유사한 營利社團法人( 社)의 規定을 類推適用하여 타당한 해결을

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見解50)도 있으나,社團法人의 내부 계에 한 규정은 社

團이라는 性質에 기한 것이며 法人으로서의 人格性에 기한 것은 아니며,權利能力

없는 社團은 형식상 法人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을 제외하고는 실질 으로 法

人과 다름이 없으므로,그 內部的 法律關係에 하여서는 民法의 社團法人에 한

규정을 類推適用하여야 한다고 본다.51)

이를 詳說하면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內部關係는 그 社團의 定款에 따른다.그러나

洞․里나 宗中과 같은 團體가 반드시 成文의 規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不

文의 規約이라도 그것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民法 第42條 第1 을 類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定款이 있다면 定款에 따라 總 를 高意思決定機關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總 의 다수결은 모든 社員을 구속하며,그 다수결은 定款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過半數로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52)만약 定款에

도 규정이 없고 社員總 의 決議도 없는 경우에는 社團法人의 규정을 類推適用해

48)大判 1996.9.694다18522

49)金疇洙,前揭書,p.206.

50)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6.

51)金基善,前揭書,p.184.

52)大判 1972.7.1272다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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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그리고 總 에 의하여 선임되는 業務執行機關은 總社員의 受任 로서 모든 업무

집행에 하여 善良한 管理 의 注意義務를 부담한다(第681條).53)기타의 내부 계

에 하여는 定款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社團法人에 한 규정을 용

하여야 한다.즉 機關에 하여도 民法 第57條 내지 第76條를 類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解散에 하여는 民法 第77條와 第78條를 類推適用해야 하

며,組合에서와 같이 각 社員의 解散請求는 社團의 특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고 본다.다만 民法 第80條 이하는 法人格의 存在를 제로 하여 法人의 간섭

登記와 필연 련이 있기 때문에 淸算에 하여는 組合에 한 民法 第721條 이

하를 類推適用하여야 하고 法人에 한 第80條 이하의 규정은 類推할 수 없다는

見解54)도 있으나,判例55)는 「非法人 社團에 하여는 社團法人에 한 民法 규정

法人格을 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規定들을 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므로 非法

人 社團인 敎 의 敎人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敎 는 解散하여 淸算節次에

들어가서 淸算의 목 범 내에서 權利․義務의 主體가 되며,이 경우 解散 당시

그 非法人 社團의 總 에서 향후 業務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다면 民法 第82條

第1 을 類推하여 그 선임된 자가 淸算人으로서 淸算 의 非法人 社團을 代表하

여 淸算業務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解散의 경우에도 民

法 第80條 이하를 類推適用하고 있다.

다만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社團法人과는 달리 主務官廳의 設立許可 차를 거친

53)郭潤直,前揭民法總則,p.230.

54)金仁燮,"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關係에 關한 硏究",(漢陽大學校 博士學位論文,1995),

p.34.

55)大判 2003.11.142001다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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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고 따라서 당연히 登記나 主務官廳의 監督 등도 없기 때문에,우선 定款 자

체가 成文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社團의 조직과 운 방법이 미숙

하고 세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내부 계를

다룸에 있어서는 비슷한 유형의 社團에 있어서의 慣習 내지 慣例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따라서 成文의 定款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바로 民法의 社團法人

에 한 규정을 類推適用하고,그 규정을 수하지 않았거나 기 에 미달한다고 하

여 그러한 행 를 無效로 돌린다면 去來의 과정이 遡及無效가 되어 일 혼란

이 래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그러므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內部關係에 하

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먼 成文의 定款을 조사해보고 이에 규정된 바가 없다

면,다음으로 그 社團 자체의 慣習 내지 慣例를 고려하되 그것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社團의 유형에 따라 같은 유형의 社團의 慣習 내지 慣例를 조사

하여 이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그 결과 다투어지는 차나 조치가 그러한 慣

習 내지 慣例에 부합하거나 그 기 에 거의 도달하여 보통의 경우라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나 에 와서 그것들이 民法의 社團

法人에 한 규정에 다소 어 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섣불리 否認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우리 判例56)는 특히 宗中의 경우 慣例에 의한 宗中의 내 ․ 외

조치가 다소 民法의 社團法人에 한 규정에 어 나더라도 이를 존 하여 그 효력

을 정하고 있다.

第3節 外部的 法律關係

1.訴訟關係에 있어서 當事 能力

56)大判 1989.3.2888다카11602,大判 1991.8.1391다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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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能力없는 社團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解決方法으로 訴訟을 제기하

는 경우,이러한 團體에 하여 實體法에서와 같이 訴訟法에서도 訴訟當事 로서의

자격을 부인한다면 그 團體를 상 로 제소하려는 경우 提訴 는 團體의 수많은 구

성원 全員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이 따르게 된다.한편 團體 측에서도 訴

를 제기하는 경우 團體 구성원 全員의 名義로 訴狀을 작성하고 訴訟을 수행하는

것이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하여 民事

訴訟法 第52條는 實體法과는 달리 정책 배려 차원에서 「法人이 아닌 社團이나

財團은 代表 는 管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社團이나 財團의 이름으로 當事

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도 訴訟當事 가 될 수 있도록 하

다.그러므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 하더라도 訴訟에 있어서 극 으로나 소극

으로나 當事 能力을 갖는다.따라서 第3 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한 執行權

原으로 社團財産에 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으며,訴訟節次 强制執行節次에

있어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社團法人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57)

權利能力없는 社團을 當事 로 提訴를 하지 않고 구성원 全員을 當事 로 하는

提訴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는데,訴訟節次에 해서는 權利

能力없는 社團과 社團法人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權利

能力없는 社團만이 訴訟當事 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8)따라서 구성원

全員을 當事 로 하는 提訴는 不適法한 것으로 보아 却下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59)다만 判例는 「總有財産에 한 訴訟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敎 자체의 名

57)郭潤直,前揭民法總則,p.230.

58)李時潤,"共同所有와 그 訴訟關係",「晴軒金曾漢博士華甲紀念論文集」,(서울:博英社,1981),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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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로 하거나,그 敎 구성원 全員이 當事 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後 의 경

우에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다.」라고 하여 구성원 全員이 當事 가 되는 것을 허용

하고 있다.60)

2.公示方法

가.不動産의 公示方法

不動産의 公示方法은 登記이다.따라서 不動産이 모든 社員의 總有가 되려면 모든

社員의 名義로 登記를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그러나 실 으로 社員 모두의 名義

로 登記를 한다는 것은 차 인 면이나 비용 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不動産의 公示制度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 이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

立法的으로 이를 해결하 다.즉 不動産登記法 第30條에서는 「①宗中,門中 기타

代表 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속하는 不動産의 登記에 하

여서는 그 社團 는 財團을 登記權利 는 登記義務 로 한다.②第1 의 登記

는 그 社團 는 財團의 名義로 그 代表 는 管理人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登記能力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속하는 모든 不動産은 그 社團의 名義로 登記할 수 있으므로,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社團法人의 歸屬財産의 公示方法上의 차이는 없게 되었다.다만 登記公務員에게는

實質的 審査權이 없어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社團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가의 여

부를 실질 으로는 심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하여 不動産登記法施行規

則 第56條에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登記를 신청함에는 ① 定款 기타의 規約

② 代表 는 管理人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民法 第276條 第1 의 決議書(法人이

59)金仁燮,前揭論文,p.39.

60)大判 1995.9.595다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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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社團이 登記義務 인 경우에 한한다)④ 代表 는 管理人의 住民登 票謄

本의 첨부」를 요하고 있다.

不動産登記法 第57條 第2 에서는 登記權利 가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경우에는

그 표자나 리인의 姓名과 住所를 登記簿에 添記하도록 하여,權利能力없는 社

團의 경우에는 登記簿에 의하여 표자가 公示되고 있다.이는 權利能力없는 社團

의 代表 를 登記簿에 명백히 해 둠으로써 그 社團에 속하는 不動産의 處分에 따

른 法的 紛爭을 방하기 한 것이다.타당한 立法이라고 생각되지만,그 代表

에게 후일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不動産을 處分하는 權限까지를 부여하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 에 不動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總 의 決議에 의하여 處

分權限을 취득하여야 하고,登記簿에 기재된 표자가 辭任․死亡 기타 事由로 변

경되어 실재 표자와 登記簿上 표자가 不一致하는 경우에도 變更登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現實的으로 實效性은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不動産登記法에 의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登記能力 인정에 하여는 이를 반

하는 見解가 있다.즉 權利能力없는 社團을 登記權利 로 할 수 있음을 民法이 규

정하지 않는 이상 附屬法인 不動産登記法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無效이고,權利能

力없는 社團을 民法上으로도 登記權利 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民法의 附屬法인

不動産登記法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登記節次上으로도 權利

能力없는 社團 名義의 登記申請이 어려우므로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權利能

力없는 社團을 登記權利 로 하는 것은 무리이며,따라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代

表機關인 理事의 名義로 그 개인의 재산인 것으로 登記하게 하고,그 社團과의

계는 信託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61)이 그것이다.

그러나 不動産登記法은 民法의 附屬法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特別法的 성질을 가

61)金基善,前揭書,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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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登記簿에 代表 가 添記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고,名義信託登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事前에 방할 필요성이 있으

며, 한 실 으로 계속 增減․變動하는 總有 全員의 名義로 登記할 수도 없다

고 생각되므로 不動産登記法 第30條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나.動産의 公示方法

動産物權의 公示方法은 占有인바(第188條 第1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있어서는

그 動産의 直接占有는 社團의 표자가 하고 나머지 總社員도 그 표자를 통하여

間接占有(第194條)를 하고 있으므로,動産의 경우에는 진실한 권리상태와 公示와의

不一致는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62)判例는 宗中이 賃貸借를 占有媒介關

係로 하여 間接占有를 취득하기 한 요건에 하여 「宗中이 어떤 不動産에 하

여 賃貸借를 占有媒介關係로 하여 間接占有를 취득하 다고 하기 하여는 그 賃

貸借關係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宗中의 代表機關 내지는 執行機關이거

나 그 代理人이어야 하고,宗員이 단지 宗中과 무 하게 私人의 자격에서 賃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間接占有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宗中이 그를

통하여 당해 不動産을 間接占有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宗中의 代表機關 내

지는 執行機關이거나 그 代理人에 의한 占有만을 유효한 占有로 보고 있다.

다. 金債權의 公示方法

金債權에 해서는 金融實名去來 秘密保障에 한法律이 시행되기 에는 權利

能力없는 社團이 은행에 을 할 경우 團體 자체의 名義로 이 가능하 으나,

同 法律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 으로 團體 자체의 名義로는 할 수 없고 權

62)黃迪仁,前揭論文,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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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能力없는 社團을 代表하는 자의 實地名義에 의한 만이 가능하다.다만,附加

價値稅法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받거나 所得稅法에 의하여 納稅番號를 부여받

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경우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명의로의 이 가능하다

(金融實名去來 秘密保障에 한法律施行令 第3條 第3號).

3.名譽權의 認定 否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權利能力은 원칙 으로 부정되어야 하지만,權利能力없는 社

團의 社 的 활동가치가 승인된 오늘날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도 名譽權의 主體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例63)도 「訴外 亡人의 後孫임을 표방하는 原告 宗中은

그 존립기반이 부인됨은 물론 연 계 없는 남의 祖上을 자신의 祖上으로 삼는

宗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그 社 的 評價가 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被告

宗中의 행 는 原告 宗中의 名譽를 毁損한 것으로 不法行爲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社 的 評價가 하되는 것에 하여 名

譽毁損에 의한 不法行爲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名譽權을 인정하고 있다.

第4節 代表 의 代表權의 範圍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는 社團法人에 한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類推適用해야 하므로, 표자의 代表權의 범 에 하

여는 民法 第59條가,代表權의 제한에 하여는 民法 第60條가 각각 類推適用되어,

社團과 代表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하여는 표자는 代表權을 가지지 않

63)大判 1990.2.2789다카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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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보아야 한다.

代表 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표자가 合法的인 내 차를 거치

지 않고 社團을 표하여 第3 와 法律行爲를 하 을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다

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컨 總有財産을 處分함에 있어서는 定款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民法 第276條 第1 에 따라서 社員總 의 決議가 있어야 하는바,이 決議

없이 社團의 재산을 處分한 경우에 그 處分行爲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이에 하여는 法人의 代表에 하여는 代理에 한 規定을 용한다는

民法 第59條 第2 에 의하여 表 代理에 한 규정을 類推適用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본다는 見解64)가 있다.즉 民法 第275條 第2 第276條 第1 의 규정에

의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을 處分하려면 定款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社員

總 의 決議가 있어야 하며,그러한 범 내에서 표자의 代表權은 제한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따라서 處分決議없이 표자가 處分行爲를 했다면 이는 無權代理에

하는 행 라 할 것이나,代表 에게는 基本代理權에 하는 제한된 代表權이 있

으므로 權限을 넘는 表 代理에 한 규정(第126條)을 용하여, 표자에게 處分

權이 있다고 믿었거나 處分을 한 社員總 의 결의가 있었다고 믿은 善意의 第3

는 보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의하면 去來의 安全은 보호될 수

있으나,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

로 본다.判例65)도 「宗中 소유의 재산은 宗中員의 總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리 처분에 하여 먼 宗中規約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그

에 한 宗中規約이 없으면 宗中總 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비록 宗中 표

자에 의한 宗中 재산의 處分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 는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다.

64)金鎭鉉,“權利能力 없는 社團”,「民事法學」,(韓國司法行政學 ,1995.12),p.534.

65)大判 1996.8.2096다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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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能力없는 社團과 거래하는 第3 보호를 해서는 不動産에 한 公信의 原

則을 용하는 것이 根本的인 代案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우리나라의 실을 감안

하면 이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므로 우선 이러한 경우에는 표자의 民․刑事的인

責任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법을 도입하여, 표자의 거래에 있어서의 注意義務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第5節 債務와 責任

1.構成員의 責任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債務를 진 경우에 그 社團債務에 하여 社團財産이 擔保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그 외에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성원도 責任을 지는가의

여부 만약 責任을 진다면 어떠한 責任을 지는가 하는 이 문제된다.즉 權利能

力없는 社團의 名義로 債務를 부담하는 행 를 하는 경우에는 債權 나 第3 에게

한 향을 끼치므로,이 경우 債權 를 보호할 것인가 그 지 않으면 社團 구

성원을 보호할 것인가의 利益衡量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無限責任을 지지 않겠지만,

利益이 구성원에게 分配되거나 社團을 탈퇴할 때에 持分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營利團體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구성원의 無限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그와 같

은 社團과 거래하는 第3 의 보호를 해 필요하다고 하는 見解66)가 있고,잠재

持分을 갖지 않는 社團法人型 社團은 有限責任을 지고 잠재 持分을 갖는 組合型

社團은 構成員이 無限責任을 진다고 하는 見解67)가 주장되고 있다. 한 社團의 目

66)金疇洙,前揭書,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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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이 非營利인가 는 營利인가,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持分返還이 인정되는가

되지 않는가,社團의 收益活動의 결과로서의 이익이 구성원에게 사실상 분배될 요

소가 강한가 약한가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문제된 社團에 따라서 구체 으로

단하여 일정한 경우의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서는 구성원의 無限責任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이라는 見解68)도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現行民法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을 社員의 總有에 속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債務도 구성원인 社員에게 準總有로 부

담되며,定款이나 去來約定 에 구성원이 직 責任을 진다는 條 이 없으면 이러

한 債務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인 總有財産에 의하여서만 責任을 지고 社員

은 費 기타 負擔金 외에 개인재산으로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69) 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성원에게 無限責任을 인정하는 見解

의 근본 인 이유는 權利能力없는 社團과 거래를 한 第3 를 보호하기 한 것인

데,權利能力없는 社團과 거래하는 第3 는 社團債務의 責任은 社團財産에 한정된

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자기의 보호책을 강구하면서 去來行爲를 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성원은 定款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出資義務의 한도로 有限責任을 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입

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第3 보호를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성원에

게 無限責任을 지우는 것은 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고,第3 보호와 구성원의 보

호라는 衡平의 原則으로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성원은 有限責任을 진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判例도 「非法人 社團인 鮮魚仲買組合의 代表 의 委任

에 따른 어음行爲로 인한 어음 의 지 책임이 독립한 權利義務의 주체인 組合

67)鍛治良 ,"いわる權利能力なき社團(非法人社團)についで",「 法律論叢」 第32卷 5號 p.125.

68)金容漢,前揭民法總則論,p.212.

69)金基善,前揭書,p.186,李英俊,前揭書,p.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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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되는 것이지,그 構成員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구

성원들의 個人財産으로 責任을 지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70)

2.代表 의 責任

가.問題의 提起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자가 社團名義로 債務를 부담하는 행 를 하는 경우에

行爲 인 표자도 責任을 지는가 아니면 社團만이 責任을 지느냐의 여부가 문제

되는 바,그 인정 여부에 따라 第3 에게 큰 향을 끼치므로 이에 한 검토가 요

구된다.이하에서는 代表 가 法律行爲로 債務를 부담한 경우와 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賠償의 債務를 부담한 경우를 나 어서 검토한다.

나.法律行爲로 인한 責任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代表 가 社團名義로 債務를 부담하는 행 를 하는 경우에

그 法律行爲의 효과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귀속된다.이때 그 債務를 行爲 인

표자도 責任을 지는가,責任을 진다면 어느 정도로 責任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

긴다.獨逸民法 第54條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이름으로 第3 에 하여 행한 法

律行爲에 하여는 行爲 자신이 人的責任을 진다」고 규정하여 표자가 責任을

지는 것을 明文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이 규정은 債權 保護를 한 정책 규정이

라고 이해되고 있다.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 民法에서는 표자가 第3 와 한 法

律行爲로 인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債務를 부담한 경우에 그 표자의 責任에

해서 見解가 립되고 있다.

70)大判 1992.7.1092다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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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성질상 社團法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社團債務

에 한 責任은 社團財産으로 한정하고 代表 는 개인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하

는 부정 인 見解71)와,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登記制度의 不備,內部組織의 不明瞭

에 비추어 債權 보호를 하여 표자에게 擔保責任으로서 人的責任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 인 見解72)가 립하고 있다.肯定說에서 그 근거로 드는 것

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는 그 組織內容,財産狀態 등을 公示하는 登記․登 의 制

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第3 보호를 해 표자 개인은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건 社團의 실체를 가진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자는 後述하는 不法行爲

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 으로 責任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代表 개인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을 해서 法律行爲를 했을 뿐이고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부터 報酬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 이며,더구나 故意나 過失도 없는 표

자에게 第3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無限責任을 지게 한다는 것은 무나 가혹하

며, 표자로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발 을 하여 극 인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第3 는 표자와 法律行爲

를 할 당시에 이미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경우에는 社團財産만이 責任財産이 된다

는 것을 인식하고 그 보호책을 강구할 것이므로,明文의 규정이 없는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자는 無限責任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다만 立法論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債權 의 보호 權

利能力없는 社團의 代表 의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注意義務의 강화를 해서 표

자의 個人責任을 인정하는 立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71)高翔龍,「民法總則」,(서울:法文社,2003),p.261.

72)金曾漢․朱宰璜,「註釋民法總則(上)」,(韓國司法行政學 ,1994),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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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不法行爲로 인한 債務에 한 責任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不法行爲로 인하여 第3

에게 損害를 가한 경우에 그 표자의 不法行爲에 한 責任을 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먼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代表 가 그 직무에 한 不法行爲로 인하여 타인에게

損害를 가한 경우에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社團法人과 달리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으며, 표자의 不法行爲에 하여는 民法 第35條를 類推適用하여 모든 社員이

連帶하여 無限責任을 진다는 見解73)도 있으나,民法 第35條 第1 을 類推適用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不法行爲로서 社團이 그 賠償의 責任을 지는 것을 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74)이때 행 를 한 표자도 개인 인 責任을 부담하며,이 경우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賠償責任과 代表 의 賠償責任은 不眞正連帶債務 계에 있

다고 본다.75)第3 는 法律行爲의 경우에는 團體自體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행 를

할 것이므로 특별히 보호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不法行爲의 경우에는

미리 측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第3 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不法行爲責任의 발생요건은 法人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代表 의 不法行爲일 것,不法行爲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代表

가 職務에 하여 타인에게 損害를 가하 을 것 등이다.

그러나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目的範圍 외의 행 로 인하여 타인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부담하지 아니하

고,目的範圍 외의 행 에 한 決議에 찬성하거나 그 決議를 집행한 구성원

표자가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고 본다.이때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행 라고 볼

73)金基善,前揭書,p.187.

74)郭潤直,前揭民法總則,p.230,金容漢,前揭民法總則論,p.212.

75)鍛治良 ,前揭論文,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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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이다.

第6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法人格을 取得한 境遇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法人格을 취득한 경우에는 社團으로서는 前後 同一性을 잃

지 않으므로,權利義務는 당연히 法人인 社團에 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76)이 경

우 성립된 社團法人은 設立中의 社團과 동일한 團體이므로 특별한 이 내지 양도

행 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日本의 下級審 判決77)도 「일정한 사업을 행하는 法

人格 없는 社團이 總 의 議決에 의하여 法定節次를 거쳐 社團法人을 設立하는 경

우에는 兩 사이에 社團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社團의 사업재산은

法人의 設立에 의하여 특단의 意思表示를 하지 않고 당연히 社團法人에 귀속된

다」고 하고 있다.

第7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消滅時期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消滅時期는 法人의 消滅時期와 마찬가지로 보아서 淸算事務

가 종결되어야 비로소 權利能力없는 社團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判例78)도

「法人 아닌 社團에 하여는 社團法人에 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제

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類推適用하여야 할 것인바,社團法人에 있어서는 社

員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바로 權利能力이 소멸하는 것

이 아니므로 法人 아닌 社團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그 社團

76)李宙 ,"權利能力 없는 社團",「司法論集」,(法院行政處,1991.12.),p.163.

77)東京高裁 昭和 35.3.1.

78)大判 1992.10.992다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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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當事 能力을 상실하 다고 할 수는 없고 淸算事務가 완료

되어야 비로소 그 當事 能力이 소멸하는 것이다.」고 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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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歸屬關係

第1節 問題의 提起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團體 자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

도 원칙 으로 團體 자체에게 所有權이 귀속될 수가 없다.그러면 그 財産은 구

에게 귀속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특히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의 귀

속형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 財産의 公示方法,管理․處分,責任 등의 문제와

한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財産의 귀속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獨逸民法 第54條와 그것을 본받은 스 스 民法 第62條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組合에 한 규정을 용하고 있는 바,이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自由設立을

억제하여 설립자로 하여 權利能力取得의 노력을 구하고,公示되어 있지 않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組合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원의 개인 無限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去來安全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所有形態에 하여 民法에서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學說․判例가 나뉘어져 있

었으나,現行民法은 第275條에서 明文의 규정을 두어 立法的으로 해결하 다.즉

「法人 아닌 社團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고 규

정하여,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은 각 구성원의 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서 구

성원 체에게 總有的으로 귀속하게 되었다.그러나 明文의 규정으로 總有라고 규

정한 이후에도 現行法의 解釋論上 는 立法論上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所有形態에

하여 어떠한 所有形態가 타당한가에 하여는 學說이 립되고 있으므로,本 章

에서는 이들 學說에 하여 검토한 다음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歸屬關係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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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서의 總有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第2節 民法規定의 妥當性 否

1.學說

가.共有說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組合에 한 규정을 용한다는 獨逸法의 향을 받

아 權利能力없는 社團財産의 소유형태가 共有이지만 民法上의 순수한 共有는 아니

고 組合의 규정에 한 共有라고 한다.특히 非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있어서 持分分割 請求權이 意思表示에 의하여 포기되고 있다고 인정해야할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해산 후의 잔여재산 분배에 하여 定款의 규정 는 總

의 決議로서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組合의 잔여재산분배와 마찬가지로 각 구

성원의 出資價額에 따라 분배될 수 있고 결국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구성원은 지분

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所有形態는 共有라고 주장하는 學說이다.이 說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소유형태에 하여 이론상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일본의 管

原眷二 博士가 주장했던 學說로서,우리나라에서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 인

형태인 宗中財産에 한 朝鮮高等法院의 判例79)가 있었으나 學說上으로는 주장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共有說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있다.즉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있

어서 構成員이 持分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 한 에서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

각되지만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모두 組合이라고 하는 것은 法人格의 有無의 문제

79)朝高判 1916.1.21民上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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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團體類型의 문제를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80)

나.合有說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歸屬關係에 하여 合有說을 취하는 學說로는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財産歸屬形態를 總有라고 하는 民法의 태도가 단히 의심스러우며,

특히 非營利社團에 있어서 보다 營利社團에서 문제가 되는 바 法律關係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合有라고 하 음이 훨씬 타당하 을 것이라고 하는 見解81)가 있고,

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에는 組合型의 것도 있으므로 民法의 규정과 같이 단순히

總有라고 해버릴 수만은 없고 合有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

다는 등을 근거로 合有라는 見解82)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合有說에 하여는 合有의 념은 게르만古代社 의 家族共同體에

있어서 共同相續關係에 起源을 가진다고 말해지며 이것을 近代에 있어서 社團의

所有形態에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실체는 組合型도

포함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組合型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合有說은 부당하다는 批判83)이 있고,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은 구성원

의 個人財産과 분리․독립된 재산이며 社團財産의 獨立性이야말로 社團의 본질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며, 한 社團의 統一性을 소유형태의 면에 반 시킨 것이므

로 合有의 념을 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批判84)이 있다.

다.總有說

80)遠藤浩․川丙健․西原道雄 編,「演習民法(總則․物權)」,(靑林書院,1989),p.73.

81)郭潤直,前揭民法總則,p.231.

82)金疇洙,前揭書,p.206.

83)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8.

84)遠藤浩 等,「新版民法1(共著)」,(有斐閣,1969),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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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能力없는 社團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權利의 主體性을 결한 결과

그 財産은 社團 자체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團體 구성원 체에게 그 所有權이

귀속되지만,所有權의 使用․收益 權能과 管理․處分 權能이 분할되어,使用․收益

權能은 團體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나 管理․處分 權能은 團體 자체에 있는 所有形

態라고 하는 見解85)이다.이 見解는 總有에 있어서는 共有나 合有와는 달리 團體

구성원에게 持分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의 分割請求權이 인정되지 않으며,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負債도 구성원의 總有에 속하고, 한 債務에 있어서도 社團

의 總有財産만이 담보로 된다고 한다.現在 總有에 한 明文의 규정이 없는 日本

의 경우에도 總有說이 多數說86)이고 判例87)의 態度이기도 하다.

總有說에 한 批判으로는 法史的으로 게르만法의 村落共同體에서 유래하는 總有

가 개인을 심으로 한 近代所有權에는 부 당할 뿐만 아니라 民法의 체계 인 一

貫性을 깨뜨리는 동시에 現社 構造를 반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다.88)

라.信託說

權利能力없는 社團財産은 실질 으로는 社團自體에 귀속하지만 權利能力이 없기

때문에 형식 으로는 표자가 社團 내지 全構成員을 해서 信託的으로 所有하는

것으로서,法形式과 社 的 實質이 다른 것을 統一的으로 처리하기 한 가교 역

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信託이라는 것으로,權利能力없는 社團財産은 社團 내지 全

構成員을 해 표자가 信託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된다는 學說이다.우리나라에

서는 信託說을 주장하는 見解는 없으며,다만 원칙 으로 總有說의 입장에 서면서

85)李英俊,「物權法」,(서울:博英社,2001),p.528,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7.

86)我妻榮,「新訂民法總則(民法講義1)」,(岩波書店,1975),p.33,於保不二雄,"權利能力のない社

團の法律關係",「法學敎室1號」,(1961),p.25.

87)日 判,1957(昭和35).11.14民集11卷12號 p.1943.

88)崔式,"總有에 한 問題",「法曹,第14券 第2號」,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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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질 으로 信託關係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 見解89)가 있다.즉 실

으로 總社員이 共同으로 리․처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므로 長 기타

의 명칭을 가진 그 社團의 표자를 정하고 이 표자가 그 재산의 受託 로서 信

託的으로 그 財産關係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信託說에 하여 다음과 같은 批判이 있다.즉 信託說에 의하면 표자의 명의로

所有權이 인정되는 경우 표자가 배신하여 任意處分하면 구성원은 피해를 보게

되며,종래 門中의 재산을 표자가 不當處分하는 경우가 빈번하 음이 總有로 立

法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는데 비추어 信託說은 부당한 역행을 시도하는데 불과

하다는 批判90)과 社團 자체를 委託 로 한다면 그것은 社團 자체의 權利主體性의

인정을 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權利主體性이 있다면 억지로 信託的 구성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矛盾이 생기며, 한 구성원 全員과 표자와의 信託契約에 의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성원 全員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번잡하

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批判91)이 그것이다.

마.效果論(個別主義)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소유에 하여 總有․合有 등의 하나의 형태로 인정함

을 배척하고 구체 인 경우에 따라 개별 으로(각종의 이익을 比 衡量하여)각종

의 단체에 가장 합한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學說이다.92)

效果論(個別主義)에 해서는 어느 하나의 所有形態로 인정하지 않고,개별 인

경우에 합한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財産歸屬에 한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입장

89)金洪奎,"權利能力없는 社團",「法政」,(1962.5),p.7.

90)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8.

91)遠藤浩 等,前揭書,p.73.

92)金容漢,前揭民法總則論,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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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는 批判93)이 있다.

바.單獨所有說

民事訴訟法上 權利能力없는 社團에게 訴訟當事 能力을 인정하고,不動産登記法上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명의로 社團의 재산을 登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權利의 主體性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도 社團 자체에 귀속하게 되므로,재산의 歸屬形態가 民法上 總有라고 할지라

도 실질 으로는 單獨所有의 형태로 귀속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見解94)이다.

이 見解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權利能力,行爲能力 不法行爲能力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權利能力을 인정한 당연한 귀결로서 財産所有能力이 있을 것이며,權利能

力없는 社團이 부담한 債務는 權利能力없는 社團 자체의 재산만으로 責任을 지고

社員의 個人財産으로는 責任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社團 자체의 單獨所有說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單獨所有說에 해서는 社團法人에 있어서 單獨所有를 인정하는 이상 權利能力없

는 社團의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單獨所有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形式

論에 불과하며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사회 실체를 무시한 見解라는 批判95)과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社員의 權利와 義務 그리고 責任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單獨所有라고 하는 념을 목시키더라도 구성원의 구

체 인 權利․義務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고,社團 債權 의 이익에 반하므로 公

益社團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自益權이 문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합하지

93)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8.

94)黃迪仁,前揭書,p.102,森泉章,"權利能力なき社團に關する硏究",「團體法の諸問題」,(1971),

p.70.

95)張庚鶴,前揭民法總則,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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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營利社團의 경우에는 單獨所有說을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批判96)

이 있다.

2.判例의 態度

判例는 1928年 무렵까지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代表的인 유형인 宗中財産에 하

여 宗中員의 共有로 보아왔다.이에 한 代表的인 判例97)로는 「位土는 一門의 共

同祖上의 祭祀에 제공하기 한 재산으로 宗中員에 한하여 公有의 성질을 갖는 것

이다.만약 非共有 가 共有 1人으로부터 다른 共有 의 승낙을 받지 않고 位土

를 買受한 경우 그 賣買契約은 완 무효이다.」라고 한 것이 있다.그러나 그 후

判例는 종 의 見解를 바꾸어 「宗中 一門의 先祖가 裝으로 정한 土地는 宗中

財産을 구성하며 宗中의 共同所有하는 법률 계는 慣習上 소 合有이다.」라고

判決98)한 이후 宗中財産은 宗中員의 合有에 속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 다.그러

나 朝鮮高等法院 判例도 宗中을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인정하고 宗中財産의

管理 處分은 慣習 는 定款에 정함이 없고 慣習이 불명한 때에는 宗 를 열어

出席 의 過半數의 議決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共同所有關係는 合有가 아

니라 실질 으로는 總有로 보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朝鮮高等法院 判例가

이것을 合有라고 단정한 것은 共有가 아닌 共同所有形態를 合有라고 總稱하는 用

語上의 표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現行民法에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社員이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이를 總

有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자,「宗中員은 總有 의 한 사람으로서 그 總有物인 宗山

96)福地俊雄,"法人に非ざる社團について",「神法」 16卷 2號,p.159.

97)朝高判 1916.1.21民上251.

98)朝高判 1934.10.2民集 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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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宗山에 한 墳墓設置行爲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慣習에 의한 地上權 유사의 物權을 취득하게 되는 處分行爲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總有體인 宗中의 決議가 필요하다.」99)고 하는 등 權利能力없

는 社團의 所有形態을 總有라고 함은 이제 확고한 判例에 해당한다.100)

3.檢討

共有說을 취할 경우 構成員의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한 개별 인 持分의 처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근본 인 난 이 있으며,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실체가 組合型

이라면 그것을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 하여 그 所有形態를 合有로 할 것이 아니

고 組合이기 때문에 그 所有形態가 合有라고 보아야 하므로,合有說은 이를 혼동한

것으로 合有說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權利能力없는 社團은 權利能力이 없기 때

문에 社團 명의로 登記할 수 없고,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표자의 個人名義로 登

記한다는 것은 財産歸屬의 형태가 信託이라는 것이 아니라 財産歸屬關係의 公示方

法이 信託이라는 것으로 財産歸屬關係와 公示方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信

託說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權利能力없는 社團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所有形態

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所有形態는 그 團體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效果論(個別主義)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이

론은 아니라고 본다.

單獨所有說은 최근에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見解이지만,우리 民事訴訟法과 不

動産登記法은 訴訟 登記의 편의,團體의 보호 등의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訴訟

當事 能力과 登記能力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이를 모든 경우에 權利能力을 인정한

99)大判 1967.7.1866다1600

100)大判 1972.8.2272다882,大判 1989.2.1488다카311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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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그리고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부담한 債務

를 權利能力없는 社團 자체의 재산만으로 責任을 지고 구성원 개인재산으로는 責

任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社團 자체의 單獨所有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前述한 바와 같이 구성원 체의 總有라고 할 경우에도 社團 자체의 재산만으로

責任을 질뿐이고 구성원 개인재산으로는 責任을 지지 않으므로 總有라고 하지 않

고 單獨所有라고 해야할 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의 所有形態를 權利能力있는 社團의 財産所有形態와 같이 單獨所有로 한다면

그 재산의 처분도 社團의 규정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즉 法人이 營利法人인 경

우에는 그 財産의 구성원에게의 分割이 가능할 것이나 非營利法人인 경우에는 總

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그 財産의 구성원에게의 分割이 가능하지 않으므로,權利

能力없는 社團의 경우에도 營利․非營利로 나 어 구성원에게의 財産分割의 可

能․不可能을 단해야만 할 것이다.그러나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所有形態를

總有라고 한다면 營利․非營利에 계없이 定款에 의하여 는 總 의 決議에 의

하여 구성원에게의 재산의 分割이 가능하다고 본다.즉 單獨所有라고 한다면 總

의 決議에 의해서도 團體 구성원에게의 分割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지만,그 소유형

태를 總有라고 한다면 總 의 決議에 의하여 구성원에게의 分割이 가능할 것이므

로,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의 소유형태를 구성원의 決議에 의한 財産處分의 자

유를 제한하는 單獨所有로 하는 것보다는 現行 民法의 규정과 같이 總有라고 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第3節 共同所有形態로서의 總有

1.共同所有의 類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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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所有란 한 개의 물건을 2人 이상의 多數人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

다.共同所有의 形態에 하여는 일반 으로 共有(Miteigentum),合有(Eigentum

zurgesamterHand),總有(Gesamteigentum)의 3가지를 든다.

먼 共有라 함은 물건이 持分에 의하여 數人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共同所有

의 形態로서(第262條 1 ),이는 로마法上의 共同所有의 형태에서 그 이론 起源

을 찾을 수 있으며,共同所有 에서 개인주의 색채가 가장 강한 것이다.101)

合有는 이른바 組合의 소유형태로서 법률의 규정 는 계약에 의하여 數人이 組

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共同所有의 形態를 말한다(第271條 제1 ).이는 中世게

르만法의 相續共同體에서 그 原型을 찾아볼 수 있다.102)

總有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소유형태로서 總有物의 管理 處分은 社員總 의

決議에 의하고,그 使用 收益은 각 社員이 하는 소유형태이다(第276條).즉 共同

所有의 권한이 團體의 구성원인 개인과 그 團體에 分屬되고 있는 것이며,이 에

서 근 소유권이 면 ․포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103)

2.總有의 意義

總有란 각 공동소유자의 持分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 공동소유자는 목 물에

하여 使用․收益權을 가지고 管理․處分權은 공동소유자 全員으로 구성된 團體

에 속하는 공동소유형태의 한 類型이다(第276條).이러한 管理․處分 權能과 使

用․受益 權能이 團體의 조직 통제를 정한 내부 규약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완

101)金容漢,前揭物權法論,p.317.

102)金容漢,前揭物權法論,p.318.

103)郭潤直,「物權法」(서울:博英社,2001),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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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의 내용을 실 하게 된다.우리 民法上 總有는 우선 으로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定款 기타의 規約에 의하여 規律되고,그러한 것에 정함이 없는 경우

에만 民法의 보충 규정에 의한다(第275條 第2 ).따라서 總有에 한 民法의 규

정은 任意規定이다.

總有를 沿革的으로 본다면,게르만法의 團體主義的인 共同所有 특히 게르만의 村

落共同體(Dorgemeinschaft)의 共同所有形態에서 유래한다.總有는 權利能力없는 社

團이라는 人的 結合의 존재를 제로 하고 그 구성원이 人的 結合體로부터 단체

구속을 받는 단체 소유권의 原初的 態樣이라는 에서 個人的 所有權의 외

態樣인 共有와는 다르며 合有와는 같다.그러나 그 기 인 人的 結合體가 단일활동

체로서 團體의 실체를 갖추고 구성원의 總有에 속하는 기능이 그 團體의 機關을

통하여 행사된다는 에서,목 물의 이용이 본래 으로 개인의 권리로서 觀念되고

본질 으로는 단체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合有와는 다르다.

3.總有의 內容

가.管理 處分

總有物의 管理 處分은 社員總 의 決議로써 한다(第276條 第1 ).管理 處

分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 하는 집합체에 속하는 權能으로서 그 집합체의 機

關을 통하여 행사된다.判例는 「總有財産에 한 소유권이 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名義受託 가 法人이 아닌 社團의 일부 구성원이며, 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總有財産을 보존하는 행 라고 할 수는 없고,債權(내부 소유권)의 物權化를 실

시키는 행 라는 에서 處分行爲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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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처분

행 로 보고 있다.104)

나.使用 收益

總有物의 使用 收益은 定款 기타의 規約에 따라서 각 社員이 할 수 있다(第276

條 第2 ).다만 使用 收益의 권능이 모든 社員에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使用 收益과 處分의 구별이 문제되는데,社員의 개인재산과 總有物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社員의 재산가치는 증가하더라도,總有物의 가치에 감소를 가져

오면 使用 收益이 아니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判例105)도 「宗中

員은 總有 의 한 사람으로서 그 總有物인 宗山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宗山에 한 墳墓設置行爲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慣習에 의한

地上權 유사의 物權을 취득하게 되는 處分行爲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總有體인

宗中의 決議가 필요하다.」고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일종인 宗中에 있어서 宗

員의 宗中財産에 한 墳墓設置行爲는 使用 收益이 아닌 處分으로 보고 있다.

다.保存行爲

각 社員이 總有物에 한 保存行爲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여부에 해서는 民

法에 규정이 없다.判例106)는 이 경우에 「總有物의 保存에 있어서는 公有物의 保

存에 한 民法 第265條의 규정이 용될 수 없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民法 第

276條 第1 소정의 社員總 의 決議를 거쳐야 하고 이는 표자의 정함이 있는

非法人 社團인 敎 가 그 總有財産에 한 保存行爲로서 표자의 이름으로 訴訟

104)大判 1994.5.2492다50232

105)大判 1967.7.1866다1600

106)大判 1994.10.2594다2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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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定款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로 용된다.」고 하여 社員總 의 決議를 요하고 있다.그러나 실

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保存行爲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의 滅失․毁損

을 방지하고 그 상을 유지하기 하여 행하는 法律行爲로 긴 을 요하는 경우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부분일 것이므로 이 保存行爲까지 社

員總 의 決議로써 해야 한다면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의 보존 육성을 꾀하

기 힘들 것이다.따라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에 한 保存行爲는 각 社員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본다.

라.社員의 權利․義務의 取得․喪失

總有物에 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社員의 지 를 取得․喪失하면 당연히 取

得․喪失된다(第277條).總有物에 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物權 즉 總有權의 내

용으로 악할 것이 아니라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社員權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따

라서 讓渡 는 相續할 수 없으며(第56條),擔保設定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判例도 「非法人 社團인 村契의 구성원은 總有財産에 하여 특정된 지분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社團의 구성원이라는 지 에서 總有재산의 리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하여 아무

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비록 그가 村契의 契員으로 있을 당시 村

契가 취득한 보상 이라 하더라도 그 分配決議 당시 契員의 신분을 상실하 다면

그 決議의 효력을 다툴 法律上의 利害關係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107)

107)大判 2000.5.1299다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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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持分의 認定 否

우리 民法上 總有에 있어서 持分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이를 정하는

見解108)와 이를 부정하는 見解109)의 립이 있다.持分을 정하는 見解에 의하면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社員이 總有物에 하여 가지는 權利와 義務의 總體 즉 社員

이 總有物에 하여 가지는 使用․收益의 權能 社員이 總有物에 한 管理․處

分에 참여할 수 있는 權能 總有物에 하여 社員이 부담하는 의무까지를 포함

하여 總有持分으로 이해한다.그러나 現行法의 解釋上 權利能力없는 社團에서는 구

성원의 개성이 團體에 흡수되어 總有에 해서는 따로 持分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바.準總有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 所有權 이외의 財産은 準總有하며,總有에 한 規

定을 準用한다(第278條).이에는 地上權․地役權․傳貰權․抵當權 등 민법상의 物

權과 債權 株式․著作權 등 기타 財産權이 해당한다.

108)金容漢,前揭物權法論,p.343.

109)金亨培,「民法學講義」,(서울:新潮社,2001),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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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宗中財産과 敎 財産

第1節 察의 範圍

우리 사회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類型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그

표 인 類型은 前述한 바와 같다.그 類型들을 구체 으로 나 어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本 章에서는 그 에서도 우리 생활과 가장 한 련이 있고,빈

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宗中과 敎 에 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이하에서는 이

미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 인 類型인 이들 團體에

하여 學說 判例를 통하여 그 구체 인 法律關係를 검토하되,宗中의 경우에는

宗中의 財産關係를 심으로 검토하고,敎 의 경우에는 敎 의 分裂關係를 심으

로 검토한 후,이에 한 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2節 宗中財産

1.宗中의 槪念과 問題點

宗中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 인 類型의 하나로서,宗中이라 함은 「동일한

先祖에서 나온 子孫이 공동으로 先祖의 祭祀를 繼續하고 墳墓를 守護하며 한 宗

中員 상호간의 친목 는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宗族團

體」라고 정의할 수 있다.110)宗中이라는 團體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團體로서

110)許奎․盧宗相․李泰動,“宗中․宗中財産에 한 諸 察”,「司法論集 第4輯」,(法院行政處,

1973.12),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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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組織行爲 없이 자연 으로 성립하고,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구나 出生하면

서부터 특정의 어느 宗中에 소속되게 되어있다.그것도 무수히 많은 階層으로 되어

있는 大 宗中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宗中은 一族 全體를 포섭하는 大宗中이 있음과 동시에 그 안에는 大 의 무수한

分派가 있어 각각 支派의 一宗中을 형성한다.宗中을 표시함에는 大宗中에 있어서

는 本貫 姓氏로 이를 표시하는 것이 通例이고,支派宗中을 표시함에는 있어서는

그 本貫 姓氏 外에 그 派祖인 의 官職名․ 號․謚號․別號 는 그의 居住

地名 등에 諱(本名)를 添加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이 通例이다.

이와 같은 宗中은 共同先祖의 墳墓를 守護하고 祭祀를 행하며 宗員 상호간의 상

부상조와 친분을 도모하기 하여 墓土,位土등의 宗中財産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그러나 宗中財産은 傳來的인 慣習에 의해서 규율되었을 뿐,시 의 실

정에 맞는 實定法의 미비로 宗員 상호간 는 宗中과 거래 계에 있는 第3 사이

에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었다. 한 宗中 가운데서 규모가 크고 宗

員의 수가 많은 宗中에서는 宗員 상호간의 同族感이나 親和感이 희박해져서 일

부터 宗中 재산의 管理․處分을 둘러싸고 宗員 사이에 法的 紛爭이 일어나는 경우

가 지 아니하 는데,특히 근래에는 국토개발의 향에 따른 地價上昇과 더불어

宗中에 련된 訴訟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宗中에 한 우리 國民들의 의식은 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한편으로

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경제 인 생활여건의 개선,자기존재확인의 의욕의 발

생 등에 따른 宗中에의 심이 고조되어 宗中의 조직화․활성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면,다른 한편으로는 祖上崇拜觀念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宗中에 한 무

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 인 이용을 한 墳墓制度의 개 은 墳墓守

護 그 자체에 한 한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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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에 하여 實定法에서는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한다.우선 宗中은 체로 그 구성원의 확정이 쉽지 아니하다.특히 宗員의 수

가 수백명․수천명에 이르는 大宗中에 이르면 宗員을 확정하기가 곤란해지거나 거

의 불가능해진다. 한 代表 가 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법하게 표자가 선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公示하는 制度가 완비되어 있

지 않으므로,宗中과 法律行爲를 하는 相 方으로서는 가 재의 법한 표자

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우며,代表 가 법한 處分權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

기가 어렵다. 한 宗中에 한 분쟁을 해결할 규정이 미흡하고,宗中이 우리 사회

에서 차지하는 비 을 고려할 때 現行法上 宗中에 한 통제가 없다는 문제

이 있다.

2.宗中의 性質

가.權利能力없는 社團

宗中의 법률 성질에 하여 宗中은 共同先祖의 祭祀奉行을 주목 으로 하고 부

수 으로 宗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 으로 하여 자연 으로 성립하여 온 自然

人인 宗員으로 구성된 社 組織體로서,불특정 이기는 하나 인 조직과 規約을 가

지고 있고, 高의 意思決定機關인 宗 를 가지고 있으며,목 에 바쳐진 재산이

없이도 성립하며,그 고유재산을 所有․管理하면서 독자 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團體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宗中은 일정한 목

하에서 이루어진 數人의 結合體이지만 法人格을 취득하지 못한 權利能力없는 社團

에 해당한다고 본다.判例도 宗中을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은

111)李東明,“宗中에 한 法的 規律 ―慣習에서 成文의 法律로!―”,「民事判例硏究」,(民事判

例硏究 ,1997),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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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述한 바와 같다.

나.區別되는 槪念

(1)門中

宗中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門中이라 함은 一族의 一分派로서 특히 有服親의 범

내에 있는 高祖까지를 共同祖上으로 하는 宗中을 말한다.門中은 宗中의 일종

인 宗族團體이지만 그것은 慣習法上의 親族의 범 로 인정된 有服親 의 宗親

으로서 구성되어 구성원 상호간의 血緣關係가 親近하고 祠廟(祠 )에서 近親間에

공동으로 正祭를 행하는 慣行이 있었으므로 家族共同體의 념에 의하여 共同體의

유 가 강하 으며 構成員數도 상호 合하여 相議하는데 당하 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 인 祭祀외에 無能力 의 保護,養子의 選定 등에 하여 民法上의 親族

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여 왔다.그러나 오늘날 宗中과 門中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法的效果 면에서는 兩 를 동일한 개념으로

악하여도 상 없다고 본다.112)

(2)類似宗中

非法人 社團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宗族團體에는 2가지가 있다.하나는 共同先

祖의 後孫들에 의하여 그 先祖의 墳墓守護와 奉祭祀 後孫 相互間의 친목도모를

목 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 인 宗族團體로서 고유의 의미의 宗中이고,다른 하나

는 共同先祖의 後孫 일정한 集團이 인 으로 團體를 조직하여 고유의 재산을

所有․管理하면서 독자 인 활동을 하는 社 的 組織體로서 이는 이른바 類似宗中

112)李德勝,“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한 硏究”,(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論文,1995),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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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호칭되고 있다.

고유의 의미의 宗中과 類似宗中은 둘 다 先祖의 墳墓守護,奉祭祀,친목도모를 목

으로 하고 있고 어느 특정의 先祖를 共同先祖로 하여 그 後孫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유사한 이 있으나,前 는 共同先祖의 死亡과 동시에 자연발

생 으로 성립하여 특별한 設立行爲가 필요 없음에 반하여 後 는 특별한 설립행

가 필요하고, 前 는 共同先祖의 後孫은 모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임의

인 가입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에 반하여 後 는 共同先祖의 後孫 일정한

범 내의 사람들만이 제한 으로 그 구성원이 되고 원칙 으로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는 에서 근본 인 차이가 있다.113)

判例도 「固有意味의 宗中이란 共同先祖의 墳墓守護와 祭祀 宗中員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 으로 하는 자연발생 인 慣習上의 宗族集團體로서 특별한 조직행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共同先祖의 後孫 成年 이상의 男子는 당연히 그

구성원(宗員)이 되는 것이며,그 일부 宗員을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고,固有意味의 宗中 외에 共同先祖의 後孫 일정한 범 의 宗族集團이 社 的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固有의 재산을 所有․管理하면서 독자 인 활동을 하고 있다

면 團體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고유의미의 宗中과는 다

른 것이다.」라고 하여 兩 를 구분하고 있다.114)

한 고유의 의미의 宗中의 단기 으로는 「고유 의미의 宗中이란 共同先祖의

後孫 成年 이상의 男子를 宗員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 인 宗族 集團體로

서 그 성립을 하여 특별한 組織行爲를 필요로 함이 없이 慣習上 당연히 성립하

는 것으로,고유 의미의 宗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宗中의 목 ,그 성립과 조직

의 경 ,구성원의 범 와 자격기 ,宗中 規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113)金文洙,“宗中訴訟에 있어서 當事 確定의 基準”,(釜山判例硏究 ,1994),p.318.

114)大判 1992.9.2292다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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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115) 기 다른 기 들은 모두 상 인 것임에 비추어 그 구

별기 으로서는 구성원의 범 와 자격기 이 가장 요하다고 본다.

3.宗中의 成立과 消滅

宗中의 성립에 하여 判例는 「宗中은 共同先祖의 墳墓守護와 祭祀 後孫 상호

간의 친목을 목 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 인 宗族團體로서 그 先祖의 死亡

과 동시에 그 子孫에 의하여 慣習上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하여 어

떠한 조직행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바 ......」라고 하거나,116)「宗中은 共同先

祖의 後孫 成年 이상의 男子를 宗員으로 하는 집단이 그 先祖의 墳墓守護와 祭

祀奉行,宗中員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 으로 하는 자연발생 인 慣習上의 宗族集

團體로서 특별한 조직행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宗中의 성립을 하여 반드

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書面化 된 宗中規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宗中員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하여 宗中의 성립에 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117)宗中은 인 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 으로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判例는 자연 宗族團體로서의 宗中과 訴訟上 當事 能力을 가지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의 宗中을 구별하여 자연 宗族團體로서의 宗中이 訴訟上 當事 能力

을 가지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의 團體性을 가지는 宗中이 되기 하여는 宗

中의 規約이나 慣習에 따라 선출된 표자 등에 의하여 표되는 정도로 組織을

갖추고 지속 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118)즉,「宗中 는 門

115)大判 1996.2.1395다34842

116)大判 1992.4.1491다28566

117)大判 1992.2.1491다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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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宗族의 자연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 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宗中規約

이나 독자 인 族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특별한 規約에 의하여 선임된

표자 는 慣習에 따라 宗長 는 門長에 의하여 소집된 宗中 議에서 선출된

표자 등에 의하여 표되는 정도로 顯著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 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非法人 社團으로서의 團體性이 있다.」고 하거나119),「宗中이란 共同先祖의

後孫들에 의하여 先祖의 墳墓守護 奉祭祀와 後孫 상호간의 친목을 목 으로 형

성되는 자연발생 인 宗族團體로서 先祖의 死亡과 동시에 後孫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宗中의 規約이나 慣習에 따라 선출된 표자 등에 의하여 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 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非法人 社團으로서의 團體性이 인정

된다.」고 하고 있다.120)

宗中은 祭祀를 행할 子孫이 있는 한 원히 존속하고,인 으로 宗中을 해소할

수는 없다.따라서 宗族의 團體로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따라서 형식상 그 존

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 으로 宗中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宗中의 소멸은 이에 속하는 宗員이 모두 사망하고 後嗣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고 본다.121)

4.宗中의 代表

宗中은 인 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 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

당시에 宗約이라는 規約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宗約이 없기 때문에 구체 인 組織

118)曺在巾,“宗中과 宗中에 類似한 非法人社團”,「裁判實務硏究」,(光州地方法院,1997),p.75

119)大判 1983.4.1283도195

120)大判 1994.9.3093다27703

121)황기선,“宗中이 當事 인 訴訟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點”,「裁判實務硏究」,(光州地方

法院,2001),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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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며,그 결과 표자가 없음도 당연하다.그러나 성립된 후 宗中으로서 內

外的인 법률행 를 하기 해서는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 표자가 요구된다. 컨

宗中의 목 인 奉祭祀,墳墓守護,친목도모를 한 일정한 사항을 내부 으로

결정하려면 議를 主宰할 일정한 표자가 필요하며, 외 으로 宗中 자체가 訴

訟當事 가 되기 해서는 그 표자가 있어야 하고(民事訴訟法 第52條), 한 宗

中 자체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宗中의 名義로 登記하기 해서는 반드시

표자가 요구되고 있다(不動産登記法 第30條).

그런데 宗中에 한 분쟁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의 하나가 표자에 한 문

제,즉 代表 가 외 으로 宗中財産의 처분행 를 한 경우에 그 代表 가 정당한

차에 의하여 선임된 표자인가의 문제이다.정당한 차에 의한 표자의 선임

은 宗約이 있으면 宗約의 차에 따라서,宗約이 없으면 그 宗中의 慣例에 따라서,

그 宗中의 慣例도 없으면 宗中에 한 一般慣習에 의한다.宗長이나 門長이 있는

宗中에서는 이들이 宗 員을 소집하여 표자를 선출하고,宗長이나 門長이 없는

경우에는 生存하는 宗員 列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宗長이나 門長

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一般慣習이라는 것이 확립된 判例이다.122)

5.宗

가.宗 의 構成員

宗 는 宗中의 高意思決定機構로서,宗 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하여

서는 宗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할 것이나 만약 규정이 없다면 일

반 인 慣習에 의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宗 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한

122)大判 1977.1.2576다2199,大判 1980.9.980다1215,大判 1983.7.2680다3106,大判 1990.4.10

89다카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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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宗 에 참

석하는 자는 "宗員 成年의 戶主에 한한다"는 것이 日帝强占期 시 의 慣習解釋

이었으나,123)日帝로부터 해방된 다음해에 大法院은 宗 의 員資格에 하여 "一

家庭을 主宰하는 家長인 成年 男子는 비록 戶主가 아니라도 宗 員인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고 判示하 으며,124)現在의 判例의 태도는 宗員 에 成年의 男子이면

宗 員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判示하고 있다.125)

그러나 近에 宗 員에서 제외된 女子들도 宗 員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여

용인이씨사맹공 종회를 被告로 한 宗 員確認 訴訟事件126)에서 보듯이 女子들도

宗 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하여는 民法의 거듭된 改正

으로 男女平等이 강조되고 있으며,옛날과는 달리 子女를 많이 낳지 않아 男子가

없는 家庭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宗 의 구성원을 男子만으로 고집한다면

결국 宗 에 참석하지 못하는 家庭이 많아 宗中에 한 심도가 그만큼 더 약해

지게 될 것이므로,宗中의 존속을 해서는 오히려 女性의 극 인 참여를 인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므로 宗 의 구성원의 자격에 해서는 憲法上 보장

된 兩性平等의 원칙,우리의 사회 상을 반 한다는 측면에서 判例의 태도도 특별

한 규정이 없는 宗中의 경우에는 成年 이상의 宗員이면 男女 구별 없이 宗 員의

123)許奎․盧宗相․李泰動,前揭論文,p.32.

124)大判 1946.5.141946民上3

125)大判 1985.10.2283다카2396,2397,大判 2002.4.122000다16800,大判 2002.5.102002다4863

126)2004.10.21. 재 大法院에서 2002다1178호 事件으로 訴訟繫屬 에 있다.이 事件의 原審은

「종래의 습상 종 은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 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성년인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 집단이고,따라서

족이 아닌 자나 여자는 종 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종 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종회 결의에 따라 제정된 회칙은 종 의 본질에 반하여 부 법하다.

종 이 성년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 으로 성립된다는 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피고 종회의 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 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로

인해 여자도 피고 종회의 회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原告들의 請求를

棄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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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 判例127)는「宗中은 共同선조의 後孫 成年 이상의 男子를 宗員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집단으로서 ......」라고 하여 그 구성원을 成年 이상의 男子에

한정하고 있으나,宗 構成員의 자격은 宗中의 規約이나 慣例, 는 一般慣習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共同先祖의 子孫이면 男女老 구별 없이

宗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宗中의 구성원과 宗

의 구성원을 구별하여 宗 의 구성원은 宗中員 에 成年 이상의 男子 등으로 자격

에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나,宗中의 구성원은 共同先祖의 子孫이면 男女

老 구별 없이 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宗 의 구성원 자격의 상실에 해서는 그 구성원이 死亡하면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되겠지만 징계에 의해서도 그 자격이 박탈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判例128)

는「宗中이 그 구성원인 宗員에 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 割宗이라는 징계

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慣行이 있다 하여도 이는 共同先祖의 後孫으로서 血緣關係

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 으로 구성되는 宗族團體인 宗中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

로 그러한 慣行이나 징계처분은 법이며 무효로서 被懲戒 의 宗中員으로서의 신

분이나 지 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이 判例

는 그 내용으로 보아 宗中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定款이나 慣行은 宗

中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宗員에 하

여 割宗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被懲戒 가 祖上이나 墳墓에 한 祭祀를 지내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사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는 것은 善良한

風俗에 어 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한 判例의 태도는 正當하다고 본다.

그러나 宗中 구성원의 자격이 아닌 宗 구성원의 자격에 해서는 자격상실의 규

127)大判 1985.10.2283다카2396,2397

128)大判 1983.2.880다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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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행이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다.즉 宗 구성원의 자격

상실에 한 사항은 善良한 風俗 기타 社 秩序에 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宗

中이 宗中으로서의 목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그 宗中員이 의무를 다하

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宗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나 慣行은 유효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宗 의 召集方法

宗 의 소집과 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소집권자가 정당한 차

에 따라서 소집하 느냐 그 지 않느냐이다.宗中의 總 인 宗 는 宗約에 규정이

있거나 慣行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소집권자가 소집할 것이나,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宗長 는 門長이 宗 를 소집하는 것이 一般慣例이다.만약 宗長

는 門長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그 선임에 한 규약이나 一般慣例가 없으면 現

存하는 年高行 ,즉 列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宗長 는 門長이 된다

고 본다.129) 한 宗 의 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자가 당연히 소집권자가

될 것이나,定款에 따라 소 數社員權의 행사로서 일정한 宗員들이 臨時總 의

소집을 요구하 으나 소집권자인 표자가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의 소집방법에

해서는 定款에 구체 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民法 第70條 第3 을 類推適用

하여 臨時總 를 요구한 社員이 직 소집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判例도

「宗中員들이 宗中財産의 리 는 처분 등에 하여 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

요가 있어 宗中의 規約에 따라 법한 소집권자에게 宗中의 臨時總 의 소집을 요

구했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次

席의 任員 는 發起人이 소집권자를 신하여 그 總 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

129)大判 1983.7.2680다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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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130)

召集方法은 書面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 이나 口頭나 電話․新聞 는 기타의

달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다.131)만약 일부 宗員에게 이러한 소집통지

를 결여한 채 개최된 宗 의 決議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132)다만 이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그 宗中의 성격상 는 오랜 행상 宗員 일정 자격자만이 宗

의 表決權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그 밖에 宗員의 수가 議事를 원활히 수

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거나 는 지역 으로 넓은 범 에 흩어져 살고 있어

集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宗約의 규정에 의하여,地域別․職能別 기타의 기

에 따라서 代議員들로 代議員 를 구성하고 이를 宗 에 갈음하게 하는 경우가 있

다.생각건 民法이 社團에 하여 社員總 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본취지가

社團의 본질상 社團의 高意思를 형성함에 있어서 각 社員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

고 그들의 일반의사에 따라 社團의 의사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

으므로, 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근본 立法趣旨에 본질 으로 어 나지 않는

,그 정당성에 하여 宗員들이 異議를 제기하지 않은 오랜 慣例에 의하여 뒷받

침되고 있는 ,宗約의 작성을 포함한 宗中의 設立行爲가 法律行爲로서 원칙 으

로 私的自治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역 내에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를

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 宗約이나 一般慣例에 의

하여 定期總 의 날짜가 정하여져 있으면 별도의 소집 차를 행하지 않더라도 유

효한 宗 가 된다고 본다.133)

130)大判 1994.5.1093다51454

131)大判 1987.5.1286다카2705

132)大判 1991.6.2591다9466

133)大判 1992.3.1091다4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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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宗 의 決議方法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일반 결의방법은 자체의 規約이 있다면 그 規約에 의하겠

지만,만약 자체의 規約이 없다면 在籍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過半數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宗中의 경우에는 사실상 在籍 過半數의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출석한 사람이 在籍 過半數가 되지 않는 數이더라도 出席 의 過半數로서 한 決

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우리 주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宗

에서 在籍 宗員의 過半數가 출석한다는 것은 극히 異例에 속하는데도,매년 정기

으로 宗 는 열리고 그 宗 에서 요한 사항들이 결정된다.그리고 그러한 宗中

의 宗員들이 그러한 成員未達(在籍 宗員의 過半數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의 決議의

정당성에 하여 異議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이러한 경우 宗約上 在籍宗員

過半數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는 宗約에 決議 定足數에 한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그 宗約을 그 로 둔 채 매번 成員未達의

상태에서 決議를 하고 그에 하여 宗員들이 극 으로 異議를 제기하지도 않아

그 決議 로 宗 의 업무가 집행되는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된다면,결국 이는

慣例로 굳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宗約上 明文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民法 第106條에 따라서 그 慣例가 民法의 社團法人에 한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宗約上 明文으로 在籍 宗員過半數의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

을 둔 경우에는 그러한 慣例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全 宗員의 묵시 동의에 의

하여 그 宗約의 규정이 慣例의 내용 로 改正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그러므

로 이미 慣例로 굳어진 상태에서 일부의 宗員이 民法 第75條 第1 이나 宗約의 明

文의 규정을 들어 異議를 제기하고,나아가 提訴하는 경우에도 그 慣例에 따른 決

議의 효력은 정되어야 할 것이다.判例도 「宗中員이 매년 時祭日에 墓所에 모여

서 時祭를 지내고 그날 거기에 모인 宗中員들이 다수결로 요한 宗中일을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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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그 宗中의 慣例라면 그 宗中 議의 소집통지나 결의사항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議議決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134)

그러나 참석자가 체 宗員에 비하여 지나치게 數인 경우에는 참석자 過半數로

서의 決議가 유효하다고 하기 해서는 宗約이나 慣習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宗

約이나 慣習이 없는 경우에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여 유효한 決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判例135)도 「宗員이 80여호 이상되는 宗中에서 불과 3,4명의 宗員만이

참석한 總 가 법하려면 그에 한 規約이나 慣習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

宗 에서의 決議를 무효라고 하고 있다.

6.宗中財産

가.宗中財産의 意義

宗中이 소유하는 재산은 先祖의 祭祀를 奉行하고 墳墓를 守護․保存하고 宗員 상

호간의 친목과 복리를 도모하기 하여 그 목 에 제공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位土․林野․建物․垈地․現金 기타의 財産 등이 있다.宗中財産은 宗中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 주된 目的이 先祖의 祭祀에 있지만,부수 으로

宗員의 親睦,相互의 扶助,문화재의 수호․보존 정치 세력의 발휘 등으로 다

양화되고 있다.

나.宗中財産의 歸屬形態

宗中은 敎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집합체이므로 社團이지만 法人格을 취득하

134)大判 1989.3.2888다카11602그 외에 大判 1987.6.2386다카2654,大判 1992.5.892다3885에서

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35)大判 1982.5.1181다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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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기 때문에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 함에는 異論이 없다. 한 宗中財産의

歸屬形態에 하여 判例는 처음에는 共有라고 하 다가 그 후 合有라고 하 으며,

1960年代 이후에는 總有라고 判示함이 判例의 확립된 태도이고,判例의 태도가 타

당하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宗中財産의 리․처분에 해서는 宗中의 특별한 규정이나 慣例가 없

으면 民法 第276條가 용되어 宗 의 決議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며,宗中財産에

해서는 宗員 개인에게는 持分權과 管理․處分權이 없고 다만 使用․受益權만 있

다고 볼 것이다.判例136)는 宗中 소유 土地가 收用된 경우에 하여 「非法人 事團

인 宗中의 土地에 한 收用補償金은 宗員의 總有에 속하고, 收用補償金의 분배

는 總有物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定款 기타 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宗中總

의 分配決議가 없으면 宗員이 宗中에 하여 직 分配請求를 할 수 없다.」고 하

여 그 收用補償金 역시 宗中員의 總有로 보고 있다.

한 宗中債務에 해서는 宗員들이 準總有하게 되므로 宗中財産 자체의 재산만

으로 責任을 지고 宗員 개인의 財産으로는 責任을 지지 않게 된다.

다.宗中財産에의 歸屬時期

宗中은 慣習上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 특별한 組織行爲를 기다려서 성립하는 것

은 아니므로,宗員이 出損한 재산은 언제부터 宗中財産이 되느냐가 문제된다.특히

遺 으로 財産을 出損하 을 때에 遺 의 효력이 발생하 을 때에 재산이 宗中에

귀속하는가 아니면 移轉登記를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宗中에 재산이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遺 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는 경우의 財産의 歸屬時期와 련하여는 學

說의 립이 있으나,宗中의 성립은 자연발생 인 것이고 組織行爲에 의하여 성립

136)大判 1994.4.2693다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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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므로 遺 에 의한 出損行爲에 의하여 財團 자체를 설립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즉 財團法人은 일정한 목 에 바쳐진 재산이 있어야만 그것을 기

로 하여 성립하지만 宗中은 宗中財産이 없어도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 宗中은

이미 그 구성원이 정하여져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慣習에 의하여 宗中에

필요한 사항이 규율되어 별도의 성립에 필요한 행 를 요하지 아니하므로,權利를

귀속시킬 수 있는 主體가 있는 경우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따라서 宗

中財産의 歸屬時期는 登記를 갖춘 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37)

라.宗中財産의 公示方法

前述한 바와 같이 不動産登記法 第30條 第1 은 「宗中,門中 기타 代表 나 管理

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속하는 不動産의 登記에 하여서는 그 社

團 는 財團을 登記權利 는 登記義務 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宗中名義로

不動産에 한 登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日帝强占期 시 인 1930年에 朝鮮不動産登記令 第2條의 4에서 宗中名義로

의 登記가 가능하도록 하기 까지는 宗中財産인 位土의 경우에는 宗中名義로는

登記할 수 없었기 때문에,宗孫 는 宗員의 개인명의나 공동명의로 名義信託을 하

여 登記를 할 수밖에 없었다.이는 실제의 소유자는 宗中構成員 체임에도 불구하

고 登記名義는 宗孫 는 宗員 몇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기회

로 하여 宗孫 는 宗員 共同名義 가 담합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다. 한 宗中財産이 개인 名義의 상태로 70～90年의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됨으로써,특히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相續人들에 의하여 相續됨으로써 그 토

지가 個人土地인지 宗中土地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더구나 산업화로

137)姜信雄,“宗中의 法的 性質과 宗中財産 登記에 한 察”, 「社 科學硏究 3輯」,(朝鮮大

學校 社 科學硏究所,1980),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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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토개발 등으로 인하여 林野나 土地의 값이 상승하고 收用補償金을 많이 받

게 되자,그 土地의 名義上 所有 그 相續人과 宗員들 간에 소유권에 한 분

쟁이 국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年에 제정된 不動産實權利 名義登記에 한法律에 의하면 名義信託約定은 원

칙 으로 무효이나(同法 第4條),宗中이 보유한 不動産에 한 物權을 宗中(宗中과

그 代表 를 같이 표시하여 登記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의 名義로 登記한 것은

租稅浦脫,强制執行의 免脫 는 法令상 제한의 回避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有效하다고 한다(同法 第8條).判例138)는 宗中財産을 自己名義로 登記한 名

義受託 가 宗中의 동의 없이 信託財産을 第3 에게 처분한 경우 第3 가 名義信

託事實을 알았다 하여도 그가 所有權을 취득한다고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즉 名義受託 로부터 信託財産을 매수한 第3 가 名義受託 의 名義信託 에

한 背信行爲에 극 가담한 경우에는 名義受託 와 第3 사이의 계약은 反社

的인 法律行爲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名義受託받은 不動産에 한 名義

受託 와 第3 사이의 賣買契約은 무효로 보고 있다.

마.宗中財産의 管理 處分

宗中財産의 管理 즉 保存․利用․改良行爲 등에 하여 現行民法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管理는 總 의 決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第276條 第1 ),이는

强行規定이 아니므로 宗中의 規約이나 慣行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될 것이다.

宗中財産의 管理는 宗 에서 宗孫에게 리를 맡기거나 有司 는 都有司등으로

불리는 特別代理人을 宗 에서 선임하여 그들에게 리를 일임하는 것이 일반 인

慣行이며,그들은 다시 墓直,山直등으로 하여 宗中 財産을 耕作하게 한 다음 그

138)大判 1992.6.991다2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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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분배해서 宗中의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通例이다.139)

宗中財産은 先祖의 祭祀를 奉行하고 墳墓를 리하기 하여 구히 보존하여야

할 것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그러나 宗員 간에 생긴 분쟁이 공

동재산 분할의 요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宗中財産이 국가에 收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140) 한 宗中財産의 처

분을 못하게 하는 것은 不動産物權의 讓渡性을 박탈하여 法律上의 不融通物로 하

는 것이므로,物權의 원칙에 어 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宗中財産의 처분방법은 規約이 있을 경우에는 規約에 의할 것이나 規約이 없는

경우에는 宗 에서 慣習上의 決議方法에 의함이 通例이다.만약 재산처분에 한

慣習上의 決議方法도 없는 경우에는 民法 第276條를 용하여야 할 것이다.즉 이

경우에는 宗中의 일반 인 慣例에 따라 在籍 過半數의 출석이 없더라도 宗 의 성

립 의사진행은 가능하며,議決定足數는 宗 參席員의 過半數의 찬성을 얻으면

처분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141)

判例는 「宗中所有의 재산은 宗中員의 總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管理 處分

에 하여 먼 宗中規約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그 에 한

宗中規約이 없으면 宗中總 의 決議에 의하여야 하므로,비록 宗中 표자에 의한

宗中財産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 는 무효

이다.」라고 하고 있다.142)다만 宗中所有 不動産을 無權代表行爲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宗中이 事後에 無權代表人에 하여 處分行爲를 追認하 다면 處分行爲는 처

음부터 遡及하여 유효해진다고 한다.143)

139)郭潤直,前揭物權法,p.302.

140)大判 1994.4.2693다32446

141)大判 1972.2.2271다2377

142)大判 1996.8.2096다18656

143)大判 1991.5.2490도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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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宗中財産의 訴訟關係

宗中財産에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宗中은 民事訴訟法 第52條에서 말하는 法人

아닌 社團에 해당하므로 訴訟當事 能力이 있다.다만 그 표자가 있을 것이 요구

되는 바,宗中에는 宗孫이나 宗長․門長이 있어 이들이 업무에 따라서는 代表 로

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다시 代表 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그

결과 宗中에는 사실상 표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분쟁이 발생하면 비로소 표

자를 선임하게 된다.만약 표자가 없다면 宗中이 原告가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訴訟의 편의를 하여 표자를 선임하여 訴訟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나,被告가 될

경우에는 그 相 方 즉 原告는 訴訟을 제기하기 곤란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즉 宗

中의 표자가 구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62條와 第64條를

용하여 原告에게 法院에 特別代理人의 選任申請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訴

訟의 편의 相 方保護를 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44)

宗中에 한 訴訟의 효과는 직 으로 宗員에게는 미치지 않고 宗中 자체에만

미치므로,宗員이 그 결과에 개인 으로 責任을 지지 않는다.

7.立法論

가.問題點 解決의 必要性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宗中의 문제는 주로 公示方法의 미비로 인한 法律關

係의 불명확과 宗中紛爭 해결규정의 미비 宗中統制規定의 미비로 집약된다.

재 宗中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144)鄭貴鎬,"宗中에 한 判例의 動向",「民事判例硏究 10」,(博英社,1988),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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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이러한 宗中이라는 社團에 하여 분쟁이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判例

理論으로 뒷수습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社 的 實在로서 보호․육성할 가치가 있

는 宗中에 하여는 이를 극 으로 뒷받침해 주고 社團性이 희박하거나 規模

의 親族을 범 로 하는 宗中은 이를 社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宗中에 한 國

家의 한 심과 통제를 통하여 宗中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효율

으로 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나.問題點 解決의 方案

宗中은 불과 數人의 宗員으로 성립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數百․數千의 宗員을

가지고 있는 宗中도 있어서,그러한 것들을 일률 으로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처

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宗中을 둘러싸고 생기는 法律問題

를 처리하기 해서는 가장 우선 으로 宗中의 慣習에 한 체계 인 조사가 先行

되어야 한다고 본다.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사회의식이 에 비하여 성

숙되었고 宗中財産에 한 去來에 있어서 第3 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거의 모든 국민과 련되어 있는 宗中을 언제까지나 學說 判例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되므로,이제는 宗中에 한 法律의 제정 여부를 신 히 검토할 시기가

되었고,그 法律에는 宗中의 登記制度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宗中登記制度의 주

요내용으로는 宗中登記制度를 도입하고,登記를 하는 宗中에게는 法人格을 부여하

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宗員의 확정이 事實上 不可能한 宗中의 登記를 하

여는 宗員의 확정이 필요 없는 宗中槪念을 도입하여 特別宗中으로 하되 主務官廳

의 강한 통제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 登記를 하지 아니한 一般宗中의 경

우에도 財産目 代表 宗 의 任員名單을 官公署에 비치하게 하여 최소한

의 法的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宗中登記制度가 시행되면 宗中을 둘



-85-

러싼 法律問題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같은 宗中登記制度에는 상당한 사회 ․경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이는 國家에서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宗中에 하여 새로

운 登記를 하도록 하므로 國民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상된

다. 한 宗員 宗 의 구성에 하여 제기될 수 있는 憲法上 男女平等의 原則

集 ․結社의 自由의 原則과의 조화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막 한 사회․경제 비용과 그 제도의 시행으

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比 ․衡量하여 제도의 도입을 신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고 본다.

第2節 敎 財産

1.敎 의 槪念

敎 가 무엇이며 그 本質과 屬性이 어떤 것이냐에 하여는 역사 으로 다양한

見解가 있으나,일반 으로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敎人들의 團體인 支敎 를 말하

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廣義로서 普遍敎 즉 모든 基督敎人들로 구성된 하나

의 世界的 敎 를 뜻하기도 한다.우리의 實定法上 敎 는 이를 포 하는 宗敎

團體 내지 宗敎에 한 규정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나,敎 의 槪念에 하여 實

定法으로 어떤 극 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그 정의를 一般觀念 는

判例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敎 의 개념에 하여 判例145)는 「敎 라 함은 耶

의 敎徒들이 敎理의 探究,禮拜 기타 信敎上 공동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각기

145)大判 1957.12.134290民上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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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사로 구성된 團體」라고 하고 있으며, 判例 이후에는 敎 를 극 으로

정의한 判例는 보이지 않고 일반의 념에 맡기고 있다.그리고 判例는 個別敎

(支敎 )만을 敎 로 보고 있으며 敎團은 단순한 宗敎的 내부 계로 악하려고 하

고 있어서,재산 계 이외의 문제인 勸懲이나 표자 선출 등에 있어서는 敎團憲法

이 支敎 를 구속하지만,老 등 敎團의 憲法規定은 支敎 교단 사이 는 支敎

각 派 사이에서의 財産關係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46)

이러한 敎 가 재산의 결합체이냐,인 결합체이냐의 문제에 하여는 敎 와 같

은 信仰에 한 團體의 재산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취 하느니보다는 權利能力

없는 財團으로 취 하는 것이 당하다는 見解147)가 있기는 하나,敎 란 특정 信

仰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인 결합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 일반 으로 長 敎 敎 에 있어서의 支敎 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社員에

해당하는 敎人이 있고, 한 高業務執行機關으로서 가 있으며,總 에 該當

하는 敎 의 高議決機關으로 共同議 가 있으며,支敎 의 擔任牧師는 長으

로서 외 으로 敎 를 표하는 표권을 가지고 있고,自治法規를 가지고 있으

므로,敎 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敎 의 敎人들은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

능하며,탈퇴하면 그 敎 敎人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敎 에 한 모든 權

利․義務를 상실하게 된다.다만 敎人들이 개인 으로 敎 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敎 財産에 하여도 權利가 상실된다는 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敎人들의

數人이 집단 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개인 탈퇴와 마찬가지로 敎 財産에 하

여 권리가 상실되는지 여부 만일 상실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구에게 어떠

한 형태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이는 敎 의 分裂에 한 문제로서 실제 敎 에

146)大判 1993.1.1991다1226

147)崔式,"敎 가 分派된 경우의 財産歸屬",「司法行政,1974.3」,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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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의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本 章에서는 이를 심으

로 검토하고자 한다.

2.政體

가.意義

政體라 함은 國家의 主權 내지 統治權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國體와 비되

어 사용되는 개념으로서,원래 基督敎 敎 의 敎權은 수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은

자명하지만 수그리스도 자신은 이 땅에 實在하지 아니하므로 군가가 敎 의

敎人들에게 수그리스도가 가진 敎權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행사하여야 하는

바,이와 같이 敎 의 敎權 즉 교회의 행정조직 재 권을 포함한 治理權의 행사

방법이 政體의 개념이라 할 것이다.148)

나.形態

(1)監督政體

이 政體는 에수그리스도가 敎 의 政治를 使徒들에게 임하 으며 그 權 는 使

徒들의 後繼 인 監督들에게 監督職의 繼代를 통하여 승된다는 의미의 使徒的

繼承을 그 기 원리로 하는 正體이다.이 政體에 있어서 敎人들의 集團은

으로 敎 政治에 참여할 수 없는바,天主敎 가 이에 해당한다.

(2)長 政體

148)李學洙,“敎 의 分裂 그에 따른 敎 財産의 歸屬에 하여 現在의 大法院 判例가 취하

는 態度에 한 檢討”,「判例硏究 I」 (釜山判例硏究 ,1991),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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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政體는 代議를 특징으로 하는 政體로서,平信徒들이 그들의 표자이며 마찬가

지로 平信徒인 治理長 들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 敎役 와 함께 治理權을 행

사 하는 政體이다.支敎 의 代議政治機關이며 治理 인 는 牧師와 治理長

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長 는 牧師보다 多數이다.長 政體는 監督政體와 衆政體

의 간형태로서,長 敎 가 이에 해당한다.

(3) 衆政體

이 政體는 支敎 의 완 한 독립을 인정하며 따라서 上級治理 라는 것은 존재하

지 아니하며,支敎 의 治理權도 衆一般에게 독 으로 分屬한다.牧師를 포함

하는 모든 職員들은 단순히 支敎 의 使役 일뿐 敎 의 敎人으로서 가지는 것 이

상의 政治權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浸禮敎 가 이에 해당한다.

다.分裂槪念이 適用되는 敎 의 範圍

敎 의 分裂이 논의되려면 먼 敎人들에게 敎 에 한 參 權이 보장되어 있어

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의 監督政體를 취하는 敎 는 그 성질상 敎人들은 敎 에

하여 일체의 權利를 갖지 못하고 다만 순종의 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分裂槪念의

용범 밖에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分裂槪念이 용되는 敎 는 長 政體와

衆政體를 취하는 敎 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敎勢가

단연 우세하고,分裂의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長 政體의 支敎 를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敎 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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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는 利益集團이 아니라 信仰上의 團體이므로 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지만 효율 인 宗敎團體의 목 수행을 해서는 그 재산이 필요한 것인바,재산의

부분을 獻金收入에 의존하고 있다.敎 財産은 경제상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니

라 信仰上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團體性에 의하

여 지배되고,敎人들의 敎 財産에 한 持分이 없어 財産의 分割請求 讓渡․相

續이 있을 수 없으므로,敎 財産의 소유형태는 總有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判例149)도 總有라고 보고 있다.

現行 民法은 第276條 第1 에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 리는 總 의 決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判例150)도 「總有物의 保存에 있어서는 公有物의 保存에

한 民法 第265條의 규정이 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民法 第276條

第1 소정의 社員總 의 決議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法理는 표자의 정

함이 있는 非法人 社團인 敎 가 그 總有財産에 한 保存行爲로서 표자의 이름

으로 訴訟行爲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定款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로 용된다.」라고 하고 있으나,敎人 각자가 교회재산에

한 保存行爲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은 宗中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敎 財産의 處分方法은 敎 의 定款 기타 規約이 있으면 그러한 규정에 의할 것

이나,만약 규정이 없다면 總 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第276條 第1 ).判

例151)도 「하나의 敎 가 2개의 敎 로 分裂된 경우 敎 의 章程 기타 일반 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敎 가 分裂될 경우를 비하여 미리 그 財産의 歸屬에 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敎 의 법률 성질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까닭으로 종

敎 의 재산은 그 分裂 당시 敎人들의 總有에 속하고,總有財産의 리와 처분은

149)大判 1980.12.980다2045,2046,大判 1995.9.595다21303

150)大判 1986.9.2384다카6

151)大判 1995.2.2494다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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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보존행 도 總 의 決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라고 하여 敎

財産의 처분은 第1차 으로 敎 의 定款이나 規約에 따라야 하며,第2차 으로

그것이 없으면 民法 第276條 第1 의 규정에 따라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總 에 해

당하는 共同議 의 決議에 따라 敎 財産이 처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敎 의 分裂의 認定 否

가.脫 와의 區別 必要性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성질을 갖는 敎 의 敎人이 敎 를 이탈하게 되면 그는 敎

의 구성원으로서의 지 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敎 財産에 한 權利義務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社團性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개개敎

人의 離脫과는 달리 일단의 敎人들이 敎理上이나 敎 운 상의 문제로 의견을 달

리하여 동시 는 단기간 내에 종 敎 에서 벗어나 별개의 敎 를 조직한 경우

에도 이를 각 敎人의 이탈과 같이 취 한다면 이들에게는 團體의 所有財産에

한 어떠한 權利도 인정되지 않아서 衡平의 原則上 부당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므로, 의 이탈과는 다른 分裂이라는 槪念을 도입하여 分派되어 나

간 집단에게도 종 敎 所有의 재산에 한 權利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되고 있다.이와 같이 敎 分裂의 추상 기 에 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

나,구체 인 경우에 그것이 개인 탈퇴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집단 탈퇴로서 敎

의 分裂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 단은 쉽지 않다.敎 分裂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分裂前의 敎 財産을 수 개의 敎派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나,敎 分裂로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一派의 敎人이 敎 財産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므로,이

의 判斷은 敎 財産의 歸屬問題(敎 建物의 明渡,登記,妨害排除 등의 문제)에 결



-91-

정 의미를 가진다.

敎 의 財産에 한 法律的 紛爭의 부분은 敎 가 分裂된 경우에 발생하지만,

敎 의 分裂이 일어난 원인이나 형태 그리고 法律的 紛爭의 내용은 사건마다 상당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敎 가 分裂할 경우에 어떠한 규정을 適用해야할 것인가

의 문제가 제기되지만,現行法上 敎 에 해서는 立法的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類推適用할 法規定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敎 가 分裂할 경우

그의 法的槪念과 分裂의 法律關係는 學說과 判例에 의해서 악할 수밖에 없다.다

만 이에 한 學說 判例에 하여 「學說․判例는 敎 를 權利能力없는 社團으

로 정하고 社團의 법리를 유추하면서도 民法의 社團法人 규정이 정하지도 않은

社團分裂이라는 개념을 창출하여 결과 으로 法理類推의 모순을 드러냈고,뿐만 아

니라 敎 는 그 政體에 따라 그 실체와 형태가 천차만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 으

로 社團法人의 법리를 類推適用하는 태도를 일 하 다.」면서 이에 한 근태도

에 하여 근본 인 문제제기를 하는 見解152)가 있는 바 참고할 만한 見解라고 생

각한다.

나.學說

(1)分裂槪念 認定說

이 說은 社 現象으로서의 敎 의 分裂을 그 자체 독특한 法現象으로 악하여

新敎 에게 어떤 형태로든 敎 의 재산에 하여 權利를 인정하는 說이다.153)그

근거로 드는 것들을 보면,① 사회 상으로서 集團脫 와는 다른 分裂現象이 있

152)李完根,“敎 分裂의 法律關係”,「民事法의實踐的課題;閑道鄭煥淡敎授華甲紀念」,(2000.

2),p.400.

153)趙勇衍,"敎 의 分裂과 財産의 歸屬",「民事判例硏究 8」,(博英社,1986),p.76.



-92-

다면 이를 法的으로 직시하여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② 信仰團體인 敎 의

특성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의 分割과 련해서는 재산에 권

리가 인정되지 않는 탈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탈하더라도 재산에 한 권

리를 인정하기 하여 分裂의 개념을 인정하여야 하며,이 게 해석하는 것이 衡平

性의 原則에 합하다는 것,③ 두 개의 團體가 하나의 團體로 합하는 것을 法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反 인 分裂 역시 논리 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④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數派가 故意로 敎 의 운 을 해하여 多數派를

탈퇴 함으로써 그 재산을 독 하는 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2)二分說

이 說은 敎 가 실질 으로 分裂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分裂事由를 따져서 그에

따라 分裂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說이다.154)구체 으로 敎

의 分裂事由 支敎 가 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두 개의 敎 로 分裂하는 경

우와 支敎 가 속한 敎團 自體가 두 개로 分裂하기 때문에 支敎 가 두 개의 敎

로 分裂하는 경우로 나 어,前 의 경우에는 敎 의 분규에 하여 敎 憲法에 따

른 上級 治理 의 결정과 이에 불복하는 敎人들의 단순한 이탈만을 인정하고 敎

의 分裂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後 의 경우에는 支敎 의 분규

를 해결하여 上級 治理 가 없으므로 敎 의 分裂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3)分裂槪念 否定說

이 說은 社 現象으로서의 敎 의 分裂이라 함은 敎 의 敎人들이 敎 의 운 등

154)鄭貴鎬,“法人後論”,「民法註解(Ⅰ)」,(서울:博英社,1992),p.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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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둘러싸고 립이 생겨 2개 는 그 이상의 敎 로 나뉘어져 개별로 敎

活動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바,이러한 法現象을 일부 敎人들의

탈퇴와 新敎 의 설립이라는 2단계 法現象으로 악하고 따라서 新敎 는 敎

의 재산에 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說이다.155)즉 社團의 일

종인 敎 가 分裂하려면 敎人總 의 分裂決議 등 正式分裂節次를 거쳐야 하며,그

러한 節次에 따른 民法 第276條 소정의 財産處分決議가 없는 한 실질 으로 分裂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인 의미로서의 分裂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敎 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측이 재산을 단독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① 分裂槪念을 인정할 경우 敎人들의 集團的 脫 와 分裂의 구별이 불

명확하다는 ,즉 多數人의 人的 結合體인 社團의 경우 크든 든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순한 脫 와 區別

되는 社 現象으로서의 分裂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고,② 社 現象으로

서의 敎 의 分裂은 團體法的 입장에서 볼 때 反價値的 性格을 가진다는 ,즉 社

團에 있어서 다수결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法理로서 定款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社團의 목

내지 根本規則에 배하여 團體의 질서를 괴한 數派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되며,더 나아가 數派의 分裂을 조장하는 결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고,③ 數派가 團體의 운 을 해한다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團體法的

救濟手段(다수결에 의한 징계결의 등)이 엄연히 있을 것인데 굳이 이로 인하여 多

數派가 탈퇴하게 될 경우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判例의 數意見156)에서도 「民法은 社團法人의 구성원의 탈퇴나 社團法人의 해산

은 인정하지만 社團法人의 구성원들이 2개의 法人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法人으

155)卞東杰,"敎 의 分裂과 敎 財産의 歸屬(上)",「司法行政」,(1992.10),p.60.

156)大判 1993.1.1991다1226의 數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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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속한다고 하는 식의 社團法人의 分裂은 인정하지 아니하며,따라서 社團法人

이 분열되는 경우에 從前法人의 재산의 귀속에 하여도 규정하는 바가 없는바,그

다면 社團法人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도 사실상의

分裂은 몰라도 法的 의미에 있어서의 分裂은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敎 分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다.判例의 態度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敎 가 그 내부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실 으로 2개의 敎

로 나뉘어져 각기 敎 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는 경우에 이를 法的으로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이 에 하여 判例는 오래 부터 일 하여 敎 가 둘로 나

뉘어진 경우 이를 分裂이라 칭하며 敎 의 재산은 分裂당시 敎人들의 總有에 속한

다고 하여 왔으나,分裂의 개념이나 요건 그리고 그 효과를 충분하게 밝히지는 않

고 있다.敎 分裂의 요건에 하여 「동일敎團에 소속되어 있던 敎 의 일부 敎人

들이 從前의 所屬敎團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敎人들이 敎

의 所屬敎團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敎團에 가입한 경우,從前敎 는 새로

운 敎團에 소속된 敎 와 殘留敎人들로 이루어진 從前敎團에 所屬된 敎 의 2개로

分裂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敎 分裂을 인정한 判例157)가 있는 등 判例는

거의 외 없이 敎 가 分裂되었다고 하고 있었다.이러한 判例의 태도에 하여

信仰的인 敎理 문제나 는 敎團의 分裂에 의한 경우 외에도 所屬老 의 分裂에

따른 支敎 의 分裂 나아가 敎團이나 老 의 分裂이 아닌 支敎 자체만의 分裂까

지도 인정하고,사회 의미의 敎 의 分裂이 있으면 거의 법 의미에서의 敎 의

分裂을 인정함으로써,그 分裂事由를 무 지나치게 범 하게 인정하여 왔다는

157)大判 1993.1.1991다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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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을 받았었다.158)

최근의 判例는 그 동안 와 같은 學說의 비 을 의식하여서인지 략 인 敎

의 分裂 認定基準을 提示함으로써 法的 意味로서의 分裂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한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즉 「한 敎 가 2개의 敎 로 分裂되었다고 하려면 한

敎 에 속한 敎人들이 敎理와 禮拜形式 등 信仰路線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信仰共同體로서의 기 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 거나,다른 사유에 기

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敎人들이 집단을 이루어 所屬敎團을 변경하기

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敎團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敎人들은 從前 敎團에

그 로 남아 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敎 가 서로 禮拜를 달리 보

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 敎團에 속해 있으면서 信仰路線이 아닌 敎 의 財

産管理,老 의 行政에 한 승복여부에 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한

경우,두개의 敎 로 分裂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敎 分裂을 부정하

다.159)判例는 敎 分裂의 의미를 分立된 各派가 어느 쪽도 원래의 敎 와의 동일

성을 상실하지 않고,따라서 그 元來敎 에 한 계에 있어서 등한 지 에 서

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그에 반하여 各派로 분립되더라도 殘

留派가 元來敎 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는 離脫派의 이탈행 는

個人的 脫 ․他派加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160)

라.檢討

民法 第277條에 의하면「總有物에 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社員의 지 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敎人의 일부가 從前敎 로부터

158)朴炳七,“敎 의 分裂과 敎 財産의 歸屬”,「裁判實務硏究」,(光州地方法院,1996),p.52.

159)大判 1995.3.2494다47193

160)金鎭鉉,“敎 分裂時의 財産歸屬問題에 한 硏究”,(서울大學校 博士學位論文,1988),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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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하여 다른 敎派로 가입한 것을 탈퇴로 본다면 從前敎 의 구성원으로서 자격

이 상실되는 것이며,자격이 상실되면 敎 財産에 한 權利도 상실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團體로부터 이탈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것은 탈퇴이며,탈퇴하면 社

員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될 뿐이지 分裂이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그런데도 불

구하고 재산에 한 權利를 인정하기 하여 分裂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은 원칙

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며,만약 구성원의 1인이나 一部人이 敎 를 이탈하면 탈퇴

이고 집단 으로 이탈하면 탈퇴가 아니라 分裂이라고 한다면,어느 정도의 집단이

이탈하여야 分裂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므로,敎 의 分裂이란

개념은 원칙 으로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다만 실 으로 敎人들이 나 어져

함께 信仰生活을 할 수 없는 破綻狀態에 빠졌다면 分派된 敎人들이 각각 별도의

敎 를 이루어 信仰生活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사회 상으로서의 敎 의 分

裂을 법 으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 인 어려움이 있고,2개의 團體

가 합하여져 하나의 團體로 되는 것을 法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 상으로서

의 1개의 團體가 2개의 團體로 나 어지는 것도 논리 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

고161),分裂해서 나간 측에 해서도 일정한 財産權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衡平性

의 原則에서,敎 의 分裂이라는 개념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敎 의 分裂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요건은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社 的 現狀으로서의 分裂이 있어야 한다.즉 敎人 사이의 립이 격화되어

旣存敎 의 운 방침 등에 불복하는 敎人들의 수가 과반수는 넘지 않더라도 旣存

敎 의 사무집행을 실력 으로 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됨으로써 敎 憲法과 다수

결원리에 따른 敎 운 이 히 곤란하여지고, 한 불복하는 敎人들이 일정한

161)李學洙,前揭論文,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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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에 결합되어 통일 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敎 를 구성함으로써 이

로 말미암아 旣存의 敎 가 두 개의 敎 로 나 어져 조직되고 운 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일부 敎人들이 敎 의 憲法 다수결원리에 따르지 아니한 것에 하여 非

難可能性이 없어야 한다.즉 分裂하게 된 원인에 있어서 法秩序로부터 정 평가

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社 的 現狀으로서의 社團의 分裂이 가

지는 反價値的 性格를 극복하기 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컨 旣存敎 의 牧

師․長 등이 부도덕하거나 범법행 를 질 을 경우 는 敎 規定을 수하지

아니한 채 독선 으로 敎 를 운 함으로써 敎 에 재산 손실을 입히거나 명

를 훼손당할 험이 있는 경우에,敎人들이 당해 敎 의 는 上級老 등에

그 시정을 호소하는 등 조치를 다하 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旣存敎

로부터의 이탈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敎 財産의 分裂을 인정하는 것이 衡平의 原則에 맞아야 한다.즉 分裂하여

나간 敎人들 集團에게 從前敎 소유의 재산에 한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衡平의 原理에서 보아 상당한 경우라야 하고, 와 같은 衡平의 觀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敎 財産의 형성과정,分裂前 敎 와의 敎理上 는 信

仰上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分裂의 과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5.敎 分裂時의 財産歸屬

가.學說

前述한 바와 같이 敎 의 分裂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면 分裂된 敎 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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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歸屬되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는 바,먼 敎 의 分裂이

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見解에 의하면 前述한 바와 같이 共同議 의 정당한 議決方

法에 의하여 分裂되지 않은 이상 탈퇴하는 자의 數에 계없이 旣存敎 에 한

탈퇴이며,탈퇴가 되면 旣存敎 의 敎人으로서의 자격의 상실임과 동시에 교회재산

에 한 권리도 상실되므로 財産의 分割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敎 의 分裂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見解에 의하면 다시 다음의 4가지 見

解로 나뉜다.첫 번째 見解는 敎 分裂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敎 財産의 分割을

인정하지 않고 從前敎 와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敎 의 敎人들만의 總有라고 하는

見解이다.162)두 번째 見解는 敎 分裂의 개념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總有團體

인 敎 가 두개의 總有團體인 각 敎 로 分裂되면 從前 總有團體인 敎 에 속한

재산은 分裂 후의 두개의 總有團體인 각 敎 의 公有로 되고 각 敎 의 共有持分

은 總有의 形態로 각 敎 그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見解이다.163)세 번

재 見解는 敎 의 分裂로 그 敎 는 종 의 한 개의 主體에서 두 개의 다른 主體

로 나 어졌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종 의 敎 財産의 所有關係는 總有에서 公有

로 환되는 것으로 이 타당하다는 見解이다.164)네 번째 見解는 分裂당시 敎人

總 의 決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法人의 목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고 民法 第77條 第1 을 類推適用하여 淸算節次에 의하여 從前 敎 財

産에 하여 종국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見解이다.165)

162)吳錫洛,“敎 가 分裂된 경우의 法律關係”,「서울地方辯護士 判例硏究 2輯」(서울地方辯

護士 ,1987.6),p.63.

163)金曾漢,"敎 가 分裂한 경우의 敎 財産의 歸屬",「法學 1券 1號」,(서울 大學校,1959),

p.218.趙勇衍,前揭論文,p.76.

164)金俊鎬,「民法講義」,(서울:法文社,1998),p.424.

165)洪光植,“佛敎 의 分裂과 財産歸屬”,「判例硏究 I」,(釜山判例硏究 ,1991년),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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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判例의 態度

判例는 敎 分裂時의 財産歸屬에 하여 「하나의 敎 가 2개의 敎 로 分裂된

경우 敎 의 章程 기타 일반 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敎 가 分裂될 경우를 비하

여 미리 財産의 歸屬에 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敎 의 법률 성질이 權利

能力없는 社團인 까닭으로 從前敎 의 재산은 分裂當時 敎人들의 總有에 속하고,

敎人들은 각 敎 活動의 목 범 내에서 總有權의 상인 敎 財産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敎 財産 總有權 의 일부인 殘留敎人들로써 이루어진 敎

가 다른 總有權 들로써 이루어진 敎 에 하여 敎 건물의 明渡를 구할 수 없

고,敎 建物의 登記名義가 한쪽 敎 의 名義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와

같은 總有財産임을 公示하는 한에서 有效하다.」라고 하여 分裂當時 敎人들의 總有

라고 하고 있다.166)

다.檢討

敎 分裂時의 社 財産의 귀속문제에 하여 判例는 이를 分裂當時 구성원의 總

有에 속한다고 하고 있는데,判例의 이러한 태도는 敎 財産이 敎人의 獻金 등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쪽 派의 敎人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

다는 에 기한 것으로 여겨진다.判例는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를 敎人의 의사

(그 敎 財産을 구히 敎 로써 사용소유하려는 의사)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그러나 判例가 취하고 있는 見解는 다음과 같은 이론상․실제상 문제 이 있다

고 본다.즉 民法은 總有의 槪念에 하여 第275條 第1 에서 「法人이 아닌 社團

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總有

의 개념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개념을 제로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이미

166)大判 1993.1.1991다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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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裂된 상태에서 分裂當時의 敎人들이 社團을 이루고 있다고는 도 히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론상의 문제 이 있다. 한 실제상으로도 敎 가 정당한 차를 거치

지 않고 分裂되었다면 다시 옛날의 敎人들이 決議를 하여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며,모인다고 하더라도 總意에 의해 財産歸屬問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도 불구하고 敎 財産이 分裂된 兩集

團의 總有에 속한다고 判決한 것은 法院이 극 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

니라 소극 으로 分裂된 兩集團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고 본다. 한 이미 다수결원리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게 된 分裂當時의 敎人들이 하게 그 재산의 귀속에 하여 議決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한 財産歸屬에 한 決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내

용은 결국 多數派가 재산을 독 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總有財産의 처리를 하여

제가 되는 敎人 체의 總 가 실제로 기 불가능하다는 을 고려할 때 判例의

태도는 결국 紛爭狀態를 永續化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167)

결국 敎 가 分裂된 상태에서는 分裂當時의 敎人들이 社團을 이루고 있다고는 도

히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론상의 문제 이 있으므로,敎 의 分裂로 인해서 그

敎 는 한 개의 主體에서 두 개의 主體로 나 어졌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敎 의

分裂이 인정될 경우에는 分裂槪念의 형성배경,취지 그리고 분쟁을 종국 으로 해

결한다는 에서 敎 財産은 分裂로 인하여 생겨난 敎 들의 共同所有라 이

상당하고,이 경우 共同所有形態는 分裂로 인하여 생겨난 敎 들은 敎 財産을 共

同所有한다는 이외에는 이제는 아무런 내부 련이 없으므로 民法上의 共有라

이 타당하다고 본다.따라서 종 의 敎 財産의 所有關係는 總有에서 公有로

환되었다고 이 상당하고,그 共有持分은 각 敎 에 소속된 敎人數,敎 財産의

167)金學東 "總有의 本質과 實際",「私法硏究 Ⅰ」(서울:靑林出版,1992),p.170.



-101-

형성과정에 각 敎 가 기여한 정도 기타 諸般事情을 감안하여 法院이 合目的的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共有 인 각 敎 는 실 으로 意思表示를 할 수

있으므로, 의에 의해 持分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處分은 유보하고 使

用․受益에 해서만 상호 의할 수도 있으므로 훨씬 합리 이라 할 수 있다.다만

共有物分割은 일반원칙에 따를 수 없고 分裂敎 의 특수상황에 따라 持分의 합의

가 없는 共有物 分割請求는 허용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다. 한 敎 가 分裂된 경

우 한쪽 敎 가 그 앞으로 登記되어 있는 財産을 임의로 第3 에게 이 시킨 경우

에 다른 敎 에서 자신의 持分을 확정 받은 후 第3 를 상 로 抹消登記등을 請求

하여 그 持分을 다시 찾아 올 수도 있을 것이다.168)

6.立法論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敎勢擴張과 경제발달에 따라 敎 는 그 規模나 數가 에

비해서 비약 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敎 에 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

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敎 에 한 분쟁에 하여 判

例의 보다 극 인 紛爭解決意志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敎 에 련된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은 충분히 상가능한 일이므로,종래의 學說 判例를

검토하여 立法的인 補完策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여기에는 宗敎財産의 리와

公示問題,宗敎財産에 한 宗敎團體의 自治法規의 효력문제,宗敎財産 聖職

의 報酬에 한 課稅問題 등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 으로 敎

의 主要懸案에 한 결정은 에서 이루어지므로 敎 와 去來하는 第3 의 보호

를 해서 員들의 명단에 해서는 일정한 公簿에 公示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168)李俊相,“敎 의 分裂과 敎 財産歸屬問題”,「裁判實務硏究」,(水原地方法院,1996.),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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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고,마지막으로 敎 分裂의 인정여부 요건,그 재산귀속에 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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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結論

權利能力없는 社團(VereinohneRechtsfahigkeit)이라 함은 일반 으로 社團으로서

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法人格이 없는 團體를 말하며「法人格 없는 社團」 는

「非法人 社團」이라고도 한다.우리 주 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宗中․敎 ․自然

部落․아 트입주자 표회의․ 村契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독립의 社 的 單位로서 독자 으로 社 活動을 하고,

意思決定機關(總 ),業務執行機關 代表機關 등 社團的 組織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團體의 기본구조가 定款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구성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團體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成立要件이 필요하며,개개의 구

성원이 團體속에 묻 버려서 그 個性이나 요성을 잃게 되고 團體가 그 구성

원의 개성을 월한 독립한 존재로 표면에 나타난다는 에서 民法上 組合과 구별

된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權利能力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民

事訴訟法에 의한 當事 能力 는 不動産登記法에 의한 登記能力이 인정되고 있고,

稅法을 포함한 각종의 特別法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을 權利能力있는 社團과 동등하

게 취 하고 있다고 하여도,이는 訴訟 등에 있어서의 편의를 하여 法人과 동등

하게 취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自然人 는 法人이 아니면 權利能力이 없는

것이 우리 現行法制의 基本原理이므로,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權利能力은 부정되어

야 한다고 본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실 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복잡한 法律關係에

하여 어떠한 法規範을 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權利能力없는 社團

에 하여 社團法人에 한 民法 規定 가운데서 法人格을 제로 하는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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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모두 이를 類推適用해야 한다고 본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所有形態에 하여는

共有說․合有說․總有說․信託說․效果論(個別主義)․單獨所有說이 립하고 있으

나,現行民法은 第275條 내지 第278條에 明文의 규정을 두어 總有라고 규정하여 總

有說을 취하고 있다.總 의 決議에 의하여 구성원에게의 재산의 分割이 가능하다

는 이유 등에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所有形態는 總有라고 하는 民法의 規定

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現行 民法上의 總有의 規定은 그 로 維持․存續시킬

필요가 있으며,다만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각 특성이나 慣習,그 團體의 規約 등을

고려하여 그 團體에 맞는 규범을 찾아내고 용하여야 한다고 본다.본다.總有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소유형태로서 總有物의 管理 處分은 社員總 의 決議에

의하고,그 使用 收益은 각 社員이 하는 소유형태이다.즉 共同所有의 권한이

團體의 구성원인 개인과 그 團體에 分屬되고 있는 것이며,이 에서 근 소유

권이 면 ․포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하여 財産所有形態 이외에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立法의 不備라고 생각된다.따라서 國民들의 실제생활과 한 련이 있는 宗中

과 敎 만이라도 이를 규율하는 法律을 제정하여 團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방하고,이들과 去來하는 第3 를 보호하며,長期的으로는 不動産

에 한 去來에 있어 公信의 原則을 도입할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실 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즉각 인 立法이 어렵다면,과도기 으로

라도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표자의 去來에 있어서의 責任을 강화하여 이들의 注

意義務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權利能力없는 社團을 한 保險制度를 도입하여

이들 團體가 재산에 하여 第3 와 去來하는 경우에는 의무 으로 保險에 가입하

게 하여 去來의 安全을 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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