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위 무능 력 자에 의 한 대리 행 위의 무 효 ·취 소 주장

【질 문】

A라는 미성년자가 B(미성년자)라는 임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B가 C와 법

률행위를 했다. 이때 본인이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대리인이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미성년자인 본인이(혹은

미성년자인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자신이 미성년인 것을 이유로 대리인 B가 C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응 답】

명 순 구

I. 문제 상황의 정리

행위무능력자 A가 역시 행위무능력자인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B가 A의 대리인으로서 C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본인인 A가

자신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사유를 들어 B- C 사이에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해결의 기본방향은 "A가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문제의 법률행위의 구속력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대리인 B의 대리권을 부정함으로써 본인인 A가 대리행위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B의 대리행위 차원에서의

유효성을 긍정하면서 A가 자신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사유를 들어 문제의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

기로 한다.

II. 대리권을 부정 하는 방향에서의 해 결

무능력자 A가 단독으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이

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수권행위)의 성질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독행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A의 B에 대한 수

권행위가 재산적 법률행위인 이상 이 수권행위는 행위무능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

는 법률요건이다. A가 단독으로 B를 상대로 수권행위를 하였다면 이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취소권자(= A 또는 A의 법정대리

인)가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수권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B는 무권대리인의 지

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B- C 사이에 행해진 대리행위는 A를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해결책을 택하게 되면 A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된다. 현행법상의 무효사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i)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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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흠, ii) 법률행위 내용의 반사회성, iii)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그것이다. A가 문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

한다고 할 때, 이 때의 무효는 앞의 3유형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III.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한 대 리행위의 취소

행위무능력제도의 기본취지는 무능력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당해 법률행위의 구속력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된 법률행위의 경우에 A는 행위무능력제도의 일

반적 규범에 따라 자신의 무능력을 들어 B- C 사이에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법률행위를 행한 당사자는 엄연히 B와 C인데 그 대리행위의 효과

만 귀속받는 A가 자신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체결하지도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적인 취소권자는 문

제의 법률행위의 효과의 귀속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결책을 택하게 되면 A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된다.

IV . 결론

II '의 해결책을 취하게 되면 A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

률행위로 되며, ' III '의 해결책을 취하게 되면 문제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

률행위로 된다. 즉 문제의 법률행위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취소사유도 포

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공존하는 경우에 이중효이론 이 적

용될 수 있다. 즉 A로서는 문제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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