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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록

신탁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  추세에 맞게 신탁법을 개정한  시 에

서 신탁의 활성화를 해서 법학 분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탁에 한 기

본 법리를 명확하게 하여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신탁의 기본 법리를 크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으로 

나 어 설명하 다. 신탁의 본질과 련하여서는 수익권의 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 수익권의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 신탁법 해석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미 신탁의 법리를 고찰하 다. 그 결과 미 신탁법 발 의 역

사는 수익자 지  고양의 역사이고, 재 미 신탁에서 수익권은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물권 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 우

리 신탁법은 수익권을 물권 으로 보호해 온 미의 통을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을 상

세히 논하 다. 수탁자가 신탁의 목 을 반하여 신탁재산에 한 법률행 를 한 

경우 수익자가 수탁자의 법률행 를 취소할 수 있는 수익자취소권, 수탁자가 충실

의무 등을 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득 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수

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미의 형평법상의 트 이싱을 

변형하여 수용한 수익자의 추 권 등이 수익권의 물권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 신탁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이 철됨에 따라 수익권의 내용은 등기

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따라서 수익권을 단순히 채권으로 취 하

여 설명하려는 통설인 채권설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악하여야 신탁법의 제반 규정을 일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권의 성

격은 수탁자의 소유권에 한 해석에 있어서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탁

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과 신탁 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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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을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탁자

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도 물

권화된 수익권을 존 해야 하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우리 신탁법상 물권화된 수익권의 발 인 것이다. 따

라서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외 인 것이 아니라 원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구체 으로 신탁법에 어떻게 구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

는 도산 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산 연기능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신탁재산의 보호에 직 으로 이해 계를 가지는 수익자에게 환취권

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추 권과 련하여서는 미 신탁에서 수익자 보

호를 해 개하여 온 이론을 우리 신탁법 해석론으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한편, 신탁

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을 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룰 것도 요청하

고 있는데, 담보신탁에 도산 연성을 인정하는 례의 입장은 이런 에서 타

당하고, 유언신탁과 유언 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도 신탁재산

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신탁, 수익권, 물권화된 채권, 신임 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도산

연, 수익자취소권, 추 권, 유언 용신탁

학번 : 2004-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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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序  論

第一節 문제의 제기

1. 신탁은 형평법이 남긴 최 의 공 (功績)으로 평가받는 제도로 국에서 시

작되어 미국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신탁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

고 있는 이유는 존 랭바인(John H. Langbein) 교수가 지 하고 있는 신탁의 네 

가지 장 에 기인한다.1) 첫째, 수탁자가 산하는 경우에도 신탁은 수익자의 이

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도산 연기능(insolvency protection)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세법상 수익자가 취하는 이익에 하여만 과세를 하고 수탁자는 명목상 신탁재

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탁자에 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조세편의기능

(conduit taxation)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

 탁자의 이익을 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이 가하여져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신임 계가 형성되고 신탁법이 이를 강제하고 

있다(creation of fiduciary regime). 넷째, 신탁은 신탁당사자의 의사를 최 한 

존 하는 체계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을 가지고 있다.    

신탁이 미법이 발 시킨 법제도이기는 하지만, 신탁이 가지는 와 같은 장

을 극 활용하고자 륙법체계의 국가에서도 신탁제도에 극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 1984년 10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신탁의 거법과 승인에 

한 1985. 7. 1. 헤이그 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1)JohnH.Langbein(a),“Thesecretlifeofthetrust:thetrustasaninstrumentofcommerce”,107

YaleL.J.165,179-185(1997)참조.

2)이 부분에 하여는 Maurizio Lupoi,Trusts:A comparative study,Cambridge University

Press(200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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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이 채택되어 륙법계 국가인 이탈리아와 네

덜란드, 스 스 등이  약에 가입하 다.3) 한 표 인 륙법계 국가인 

랑스는 2007년 2월 19일 랑스식 신탁(fiducie)을 도입하 다. 나아가 EC 행

사법유럽연구모임(European 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유럽

민법 연구모임(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 Code)  보험계약모임

(Insurance Contract Group)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민사법의 공통기

안(DCFR,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신탁에 한 규정이 제10권

에 편입되었다.4) 

2. 우리나라는 륙법 국가임에도 1961년 신탁법(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을 제정하여 미의 신탁제도를 받아들 으나,5) 경제 실에 맞지 않아 낙후된 

법이라는 비 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신탁제도를 국제  수 에 부합하도

록 개선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진하고자 신탁법을 면 개정하 고, 그 결

과 개정 신탁법이 2012. 7. 26.자로 시행되었다. 개정 신탁법(이하 ‘법’이라고

만 한다)은 ① 유언신탁 등의 활성화를 해서 신탁재산의 범 를 소극재산까지 

3)  헤이그 약의 의의에 하여는 석 ,“신탁과 국제사법”,신탁법의 쟁  제2권(정순섭·노  

편 ),서울 학교 융법센터(2015),359-361면 참조.  헤이그 약은 신탁의 거법뿐만 아니라 

신탁의 승인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바,  약에 의하여 지정된 거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은 다

른 체약국에서도 신탁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약은 신탁 는 그와 유사한 제

도를 가지고 있는 미법계 국가들과 그러한 제도가 없는 륙법계 국가들을 가교하는 역할을 한

다.  헤이그 약의 체약국 황에 하여는 https://www.hcch.net/en/instruments

/status-charts(2016.1.5.방문).

4) DCFR에 규정된 신탁의 내용에 하여는 ChristianvonBar외 10인 편 ,가정  역,유럽민사법

의 공통기 안 –비계약편,법무부(2015),517면 이하;가정 ,“신탁재산에 한 수탁자와 수익자

의 권리 – DCFR신탁법상을 심으로”,외법논집 제37권 제3호(2013)참조.DCFR제정작업은 

유럽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DCFR은  ‘유럽사법’의 공통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구법은 1872년의 캘리포니아 민법 (CaliforniaCivilCode,1872)과 1882년의 인도 신탁법(Indian

TrustAct,1882)을 모법으로 1922년에 제정한 일본 신탁법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다(최동식,신

탁법,법문사(200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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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겸
영
사

은    행 182.0 202.4 245.4 260.7

증    권 77.5 113.4 130.2 156.2

보    험 0.7 1.8 2.3 3.4

소    계 260.2 317.6 377.9 420.3

부동산 신탁회사 148.7 120.9 118.8 125.3

합    계 408.9 438.5 496.7 545.7

확 (법 제2조), ② 자산유동화의 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되도록 목 신탁의 유효

성 인정(법 제2조), ③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설정 도입(법 제3조 제1항 3호), 

④ 유한책임 형태의 신탁 계를 명확히 하기 해서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

(법 제114조 ~ 제139조), ⑤ 상속의 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

탁의 도입(법 제60조) 등을 담고 있다. 신탁의 활성화를 해서 미에서 활용되

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상당 부분 수용하 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6) 

한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신탁은 여러 방면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데,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 수탁고를 보면 2011년에는 408조원, 2012년에는 

438조원, 2013년에는 496조원, 2014년에는 545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7)  

표1) 융권역별 신탁 수탁고 현황(2011년~2014년)

                                                         (단  : 조원)

6)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에 하여는 오창석,“개정 신탁법이 신탁 실무에 미치는 향”,BFL제39

호(2010.1),서울 학교 융법센터;안병수,“｢신탁법｣의 개정의미와 주요 내용 해설 -유한책임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 사채를 심으로”,법무사 531호(2011.9)참조.

7) 신탁 련 통계는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366595458384&url=/fss/kr

/1366595458384(2016.1.5.방문)참조.상사신탁,민사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이 리 활용되고 있

다는 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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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처럼 신탁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  추세에 맞게 신탁법을 개정한  시

에서 신탁의 활성화를 해서 여러 가지 제도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법학분

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탁에 한 법리를 명확하게 하여 신탁제도의 정

착에 기여하는 것일 것이다.  

그동안 신탁에 하여 심이 늘어나면서 신탁에 하여 우수한 논문이 발표

되어 왔다.8)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탁의 법률 계가 명료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신탁의 법률 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신탁은 기본 으로 미법의 

소산으로 륙법체계의 틀에서는 이질 인 제도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륙법의 

에서 보면, 수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을 강조하면 수탁자를 과연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

이 들고, 그 다고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면 신탁의 성립이 불가능해

진다(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 할 것을 필수 인 요건으로 삼고 있

기 때문이다).9) 신탁의 기본 법리를 논함에 있어 물권과 채권을 별하는 우리

의 사법체계를 일정 정도 존 하여야 하지만, 그 다고 하여 물권과 채권 별

론의 틀에 신탁을 가두어두는 경우 과연 신탁의 본질, 특히 수익권의 성질을 제

로 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신탁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의 하나는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이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은 신탁의 본질과 하

게 련되어 있다.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에 따라, 탁자의 채권자 는 수탁

8)가령 이연갑(a),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한 비교법  연구,박사학 논문,서울

학교(2009.2);정순섭,“신탁의 기본구조에 한 연구”,신탁법의 쟁 (정순섭·노  편 ),서울

학교 융법센터(2015);최수정(a),“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 유언 용신탁과 수익자연

속신탁을 심으로”,법학논총 제31집 제2호(2012.8), 남 학교 법학연구소;이 기(a),“신탁재

산의 형성과 법  인식 –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신탁법의 쟁 (정순섭·노  편 ),

서울 학교 융법센터(2015)등.

9)LionelSmith는 와 같은 이 륙법국가에서 신탁제도를 창설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난 이라고 

한다.LionelSmith,“Transfers”,inBirks& Pretto,BreachofTrust,HartPublishing(200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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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공취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신탁재산은 오로지 

신탁의 목 을 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은 바로 

신탁의 효용의 원천이자 신탁의 핵심 인 법리이다.10) 따라서 신탁의 기본 법리 

탐구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한 체계 인 검토가 요청된다. 

第二節 연구의 목 과 구성

I. 논문의 목 과 논의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목 과 논의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의 본질에 하여 통설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한 완 한 소유

권을 인정하고 수익자는 채권에 불과한 수익권을 가진다는 채권설을 따르고 있

다. 그러나 기본 으로 신탁은 미의 형평법의 산물로 소유권의 분할을 제로 

하는 개념이다. 수익자에 하여 물권의 성격을 띠는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

하는 것이 미 신탁의 핵심원리이며,11)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신탁법은 미 

10)신탁재산의 독립성의 효용에 하여는 SarahWorthington,Equity,2nd ed.,OxfordUniversity

Press(2006),pp.75-77참조.SarahWorthington교수는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이 가지는 신탁의 

도산격리기능은 재산분할(assetpartitioning)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낳았는데,개인은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사업용 재산과 순수한 개인 용도의 재산(사업의 성패와 상 없이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재산)으로 나  수 있게 되었고,회사는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마다 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의 사업상의 험이 다른 사업상의 험으로 移轉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1)수익권의 법  성질에 한 견해 립에 하여 비교법 으로 자세히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이연

갑(b),“신탁법상 수익자의 지 ”,민사 례연구 (XXX),박 사(2008)가 있고, 미문헌으로는 

DonovanWaters,“ThenatureoftheTrustBeneficiary'sinterest”,25CanadianBarReview219

(1967)이 있다.뒤에서 보겠지만 미 신탁에 있어서 수익권이 인  권리인지 물  권리인지

에 해서 견해 립이 있지만 수익권이 물  권리의 성격을 兼有하고 있다는 에 해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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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탁의 본질을 채권설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도 수익자의 권리에 물권 인 성격을 인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자 한다. 채권설을 비 으로 검토하기 

하여 계약 계로 환원할 수 없는 신탁의 법률 계의 특징에 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둘째, 신탁의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수탁자 명의로 이 된 신탁재산의 귀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신탁에서 탁자는 리 상인 신탁재산에 

한 일체의 권한을 명의까지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신임 계

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리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나 수익자가 수탁자의 권한남

용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신탁은 ‘고도로 완성된 타인을 한 재

산 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12) 이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로의 명의 이 은 효

율 으로 재산 리를 하기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에 착안하

여 과연 수탁자에게 완 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 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신탁의 본질을 논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실정법인 신탁법의 체계와 

내용을 논리 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신탁의 본질이 실체법에 어떻게 투 되고 

있는지를 구체 으로 논하기 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규정한 신탁법 제31조13)

의 해석의 문제, 수익자취소권(법 제75조), 수익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

청구권(법 제43조),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공평의무 반

의 수익자의 권리 등에 하여 집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신탁의 기본 법리인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논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독립

게 반박하기 어렵다.

12)新井 誠，信託法,第4版，有斐閣(2014),112면 참조.新井 誠 교수는 “신탁은 가장 완성된 타인을 

한 재산 리제도”라고 신탁을 격찬하고 있다.

13)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리,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다만,신탁행 로 이

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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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신탁의 본질과 어떤 계에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됨에 따라 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할 

수 없게 되는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한 권리와 수익권의 성질 등 신탁의 본

질과 련지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을 논증하고자 한다. 

다섯째, 신탁재산은 독립성의 내용  그 핵심을 이루는 신탁재산에 한 강

제집행 등 지, 신탁재산의 도산 연성, 신탁재산과 상계 지의 문제, 추 권의 

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구체 으로 실정법에 어떻게 구

되고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탁자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데, 이 을 검토하기 하여 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

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탁자에 한 도산 차의 개시가 신탁재산에 미

치는 향, 유언신탁과 유언 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논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신탁의 기본 법리를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심으로 논함에 있어 가장 

기 가 되는 것은 신탁의 원리를 제공한 미 신탁에 한 탐구이다. 우리 신탁

법이 에서 본 바와 같이 미 신탁을 계수하여 제정·개정된 상황에서 미 

신탁법에 한 검토는 우리 신탁법을 체계 으로 이해하는 바탕을 제공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 신탁법과 우리 신탁법을 비교법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14)

14)신탁에 있어서 국과 미국은 그 내용이 다르고,같은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규율하는 바가 다르므

로, 국과 미국에서 통 으로 인정되어 온 신탁을 “ 미 신탁”이라고 통칭하는 것에 하여 

비 이 있을 수 있으나, 통 으로 법체계를 미법과 륙법으로 분류하여 취 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이하에서 “ 미 신탁”은 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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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탁은 소유권의 분할을 제로 하므로 국의 독특한 소유권 개념에 

한 이해가 제가 되어야 하는바, 미법 특유의 소유권 개념을 우리의 소유

권 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 신탁에 있어서 신탁이 어떻

게 발 한 것인지 연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수익자 지 가 어

떻게 단순한 채권자  지 에서 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 로 격상되

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은 신탁의 본질과 련하여 매우 요한 시

사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 신탁을 탐구함에 있어 미국 신탁법, 그  통일신탁법(the Uniform 

Trust Code, UTC)15)를 심으로 신탁의 의의와 성립 요건, 탁자와 수익자의 

지 , 수익자의 수익권의 성질,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검토하여, 미에서는 신탁

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어떻게 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 법은 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륙법 국가  독일, 랑스의 

신탁 법리를 검토하는 것은 신탁과 륙법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륙법

체계 내에서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에 하여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랑스의 신탁의 법리에 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우리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에 한 검토를 해서 그동안의 학

설과 례를 집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법을 어떻게 해석

하는 것이 논리 인지 실정법 해석론을 개하고자 하며, 례 검토를 통해 실

제로 어떤 사안에서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이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기본 법리에 한 구체 인 이

해와 본 논문의 효용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다.

15)UTC를 모범신탁법,표 신탁법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일반 으로 쓰이는 인 ‘통일신탁법’

으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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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의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기본 법리를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을 

심으로 살펴볼 것인바, 이 논문의 서술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신탁의 본질에 하여 비교법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16) 이

를 하여 미 신탁법, 독일의 신탁이론, 랑스의 신탁법에서 신탁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 신탁법과 련하여서

는 신탁의 역사  개와 국의 소유권 개념, 수익자의 지 와 수익권의 성질

을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신탁의 본질에 한 견해 립을 살펴보고, 

신탁에 한 비교법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을 논하고, 신탁의 본질에 

한 필자 나름 로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신탁의 본질이 신탁법의 주요 규정에서 어떻

게 투 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수익자취소권, 수익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상환청구권,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신탁 종료와 수

익자의 권리 등을 다룸으로써 수익권이 물권화된 채권이라는 필자의 견해가 실

정법에 부합하는 해석임을 밝히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하여 집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탁

재산의 독립성의 내용을 비교법 으로 검토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신탁

의 본질과 어떤 연 성이 있는지 밝히고,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한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도산 차, 상계 등에 있어서 신탁재

산의 독립성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한 구체 인 

16)신탁에는 담보권을 이 하는 형태의 신탁(법 제2조),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지정권을 부여하는 형태

의 신탁(법 제3조 제4항)등 다양한 종류의 신탁이 있으나,이 법에서의 신탁은,특별한 언 이 없

는 한,가장 일반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 하는 형태의 신탁을 상정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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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을 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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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第一節 문제의 제기

1. 개정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 계에 기하여 탁자가 수

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 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

여  일정한 자의 이익 는 특정의 목 을 하여 그 재산의 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

에 신탁 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행 를 하게 하는 법률 계를 말한다. 

구법과 비교하여 보면, 구법에서는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 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규정한 것을 ‘특정의 재산을 이 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라고 변경한 , ‘그 재산권을 리, 처분하게 하

는 법률 계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그 재산의 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행 를 하게 하는 법률 계를 말한

다’고 변경한 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와 같은 신탁의 정의를 개정

한 이유는 신탁재산의 범 를 소극재산까지 확 하고, 담보권신탁과 목 신탁을 

도입하기 함이다.17) 

그런데  법 제2조에 의해 신탁에서는 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신임 계가 

형성된다는 , 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하는 등의 처분을 한다는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이 된 신탁재산을 리하는 등 필요한 

행 를 하여야 한다는 은 명확하다. 그러나 신탁의 법률 계에 의하여 수익자

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지, 수탁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지, 신임 계는 무

17)신탁법 개정안 해설,법무부(2010),5-13면;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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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익자의 권리, 수탁

자의 권리  신임 계에 한 악을 심으로 신탁의 본질에 한 검토가 요

구되는 이유이다.     

2. 신탁의 본질을 논하기에 앞서 신탁의 본질을 논하는 실익에 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탁의 본질의 논의 실익은 신탁의 법률 계 반에 향을 미

치지만, 그  몇 가지를 구체 으로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탁의 본질은 신탁의 유효성 여부와 직 으로 련되어 있다. 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이 될 뿐 신탁재산의 리방법에 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탁자의 지시에 따라 리․처분 등을 하는 신탁인 ‘수동신

탁(passive trust)’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는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단할 부분

이다. 특히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탁자의 지 는 어떤 지 여야 하는지와 

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의 지 , 수익자의 지 와 직 으로 련되

어 있다. 과연 신탁이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신

탁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쉽게 가름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익자에게 단순한 

채권자의 지 만 인정한다면 수익자의 권리는 제한 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

며, 수익자에게 소유권에 하는 지 를 인정한다면 수익자의 권리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를 들어 수탁자가 공평의무 반행 를 한 경우에 수

익자는 원상회복청구권(법 제43조 제1항, 제35조)을 가지는데  원상회복청구권

이 물권  청구권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는 신탁의 본질과 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3. 이하에서는 신탁의 본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신탁은 기본 으로 미법에

서 개된 역사  산물이므로 신탁에 한 정한 이해와 신탁이 가지는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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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 화하기 해서는 미법에서 개된 신탁 법리를 가  극 으로 검

토하여야 한다. 미 신탁에 한 고찰은 이러한 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第二節 미 신탁에 한 고찰

I. 신탁의 역사 개와 국의 소유권 개념

1.문제

미에서 신탁은“신탁재산에 한 신임 계를 말하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신탁재산을 취 하여야 하는 형평법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A trust ... is a fiduciary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property, subjecting the person by whom the title to the property is held to 

equitable duties to deal with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고 설명된다.18) 

신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유권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다. 즉 

수탁자는 보통법상의 소유권을 가지나 수익자에게 형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소유권(equitable ownership)이라는 물  권리를 보유한

다는 이다.19) 보통법과 형평법이 병존하는 통에서 신탁이 형성되었으므로, 

신탁의 기원에 해당하는 형평법의 역사와 소유권의 분할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서는 미 신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에 착안

18)제2차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이하 ‘Res2nd’라고 한다)§2;GeorgeT.Bogert,Trusts,6th ed.,

West(1987),p.1.

19)SarahWorthington(주 10),p.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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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2.신탁의 기원과 역사 개 – 형평법의 발

가. 국에서 신탁은 형평법의 발 에 따른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형평

법은 보통법이 가지는 지나친 엄격성에 한 반성  고려로 발 된 법제도이

다. 형평법은 보통법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 인 재 차를 따르고, 

배심원이 아닌 법 이 재 을 하며, 지명령(injunction), 특정 이행명령

(specific performance) 등과 같이 배상 이외의 특별한 구제방안을 허용한

다는 특징이 있다.20) 

국에서 1066년 노르만 정복(the Norman Conquest of 1066) 이 에는 발 된 

형태의 법원(法院)이 없었으나, 1234년경에는 발 된 형태의 법원인 왕좌법원

(King's bench), 민소법원(Court of Common Pleas)이 그 기능을 발휘하 다.21) 

 두 법원의 사들은 ‘보통법’의 행과 차에 따라 ‘보통법’의 원칙

을 용하 다. 그러나 보통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해서는 소송개시 장

(writ)이 필요하 는데, 법원이 인정되는 제한된 형태의 소권이 아니면 소송개

시 장이 발부되지 않아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었다.22) 

이에 반하여 형평법 (the Chancellor)은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23)에서 

균형감 있는 실무 행과 차에 따라 형평법의 규칙과 원칙들을 용하여 재

20)형평법에 한 상세한 소개는 SarahWorthington(주 10)참조.

21)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TheLaw ofTrustsandEquitableObligations,5th

ed.,Oxford(2010),p.14.

22)Hanbury&Martin,ModernEquity,19thed.,Sweet&Maxwell(2012),p.6.

23)형평법원은 1873년,1875년 법원조직법(theJudicatureAct1873and1875)이 공표됨으로써,독립된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그 할은 최고법원(theSupremeCourtofJudicature)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1심은 부분 고등법원의 에쿼티부(theChanceryDevisionoftheHighCourt)에서 

할하고 있다.PhilipH.Pettit,EquityandtheLawofTrusts,12thed.,Oxford(2012),p.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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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24) 형평법은 바로 형평법원이 보통법의 엄격성을 완화시키고자 발

시키고 용해온 규칙, 원칙, 그리고 구제수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25)   

나. 형평법의 특징 의 하나는, 보통법이 물권이라고 취 하는 것을 

‘권리들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받아들여 이를 둘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속(分屬)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속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물권에 해당

하는 한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26) 물론 보통법에서도 ‘권

리들의 다발’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권리다발이론(bundle of rights 

theory)을 완성하 다고 평가받는 오노 (A. M. Honoré)는 소유권(ownership)

의 속성을 물건을 유할 권리(right to possess), 사용할 권리(right to use), 

리할 권리(right to manage), 수익할 권리, 원본권(right to capital)27), 책임

재산성(liability to execution) 등으로 열거하고, 소유권은 이들 속성을 가지는 

자에게 분속하며, 물권을 유하는 자나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모두 소유자(owner)에 해당한다고 권리다발이론을 설명하 다.28)  

그런데 형평법은 권리들의 다발을 더 정교하게 발 시켜 사회 , 경제  혜택

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를 창설하 는데, 그것이 바로 신탁이다. 

다. 신탁의 기원에 하여 살펴보자. 12세기에 국인은 유언으로 유족

들에게 토지에 한 권리(a tenant in fee simple29))를 이 할 수 있는 합법

인 권한이 없었다.30) 신탁법 역사의 가인 F. W. Maitland는 와 같은 상황

24)SarahWorthington(주 10),pp.8-9.

25)SarahWorthington(주 10),p.9.

26)SarahWorthington(주 10),p.63.

27)원본의 가치에 한 처분권을 말한다.

28)A.M.Honoré,“ownership”,inOxfordEssaysinJurisprudence(A.G.Guested.,Oxford,1961),

pp.112-128.

29)뒤에서 보겠지만 륙법의 소유권에 상응하는 권리이다.

30)Megarry&Wade,TheLawofRealProperty,6thed.,Sweet&Maxwell(2000),p.56.그래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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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인들은 여 히 유언을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토지를 남기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신탁이 형성되기에 이르 다고 한다.31) 당시 국의 

보통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약 20년간 주가 토지의 이

익을 취득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는 구 으로 

주의 손에 복귀(escheat)된다.32)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소유자는 사망이 임박

한 시 에 자기의 토지를 친구들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일을 선언하

는데, 그 에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토지를 자신의 직계비속 는 자

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어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

도 포함되어 있었다.33)

이 경우 친구들은 그(토지소유자)를 해서(to his use(a son oes)) 토지를 보유

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생 에는 토지를 향유할 수도 있고, 사후에는 친

구들이 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하여 친구들에게 지시할 수도 있

었다.34) 이와 같이 상속 제한을 회피하기 한 행으로 유스(use)35) 제도가 

생겨났고, 이것이 바로 신탁의 기원인 것이다.   

유스를 법률 으로 설명하면, 유스는 탁자 A가 수탁자 B에 하여(A to B), 

수익자 C를 하여(to the use of C) 상재산을 리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만이 상속을 할 수 있다(onlyGodcanmakeanheir)”고 표 되었다.

31)F.W.Maitland,“TrustandCorporation”,inTheCollectedPapersofWilliam Maitland,vol.

3(CambridgePress,1911),p.335.

32)F.W.Maitland(주 31),p.335.

33)F.W.Maitland(주 31),pp.338-339.

34)F.W.Maitland(주 31),p.336.

35)어원 으로 use는 구를 하여(forthebenefitof)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adopus에서 유래한다고 

한다(F.W.Maitland,“Theoriginofuses”,HarvardLaw Review,Vol.8,1894,pp.127-128).한

편 유스 제도는 왕에 한 조세납부의무를 잠탈하는 면도 있어서 헨리 8세는 1536년 유스 지법

(theStatuteofUses)를 제정하 다.  유스 지법의 핵심은 유스를 통하여 얻은 수익자의 권리

를 형평법상의 권리가 아닌 보통법상의 권리로 환시켜서 이에 하여 과세나 건  부담을 가

능하게 하고,수탁자의 보통법상의 권리는 박탈하는 데 있는데, 국에서는 1925년 폐지되었다

(William F.Fratcher,“UsesofUses”,34Mo.L.Rev.39,57-65(1969);Bogert,Oaks,Hansen&

Neeleman,Casesand Texton theLaw ofTrusts,8th ed.,Foundation Press(2008),p.90;

Restatement(Third)ofTrusts§6(3)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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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36)

그런데 유스가 성립한 이후 친구들이 배신하는 경우 보통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유언자의 가족 한 구제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

면 그가 일단 자기의 모든 권리를 신뢰하는 친구에게 넘긴 이상 이제는 그 

친구가 소유자이고, 그 친구와 유족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계가 없기 때문

이었다. 이에 유족이 형평법원의 형평법 (the Chancellor)에게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 고, 늦어도 13세기가 되면 형평법 은 양심(conscience)에 기

하여 그 땅을 보유한 친구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37) 형평법 은 땅을 맡은 친구가 그 토지의 법  소유자(legal 

owner)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땅을 유족의 이익을 

하여 리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형평법 은, 수익

자인 유족이 수탁자(망인의 친구)에 하여 그 토지를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유족을 하여 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인  권리(personal right)38)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39) 

라. 이후 형평법은, 수탁자가 보통법상의 소유권자로서 언제든지 신탁재

36)新井 誠(주 12),7면

37)CarlyHoward,“Trustfundsincommonlawandcivillawsystems:acomparativeanalysis”,13

U.MiamiInt’l&Comp.L.Rev.343,350(2006);SarahWorthington(주 10),p.64.

38)personalright은 통상 rightinpersonam과 같은 의미로 특정인에 하여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우리 법상 채권과 유사하나 완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본 논문에서는 

‘인  권리’로 번역하 다.rightinpersonam도 본 논문에서 ‘인  권리’로 번역하 다.한편,

rightinrem은 통상 propertyright과 같은 의미로 타인 일반에 하여 세 으로 주장할 수 있

는 권리로 배타성(excludability)과 양도가능성(alienability)이 핵심표지이다.rightinrem은 우리 

법상 물권과 유사하나 완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본 논문에서는 ‘물  권리’로 번역하

다.propertyright도 본 논문에서는 ‘물  권리’로 번역하 다.rightinrem과 rightin

personam에 한 설명으로는 DonovanWaters(주 11),pp.223-226;F.H.Lawson& Bernard

Rudden,TheLawofProperty,OxfordUniversityPress(2002),pp.14-15.

39)SarahWorthington(주 10),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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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익자의 지 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에 착안

하여 수익자의 권리를 인  권리(personal right)에서 물  권리

(proprietary right)로 격상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기에 이르 다.40) 언제부터 

수익자에게 물  권리를 인정하 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세기가 되면 

수익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했다(양도성 인정).41) 

그리고 수탁자의 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고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을 지할 수 있

는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물권의 특징인 배타성을 부여받았다(배타성 인정

).42) 이처럼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한 보통법상의 소유자(legal owner) 을 

경우 렸을 지 와 같은 지 를 보장받게 되었는바, 수익자를 형평법상의 

소유자(equitable owner)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43)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거래의 상 방이 수익자의 권리

를 알고 있거나 는 알고 있었어야 할 지 에 있으면 수익자는 그 거래 상

방에 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44)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

하여 수령한 매각 에 해서 수익자가  이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 다.45)

이와 같이 형평법은 수익자의 권리를 인  권리로서 인정하다가 시간이 흐

르면서 물  권리까지 인정을 한 것인바, 이러한 연  하에 수익자를 자연

스럽게 형평법상의 소유자(equitable owner)로 칭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신탁은 

40) 미 신탁에서 수익권이 물  권리라는 에 하여는 뒤에서 다룬다(‘제2장 제2  4.라.’참조).

41)SarahWorthington(주 10),p.64.

42)SarahWorthington(주 10),p.64.제5장에서 다루겠지만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책임재

산이 되지 않는다는 을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이라고 한다.

43)SarahWorthington(주 10),pp.64-65. 물  권리가 인  권리와 구별하여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배타성(excludability)과 양도성(transferability)인데(SarahWorthington(주 10),p.52

참조),수익권에 하여  두 가지 부가 인정되는 것이다.

44)뒤에서 보듯이 의제신탁(constructivetrust)으로 인정되는 표 인 사안이다.

45)뒤에서 보듯이 수익자의 추 권으로 설명되는 표 인 사안이다. 물  권리의 표지인 배타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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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원이 창조해낸 역사  산물로 형평법의 도움을 받아 확고한 재산 리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46) 

3. 국의 소유권 념과 신탁

가. 문제의 제기

앞에서 권리다발이론을 설명하면서 보았듯이, 국의 소유권 념은 다소 독

자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륙법의 소유권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로

마법의 특징은 소유권의 불가분성, 채권과 물권의 립이라고 할 것인바, 국

은 로마법에 향을 많이 받지 않고 독자 인 소유권 념을 발 시켰다. 이러

한 독특한 소유권 념에 힘입어 신탁의 법리가 발 된 것이므로, 국의 소유

권 념에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나. 국의 소유권 념의 특수성 – 테뉴어와 이스테이트

리엄 1세는 1066년 헤이스 스 투에서 승리하여 잉 랜드를 정복하고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선언하 는바, 그때부터 재까지 국의 모든 토지는 

46)과거 국은 사수법(死手法,StatutesofMortmain)이 있어서 법인은 부동산권 취득이 지되었으

나(사수법은 공익단체법(CharitiesAct,1960)에 의하여 완 히 폐지되었다),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따라서 국인들은 단체결성에 있어서 법인을 매력 으로 느끼지 

못하 고,오랫동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심으로 활동하 는데,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신탁의 

법리를 투 하여 사단 구성원이 수익자로서 강력한 보호를 받도록 하 다.이런 결과로 국에서

는 신탁의 법리가 발 하 다(F.W.Maitland(주 31),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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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소유로 이해되고 있다.47) 따라서 일반인들은 토지의 소유자일 수 없으

며, 일반인이 토지에 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것은 국왕으로부터 이스테이

트(estate)를 부여받은 토지보유권자(tenant)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의 소유권제도를 이행하기 해서는 테뉴어(tenure)와 이스테이트(estate)

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테뉴어 법리

우선 테뉴어에 해서 살펴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왕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

므로, 왕 이외의 사람들은 국왕에게 일정한 사를 하는 조건으로 국왕으로부터 

토지를 보유(hold)할 권한을 수여받게 되는바, 그 사의 조건이 테뉴어에 해당

하는 것이다.48) 세의 보통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테뉴어, 즉 자유 테뉴어(free 

tenure), 비자유 테뉴어(unfree tenure), 기타 테뉴어(miscellaneous tenure)가 있

었고, 자유 테뉴어에는 토지보유자가 국왕에게 인  사를 하는 사(grand 

sergeanty), 국왕에게 쟁에 참가할 기사를 제공하는 기사 사(knight service), 

농역(socage)49) 등이 있다.50) 테뉴어는 와 같이 세의 건제의 산물이므로 

건제가 사라진  시 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은 1925

년 재산권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을 제정하면서 농역(socage)를 제외

한 나머지 테뉴어들을 모두 폐지하 다.51)    

47)Pollock& Maitland,TheHistoryofEnglishlaw,vol.1,CambridgeUniversityPress(1988),

pp.232-233.“Thekinghimselfholdslandwhichisineverysensehisown;nooneelsehas

anyproprietaryrightinit”이라고 표 된다.

48)Pollock&Maitland(주 47),pp.232-240참조.

49)통상 매년 며칠 간 토지를 경작하는 등의 농업 련 노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나,그에 한정되

지는 않는다.농역(socage)의 의미에 하여는 Megarry&Wade(주 30),p.19참조.

50)Megarry&Wade(주 30),pp.13-27참조.

51)Megarry&Wade(주 30),pp.31-32,42참조. 국에 농역(socage)은 보편 인 테뉴어로 여 히 잔

존하고 있으나,이는 왕이  테뉴어에 근거하여 농역을 요구하면 토지보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선언 ·상징  의미만 남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테뉴어는 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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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테이트 법리

다음으로 이스테이트에 하여 살펴보자. 이스테이트는 토지를 일정 기간 보

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52) 테뉴어가 ‘어떤 조건으로 토지를 보유하는가(upon 

what terms is it held?)’의 문제라면, 이스테이트는 ‘얼마나 오랫동안 토지를 

보유하는가(for how long is it held?)’의 문제이다.53)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왕이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고 념하므로, 왕 이외의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54)

이스테이트에는 크게 자유보유권(freehold estate), 정기부동산보유권(leasehold 

estate)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정기부동산보유권이 자유보유권과 구별하여 가지

는 특징은 그 최  보유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다(maximum duration is 

fixed in time).55)

가) 자유보유권(freehold estate)

우선 자유보유권에 하여 살펴보자. 자유보유권에는 단순 구보유권(fee 

simple), 한정 구보유권(fee tail), 생애보유권(life estate) 세 가지가 있다.56) 

단순 구보유권은 상속인이 있는 한 계속 지속되는 보유권으로서 한정 구보

유권과의 차이는 상속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직계 족, 방계 족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1306년에 이르러 최  단순 구보유권자가 자신의 

있다.

52)Megarry&Wade(주 30),p.37.

53)Megarry&Wade(주 30),p.14.

54)이와 같이 이스테이트는 륙법상의 소유권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스테이트를 ‘보유권’으로,이스

테이트를 가지는 사람을 ‘보유권자’로 지칭하기로 한다.

55)Megarry&Wade(주 30),p.40.

56)Megarry&Wade(주 30),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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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최  단순 구보유권자가 상속인이 없더라도 양수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단순 구보유권이 존속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는바, 이에 따라  

단순 구보유권자의 권리는 사실상 속하게 되었다.57)

한정 구보유권은 상속이 인정되는 보유권이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을 인정하는 보유권이다.58) 한정 구보유권자가 방계 족만을 남

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한정 구보유권은 종료한다.

생애보유권은 특정인이 생존하는 동안만 존속하는 보유권으로 상속이 인정되

지 않는 보유권이다. 생애보유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존속하는 생애보유권이 있

을 수 있고, 제3자가 생존하는 동안 존속하는 생애보유권(an estate pur autre 

vie(for the life of another))이 있을 수 있다.59) 

 

나) 정기부동산보유권(leasehold estate)

기에 정기부동산보유권은 토지를 유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

여 이스테이트로 취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이 물권 인 보호를 함

에 따라 이스테이트로 고양되기에 이르 다.60) 

정기부동산보유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보유기간이 고정된 것을 특

징으로 하며 정기부동산보유권이 성립한 경우에 차주(借主) 는 정기부동산보

유권자(tenant, leaseholder)는 그 토지에 한 유권(possession61))  사용권을 

57)Megarry&Wade(주 30),pp.38-39.물론 양수인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구보유권이 종료

하는바,  경우에는 왕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이것이 미법에 특유한 복귀의 법리(escheat)이

다.

58)Megarry&Wade(주 30),p.39.

59)주의할 은 와 같이 보통법상 인정되던 한정 구보유권,생애보유권은 1925년 재산권법(The

Law ofPropertyAct1925)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권리는 형평법상 권리(신탁상의 권리)로만 

인정된다는 이다(Megarry&Wade(주 30),pp.75,109참조).

60)Megarry&Wade(주 30),p.42.

61) 미법에는 possession과 구별하여 시진(seisin)이라는 개념이 있다.시진은 소유권의 념화가 진행

하기 이 의 사회에 특유한 념으로,토지에 한 사실상의 지배와 결부된 권리의 존재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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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주(貸主, landlord)는 정기부동산보유권자로부터 임료(rent)를 받게 된

다.62) 

다) 유권(possession), 잔여권(remainder)  복귀권(reversion)

토지에 한 이스테이트는 그 권리가 재의 권리인지 장래의 권리인지 여부

에 따라 유권, 잔여권, 복귀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유권

(possession)은  시 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잔여

권(remainder)과 복귀권(reversion)은 장래의 권리(future interest)로서  시 에

는 다른 사람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잔여권은 토지에 하여 이 에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았던 자에게 부여되는 이스테이트이고, 복귀권은 보유

권자가 자신이 가진 이스테이트보다 작은 내용의 이스테이트를 제3자에게 양도

하고 남은 이스테이트를 의미한다.63)

미 특유의 법리이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64) A가 단순 구보유권(fee simple)을 가진 토지를 양도하면서, “B가 

생존하는 동안 B가 생애보유권을, 그 후에는 C가 구보유권을 가진다(to B for 

life and thereafter to C in fee simple)”는 내용을 부기한 경우에, B는  토지

를 재부터 생존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생애권(life estate in 

possession)을 가지는 것이고, C는 잔여권으로서 단순 구보유권(fee simple 

고 할 수 있다(임홍근·이태희,법률 어사 ,법문사(2010),p.1704).과거에 일반 으로 어떤 사람

이 시진을 가진다는 의미는 A가 해당 토지에 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

미하 다(itwastheperson-andhealone-seisedwhocouldexerciseanowner’srightoverthe

land,Megarry&Wade(주 30),p.46).정기부동산보유권에서 자유보유권을 가지는 주만이 시진

을 가지고 차주는 시진이 아니라 토지에 한 유권(possession)만 가진다고 할 것이다.주의할 

은 시진은 역사  산물이어서 시 에는 유와 시진을 구별할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이다.

62)Megarry&Wade(주 30),pp.42-43.

63)Megarry&Wade(주 30),p.43.

64)아래의 는 Megarry&Wade(주 30),p.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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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in remainder)을 가지므로 B가 사망하는 시 부터  토지에 한 사용수

익이 가능하다.  사안에서 A는 자신이 가진 이스테이트 부를 양도하 으므

로 A는 어떠한 복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안을 달리하여 A가 단순 구보유권을 가진 토지를 양도하면서 “B

가 생존하는 동안, 그 후에는 C가 생존하는 동안(to B for life and thereafter to 

C for life)”이라는 내용을 부기한 경우에, B는  토지를 재부터 생존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생애권(life estate in possession)을 가지는 것이고, C

는 잔여권(life estate in remainder)으로서 생애권을 가지며, C가 사망하게 되면 

A는 자신이 가진 이스테이트(단순 구보유권)보다 작은 내용의 이스테이트(생애

권)을 양도하 으므로 복귀권으로서 단순 구보유권(fee simple in reversion)을 

가진다. 

   

다. 소유권 분할과 신탁 법리의 발

이상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국에서는 왕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념을 제로 하지 않는 이스테이트 법리가 

발 하 고, 그에 따라 소유권은 분할가능한 권리로 인식되었다.65) 단순 구보

유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복귀권을 가질 수 있고, 생애권을 가지는 보

유권자는 속 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잔여권을 가지는 보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하나의 토지에 하여 여러 명의 보유권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권리의 상 성(relativity of titles)

65) 국에서 Y가 X토지에 하여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Y가 농역(socage)을 조건으로 단순 구

보유권을 가진다(YisholdingXforanestateinfeesimpleinsocagetenure)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Megarry&Wade(주 30),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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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될 뿐이다.66) 토지에 권리에 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가 주장하는 권리  가 우월한 권리(better title67))를 가지는지만 심리하면 

된다. 만약 A와 B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당사자 A가 당사자 B보다 우월한 권

리를 가지고 있으면, 설령 C가 A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더라도 C가 소송당사

자도 아니고 B가 C의 권리에 기하여 해당 토지를 유하는 것이 아닌 한, A는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68) 

국의 유연한 물권 개념은 신탁 법리가 발 하는 토 를 마련하 다. 보통법

에서 인정하는 소유권의 분할을 토 로, 신탁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

이라는 보통법상의 소유권(legal ownerhsip)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향유할 수 

있는 형평법상의 소유권(equitable ownership)을 분속시킴으로써 보통법의 정신

을 계승·발 시킨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법은 토지에 한 보유권을 유권, 잔여권, 

복귀권으로 나 어 재의 권리와 장래의 권리로 시간 으로 분할하 는바, 신

탁은 이러한 념을 토 로 ‘수익자연속신탁’69)을 통하여 수익자가 가지는 

물  권리를 시간 으로 분할하기에 이르 다. 앞서 본 이스테이트 법리는 부동

산에 하여만 용되므로 동산에 하여는 보통법에 따르면 소유권의 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탁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동산에 해서도 소유권의 분할

66)권리의 상 성에 하여는 Megarry&Wade(주 30),p.90이하.

67) 미에서는 어떤 물건에 한 권능을 설명할 때 권리(interest),보유권(estate),권원(title)등의 용어

를 사용하는바, 물  권리(proprietaryinterest)는 모든 형태의 물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고,이

스테이트(estate)는 토지에 한 물  이익을 통칭하는 용어이고,권원(title)은 권리(interest)의 증

거 는 권리(interest)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일반 으로 설명한다(이연갑(a)(주 8),

22면,이 을 상세히 다룬 문헌으로는 LisaMcClure,ChantalStebbings& GordonGoldberg,

“TheHistoryofaHuntforSimplicityandCoherenceintheFieldof‘Ownership’,‘Possession’,

‘Property’,and‘Title’”,DenninglawJournal103(1992)참조).

68)OceanEstatesLtdv.Pinder[1969]2AC19.

69)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 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우리 신탁법 제6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수익자연속신탁에 하여는 ‘제5장 제5  Ⅳ.’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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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로 한 법리를 개하 는바, 이것이 바로 신탁이 주는 커다란 효용 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70) 

II. 미의 신탁법 – 미국 신탁법을 심으로

1.미국 신탁법의 개

가. 서설

미국은 기본 으로 국의 신탁제도를 받아들여 신탁을 발 시켰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s)’, ‘낭비자신탁(spendthrift 

trusts)’등 독자 인 신탁제도를 발 시켜 신탁을 활성화하 고, 재는 신탁의 

도산격리기능, 조세편의기능을 상사에서도 리 활용하고 있다.71) 우리가 신탁

70)SarahWorthington(주 10),pp.74-75.동산에 하여 수익자연속신탁을 용한 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수탁자가 렘 란트의 그림을 ‘A의 생존기간 동안에는 A를 하여,A사망 후에는 

B의 생존기간 동안 B를 하여,B사망 후에는 C를 하여’ 리할 수 있다.이러한 유형의 신탁

을 통해 수탁자,A,B,C는 그림에 하여 물권과 그에 상응하는 물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다.물론 계약에 의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그 경우에는 물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71)최근에 미국은 신탁제도를 자산유동화나 뮤추얼 펀드(mutualfund)와 같은 상사분야에 극 활용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사 신탁(businesstrust)에 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으나,이 부분은 본

고의 논의 상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 다.참고로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상사신탁에 

한 논의에는 원칙 으로 용되지 않는다(Langbein(주 1),p.166).상사신탁에 한 논의로는   

JohnH.Langbein(주 1);RobertH.Sitkoff,“Trustas“uncorporation”:A ResearchAgenda,

Symposium:Uncorporation:ANewAge?”,2005U.Ill.L.Rev.31(2005);StevenL.Schwarcz,

“CommercialTrustsasBusinessOrganizations:UnravelingtheMystery”,58BUS.LAW.559

(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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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면 개정한 과정을 보면 미국의 UTC,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를 폭넓게 

참조하 음을 알 수 있다.72) 미국 신탁법의 고찰은 우리 신탁법의 해석에도 상

당한 시사 을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신탁법을 심으로 미의 

신탁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나. 유언검인 차와 신탁법

미국에서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언 검인 차

(probate system)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유언 검인 차는 검인 법원

(probate court)이 유언의 진정성립을 검인한 후 법원의 감독 하에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재산을 모아,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한 채무를 변제하고, 망인

의 수익자 내지 가족의 이해 계를 조 하고, 망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차

를 말한다.73) 

그런데 유언검인 차는 (1) 많은 비용의 지출을 래하고, (2)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3) 유언 등 계 서류가 일반 으로 공개되어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언검인 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상속인들이나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 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74) 

 이러한 상황에서 각 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신탁제도이다. 즉 노만 데이시

(Norman Dacey)는 1965년에 ‘유언검인 차를 피하는 방법(How to Avoid 

72)신탁법 개정안 해설,법무부(2010.2)참조.

73)유언 검인 차에 한 반 인 설명으로는 JesseDukeminier& StanleyM.Johanson,Wills,

Trusts,andEstates,6th ed.,LittleBrown& Co(2000),pp.39-44;GeorgeGleasonBogert&

GeorgeTaylorBogert,TheLaw ofTrustsandTrustees,2nded.,WestPublishingCo(1984),§

231참조.

74)유언검인 차에 법원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 에 직면하여 통일검인 차법(the Uniform

ProbateCode,UPC)은 법원의 여를 획기 으로 이는 방식을 취하 다(RogerW.Anderson,

UnderstandingTrustsandEstates,4thed.,(LexisNexis,2009),p.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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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이라는 책을 출 하 는데,  책을 통해 유언의 안(will substitute)

으로 신탁제도를 소개하면서 생 에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유언검인 차를 

받지 않고 상속인들이나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 할 수 있다는 을 리 홍보

하 다. 이를 계기로 신탁제도가 유언에 의한 재산권이 과 비되는 '생 의 

재산권이 (lifetime transfer)'을 한 제도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고 신탁이 활성

화되는 결정 인 계기를 마련하 다. 미국에서는 ‘유언’ 신에 신탁제도를 이

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유언 용신탁75)이 리 활용되고 있다.

다. 신탁의 법원(法源)

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신탁의 법리를 연구함에 있어 1차 인 법원(primary 

authority)에 해당하는 것은 례이고, 이와 별되는 2차 인 법원(secondary 

authority)  요한 것은 미국법률 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심이 

되어 발간한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이다. 재까지 세 번에 걸쳐 신탁법 리스테

이트먼트(Restatement of Trusts)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가 법 인 효력

은 없으나 소송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매우 높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

다.76) 

 그 다음으로 미국의 신탁의 법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요한 2차 인 법원은 

UTC이다. UTC는 신탁에 한 법을 표 화함으로써 각 주마다 신탁에 한 법

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을 시정하고 유언의 안으로서 신탁제

75)유언 용신탁은 탁자의 생 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생 신탁(intervivostrust,livingtrust)으로 

통상 생 에는 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탁자의 배우자·자녀 등

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다.유언 용신탁을 통해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우리는 신탁

법 제59조에서 용하고 있다.

76)일례로 캔사스주 법원은 “해당 사안에 하여 용될 수 있는 직 인 법이 없으면,우리 법원

은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에 문의한다.”고 시한 바 있다(ShrinersHospitalsforChildrenv.Firstar

Bank,N.A.(InreEstateofSomers),277Kan.761,767(Ka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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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활성화하기 하여 표 주법 원 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2000년

에 공표된 후 2005년에 마지막 개정이 이루어졌고,77) UTC를 부 는 부분

으로 채택한 주는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 버지니아 주를 비롯하여 약 32개 주

에 이른다.78) UTC는 그 동안 신탁에 하여 법원이 내린 결을 존 하는 차원

에서 신탁에 한 기존 법리를 체계화하 으면서도 동시에 신탁의 발 을 하

여 기존과는 다른 법리를 제시하는 등 미국 신탁법의 재와 미래를 악할 수 

있는 요한 법원(legal authority)이라고 할 수 있다.79) 

이하에서는 UTC와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심으로 의 미 신탁법을 

설명하되, 미국 신탁법과 구별되는 국 고유의 신탁법에 하여도 논하고자 한

다.  

2.미국 신탁법상 신탁의 의의와 신탁의 성립

가. 신탁의 의의

신탁의 의의에 하여 Res 2nd §2는 “신탁은, 신탁재산에 한 신임 계를 

말하며, 신임 계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

익을 하여 신탁재산을 취 하여야 하는 형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7)2005년 개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가장 최근의 UTC내용은 ThomasP.Gallanis,UniformTrustand

EstateStatutes,2015-2016Edition,FoundationPress(2015),p.401이하 참조.  책에는 미국의 

신탁 련 법과 유언에 한 법이 부 소개되어 있다.

78)http://www.uniformlawcommission.com/Act.aspx?title=Trust+Code(2016.1.10.방문).

79)UTC에 있는 신 인 내용(InnovativeProvisions)에 하여는 UTCPrefatoryNote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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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 로 신탁의 의의를 분석하여 보자. 형평법은 보통법을 존 하는 제

에서 출발한다(equity follows the law).80) 따라서 수탁자가 해당 재산의 권리자

임이 외 으로 표시됨으로써 가지는 보통법상의 권리(legal title)를 인정한다. 

그 지만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리할 의무를 부담하

는바, 수탁자가 수익자에 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단순한 채권  의무가 아니라 

형평법상의 의무이고 수익자는 이를 강제하기 하여 형평법상의 권리(equitable 

ownership)을 가진다는 것이다. 

보통법에 기한 소유권을 갖는 수탁자와 형평법에 기한 소유권을 가지는 수익

자가 충돌할 수 있는바, 수탁자에게 신임 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한 고도

의 충실의무가 부과되므로 수익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신탁의 정의에서의 핵심은 소유권의 내용  분할과 소유권의 분할로 인

한 충돌을 방지하기 한 신임 계의 설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신탁의 종류

 미에서는 통상 신탁을 신탁 설정에 한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1) 당사자

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명시신탁(express trust), (2) 당사자의 의사와 상 없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복귀신탁(resulting trust)으로 

분류한다.81) 그  명시신탁이 우리 신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탁과 가장 유

80)PhilipH.Pettit(주 23),p.25이하.

81)Bogert,Oaks,Hansen & Neeleman(주 35),p.2;Charles Mitchell,Hayton & Mitchell,

CommentaryandCasesonTheLaw ofTrustsandEquitableRemedies,13th ed.,Sweet&

Maxwell(2010),pp.32-33. 와 같은 분류 외에 묵시신탁(impliedtrust)도 신탁의 한 유형인지 문

제가 된다(묵시신탁을 신탁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RobertL.Mennel& SherriL.

Burr ,임채웅 역,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한 새로운 이해,박 사(2011),262면).묵시

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이지만,당사자가 신탁설정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신탁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PhilipH.Pettit(주 23),p.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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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고 할 것인바, 명시신탁을 심으로 각각에 하여 세부 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1) 명시신탁(express trust)

신탁이 가지는 강  의 하나는 신탁이 특정의 형식 인 틀에 얽매이지 않

고 매우 유연하다는 에 있다.82) 이 때문에 신탁의 성립요건을 확정하여 논하

기가 쉽지 않으며, 아래에서 논하는 성립요건 에 그 일부를 결하여도 신탁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통상 신탁의 성립요건으로 ① 신탁설정의 의

사(an intention to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② 수탁자 앞으로의 신탁재산

의 이 (property that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③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

의 존재(ascertainable beneficiary), ④ 수탁자의 존재(the trustee), ⑤ 공서양속

에 반하지 않는 신탁의 목 (a valid trust purpose), ⑥ 사기 방지법(the Statute 

of Frauds)이 용되는 재산 양도에 있어서는 형식  요건의 구비(formalities)를 

언 할 수 있다.83)84)

그 다면 묵시신탁은 명시신탁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바,신탁의 독자 인 유형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참고로 UTC는 묵시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82)미국 신탁법의 가라고 할 수 있는 Scott교수는 “신탁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

진하다”고 말하면서 신탁이 해당 목 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음을 강조하 다

(AustinW.Scott,William F.Fratcher& MarkL.Ascher,TheLaw ofTrusts(이하 ‘Scott&

AscheronTrusts’라고 약칭한다),vol.1,5thed.,AspenPublishers(2006),p.1).

83)신탁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UTC §402의 원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보는 

capacity(행 능력)는 신탁의 고유한 요건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 다).

“(a)Atrustiscreatedonlyif:

(1)thesettlorhascapacitytocreateatrust;

(2)thesettlorindicatesanintentiontocreatethetrust;

(3)thetrusthasadefinitebeneficiary…

(4)thetrusteehasdutiestoperform;and

(5)thesamepersonisnotthesoletrusteeand thesolebeneficiaryofallbeneficial

interests.”

한편 신탁의 목 이 공서양속에 반하면 아니 된다는 을 규정한 UTC§404의 원문 일부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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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설정의 의사(an intention to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1) 신탁은 탁자가 신탁설정의 의사, 즉 신탁재산의 이 을 통

해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성립한다. 통상 

‘Trust Agreement’, 는 ‘in trust’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신탁설정

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Jimenez v. Lee, 547 P.2d 

126 (Or. 1976) 사건에서 보듯이 ‘trust’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없어도 

신탁설정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85)

신탁의 성립을 해서 탁자가 신탁설정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수탁자나 

수익자의 승낙은 필요가 없다.86) 그 이유는 탁자가 신탁설정의 의사를 표시

하고 신탁재산을 이 함으로써 신탁은 성립하는 것으로, 신탁설정의 의사의 

표시는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이 을 요건으로 하는 일방 인 

와 같다.“Atrustmaybeenforcedonlytotheextentitspurposesarelawful,notcontraryto

publicpolicy,andpossibletoachieve.….”

84) 국에서는 신탁 성립의 요건에 해서 세 가지 확실성(threecertainties)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

하는데,‘용어의 확실성(certaintyofwords)’,‘목 물의 확실성(certaintyofsubjectmatter)’,‘수익

자의 확실성(certainty of objects)’이 그것이다(Graham Moffat, Trusts Law, 5th ed.,

Cambridge(2009),p.121이하;Hanbury&Martin(주 22),p.97이하;CharlesMitchell(주 81),p.

141이하;PhilipH.Pettit(주 23),p.48이하).용어의 확실성은 신탁설정의 의사에,목 물의 확실

성은 신탁재산의 이 에,수익자의 확실성은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의 존재에 각 응한다고 할 

수 있다.

85)  사건에서 원고의 할머니는 원고와 원고 부모의 이름으로 축채권을 매수하 는데,당사자는 모

두  축채권이 원고의 교육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사건의 

쟁 은 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수탁자의 지 를 인정할 수 있

는지에 있었고,오리건주 법원은 원고의 할머니에게 신탁설정의 의사가 있었다고 시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에게 수탁자의 지 를 인정하 다.

86)Res2nd§35,36(신탁은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고,수탁자나 수익자의 승

낙이 없어도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수익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수익자로 

하여  수익권을 조기에 취득하게 하고,이를 통해 탁자와 수탁자가 수익권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우리 신탁법도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수

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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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행 이기 때문이다.87)

물론 신탁의 성립을 하여 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

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바로 신탁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에서 신탁설정의 의사의 표시를 하 으므로 신탁재산을 이

한 때에 비로소 신탁이 성립하는 것이다.88) 수탁자의 의무도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이 에 의하여 발생된 신임 계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89) 

(2) 신탁설정의 의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탁자의 의사

가 ‘신탁의 설정’인지 ‘단순한 부탁’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재산을 이 하면서 그 재산이 甲의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wish)이나 요망(desire)을 표시한 경우에 甲에

게 신탁설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재산의 이

과 련하여 소망이나 요망과 같은 간원(懇願) 인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 

이를 간원  신탁(precatory trust)이라고 하는바, 법 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신탁이 성립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간원  신탁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의사해석을 

통한 사실 계 확정의 문제이다. 간원  신탁에 해서 과거에는 간원 인 언

어를 무시하고 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90) 그러나 유언장에 ‘..을 요청한다

(it is my request that ...’나 ‘...을 권고한다(it is my recommendation)’는 

87)이연갑(a)(주 8),34면.신탁설정에 있어서 약인(consideration)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Scott&AscheronTrust,vol1.pp.156-159).

88)제3차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이하 ‘Res3rd’라고 한다)§10 cmt.g.다만, 외 으로 신탁재산의 

이 이 없어도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그 경우

는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 그 자체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이다(Res3rd§10cmt.g참조).

89)Scott&AscheronTrusts,vol.3,pp.1077-1078;Res2nd§74cmt.a참조.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와 같은 이유로 신탁의 법률 계는 계약법 인 법률 계로 환원하여 악할 수 없는 것이다.

90)Scott&AscheronTrusts,vol.1,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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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신탁설정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의 미국 

례의 경향이다.91) 양수인이 양도인의 소망이나 요망을 따를지 여부는 양수

인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92) 

결국 의사해석상 수탁자에게 법  의무를 지울 의사가 있어야 신탁설정의 의

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신탁재산의 이 (property that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해서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 되어야 한

다.93) 수탁자가 후견인(custodian), 리인(representative), 재산 리인

(conservator)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신탁재산을 이 받는 데 있다. 신탁재

산은 수탁자에게 이 되어야 하고, 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므로 

식별가능할 것(identifiable property)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94) 를 들어 나

의 부분̇̇ 의̇ 잔여재산(the bulk of my said residuary estate)을 신탁재산으로 이

하겠다고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신탁은 무효이다.95) 

91)Mckinseyv.Cullingsworth,175Va.411(Va.1940)사건에서 유언자는 피고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

면서 “ 의 동생(  사건의 원고)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라(youtakecareofyoursisterthe

bestyoucan)”라고 유언장에 기재하 다.이에 원고는 피고에 하여 신탁의 성립을 주장하 는

데,버지니아주 법원은 이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여 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그 외

에 Comfordv.Cantrell,177Tenn.553,151S.W.2d1076(1941); InreEstateofHogan,146

N.W.2d257(Iowa1966);ClalitHealthServ.v.IsraelHumanitarianFound.,385F.Supp.2d292

(D.N.Y.2005);간원  신탁의 례의 태도에 한 설명으로는 Bogert,Oaks,Hansen &

Neeleman(주 35),pp.17-18; Scott&AscheronTrusts,vol.1,pp.193-198(다만,양수인이 은행이

거나 회사인 경우에는 외 으로 신탁으로 인정한다).

92)Res3rd§13cmt.d참조.

93)UTC§401참조.UTC§401은 “Atrustmaybecreatedby:

(1)transferofpropertyunderawritteninstrumenttoanotherpersonastrusteeduringthe

settlor’slifetimeorbywillorotherwrittendispositiontakingeffectuponthesettlor’s

death”라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이 을 신탁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94)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23.

95)Palmerv.Simmonds(1854)2Drew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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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가와 련하여 장래 이익(future interest96))

이 신탁재산으로서 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 되므로 이에 

하여 살펴보고, 미 신탁법의 특징인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을 검토

하고자 한다.

           (1) 장래 이익의 신탁재산으로서의 격성

Brainard v. Commissioner, 91 F.2d 880 (7th Cir. 1937)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

은 장래 이익은 신탁을 형성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사건에서 Brainard는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할 이익을 자신의 가족을 하여 

신탁하겠다고 구두로 자신의 가족에게 선언하 는데, 연방항소법원은 신탁의 설

정을 부인한 것이다. 

 결은 Speelman v. Pascal, 178 N.E.2d 723 (N.Y. 1961) 사건과 비되는

데, 이 사건은 로듀서인 Pascal이 George Bernard Shaw의 상속인으로부터 

George Bernard Shaw의 희곡인 Pygmalion을 원작으로 ‘뮤지컬’을 만들 수 있

는 권리만을 획득한 시 에서,  희곡을 가지고 장차 ‘ 화’를 만드는 경우

에 발생할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이에 하여 뉴욕주 법원은 장

래 발생할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시하면서  양도행

가 유효하다고 보았다.97)

와 같이 견해가 일치된 것은 아니나, 재 국이나 미국이나 장래 이익에 

한 신탁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체 인 견해이다.98) Res 3rd §41은 

96)장래 이익(futureinterest)은 장래에 어느 때에 사용, 유  향유할 수 있기 시작하는 부동산 혹

은 동산에 한 권리를 의미한다(임홍근·이태희(주 61),p.847참조).보통법은 장래 이익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PhilipH.Pettit(주 23),p.120)장래 이익에 하여 신탁재산으로의 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97)  결에 하여는 장래 이익의 양도는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한 약인(consideration)에 의하

여 뒷받침되면 유효하므로 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RobertL.

Mennel&SherriL.Burr(주 81),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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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재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 나 희망, 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권

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받을 것이라는 기 나 희망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An expectation or hope of receiving property in the future, or an 

interest that has not come into existence or has ceased to exist, cannot be 

held in trust)”고 하여 이에 따르고 있다.

           (2)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에 의한 신탁설정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은 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

산  일정한 부분을 신탁재산으로 리․처분하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신탁

을 설정하는 것이다. 미 신탁법은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고,99) UTC §401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100) 그런데 와 같은 방식

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므로 과연 신탁재산의 이

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

을 범 하게 인정하면, 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신탁재산화하여 채권자의 강

제집행을 면탈할 험이 커지고, 신탁재산이 식별되지 않아 법률 계가 불명확

해지는 문제 이 있다(앞서 본 Brainard 사건도 신탁선언을 근거로 신탁을 설정

하려고 한 것으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의 문제 을 알 수 있다).

UTC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선언을 근거로 한 신탁재산은 다

른 탁자의 재산과는 ‘식별가능한 재산(identifiable property)’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TC §401(2)). 식별가능한 신탁재산이 되기 해서는 등기나 등

98)Graham Moffat(주 84),p.177;PhilipH.Pettit(주 23),p.120;Bogert,Oaks,Hansen&Neeleman

(주 35),p.27.

99)이 에 한 국 신탁법의 내용에 하여는 PhilipH.Pettit(주 23),p.88이하 참조.

100)UTC§401의 원문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Atrustmaybecreatedby:

… (2)writtendeclarationbytheownerofpropertythattheownerholdsidentifiableproperty

as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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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다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그러한 등기나 등록이 신탁선

언에 의한 신탁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니며 신탁재산이 열거된 명세표를 부착하

는 방법으로도(merely by attaching a schedule listing the assets that are to be 

subject to the trust) 식별 가능한 신탁재산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1) 미

국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은 뒤에서 보는 철회가능신탁과 결합하여 검인을 

피하기 한 유언의 체수단으로 리 활용되고 있다. 

다)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의 존재(ascertainable beneficiary)

           (1) 수익자의 확정 여부

신탁이 성립하기 해서는 수탁자로부터 독립된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

(beneficiary, cestuis que trust)가 필요하다.

수익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로서, 수탁자는 

수익자에 하여 신임 계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는 이를 강제한다. 따라

서 유일한 수탁자와 유일한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UTC §402(a) 

(5)). 신탁 설정 시에 수익자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수익자가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102) 이와 련하여 수익자를 ‘친구들

(friends)’과 같은 불확정 집단으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Clark v. Campbell, 133 A. 166 (N. H. 1926) 사건에서 유언자는 자신의 유품이 

유언자를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분배되기를 원했다. 유

언자는 수탁자에게 유언자의 물건을 모두 양도하면서, 각각의 유품이 어느 친구

101)UTC§401cmt.참조.

102)UTC§402(b)“A beneficiaryisdefiniteifthebeneficiarycanbeascertainednow orinthe

future,subjecttoanyapplicableruleagainstperpet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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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특정을 하지 않고 신 “수탁자가 선정하는 내 친구

들에게(to such of my friends as they, my trustees, shall select)”  유품을 분

배할 것을 명하 다. 이에 하여 뉴햄 셔 주 법원은, 수탁자가 유품 수령자

(수익자)를 선정하 을 때 그 선정행 의 법성을 심사할 기 이 마련되어 있

지 않고 수탁자에게 지명권(power of appointment)103)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신탁의 성립을 부정하

다.104)

그러나 제2차 물권법 리스테이트먼트는 Clark 사건에 있는 문구는 수탁자에게 

합리 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명권(a power of 

appointment)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Clark 결을 

정면으로 비 하는 등 학자들의 비 이 많았다.105)

이러한 비 을 반 하여 Res 3rd §46은 불확정 집단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

은 원칙 으로 무효이나, 외 으로 신탁재산의 양수인(수탁자)에게 불확정 집

단  신탁재산을 분배받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 그 

신탁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06)

 UTC §402(c)는 ‘ 탁자가 수탁자에게 불확정 집단 에서 수익자를 지정

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유효하다. 수탁자가 합리  기간 내에  권한을 행

103)지명권(apowerofappointment)은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될 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

다. 를 들어 “나의 가구는 나의 자녀들에게 주되,나의 아들 존이 가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

지 결정하도록”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 존이 지명권을 갖는다(RobertL.Mennel& SherriL.

Burr(주 81),pp.204-205참조).

104) 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InreBarlow’sWilltrusts[1979]1AllER296참조. 탁자가 많

은 고가의 그림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수탁자에게 ‘특정 가격에  그림을 사고 싶은 나의 친구

들(anyfriendofmine)에게’  그림을 매도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하 는바,수익

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이 무효라고 단하 다.

105)Restatement(Second)ofProperty,DonativeTransfers§12.1cmt.참조.

106)다만, 와 같이 신탁이 유효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분배할 의무는 없으며(즉  불확정 

집답단의 구성원이 신탁재산의 분배를 강제할 수는 없다),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분배하지 않는 경

우에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복귀신탁의 수익자(reversionarybeneficiariesimpliedbylaw)를 하

여 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Res3rd§46(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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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으면 복귀신탁(resulting trust)107)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 지정 권한

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여 기본 으로 Res 3rd §46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

다.108)

그러나 미국 부분의 법원은 Res 3rd §46과 UTC의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는 

Clark 결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109)

수익자의 특정이 요한 것은 수익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수탁자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탁자가 의도한 신탁은 오

로지 수탁자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는바, 이러한 유형의 신탁에 하여 섣불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2)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원칙에 한 외)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가 존재하여야 신탁이 성립한다는 원칙에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외가 있다. 

그 의 하나는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가난 구제, 교육 는 종교의 발 , 

건강 증진 기타 공동체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110))이다. 공익신

탁에서는 목 의 공익성에 비추어 불특정다수인(공 )을 한 신탁설정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111)112) 

107)복귀신탁에 해서는 뒤에서 논한다.

108)UTC§402(c)는 “Apowerinatrusteetoselectabeneficiaryfrom anindefiniteclassisvalid,

Iftheposerinnotexercisedwithinareasonabletime,thepowerfailsandtheproperty

subjecttothepowerpassestothepersonswhowouldhavetakenthepropertyhadthe

powernotbeenconferred”라고 규정하고 있다.

109)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73참조.

110)UTC§405(a)참조.

111)UTC§402(a)(3)(A),§405참조.

112)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탁법에 의하여 와 같은 형태의 공익신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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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외로 목 신탁(trust for noncharitable purpose) 내지 명 신탁

(honorary trust)을 검토하여야 한다.113) 목 신탁은 비공익목  내지 사  목

을 하여 설정되는 신탁으로 자신이 가진 반려동물의 보호를 해 재산을 신

탁하는 경우, 묘지의 리를 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탁자의 의

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을 의미한다. 미의 

통 인 신탁법 이론은 수탁자의 의무를 강제할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목 신탁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114) 그러나 UTC §408, 409는 목 신

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115) 신탁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 는 와 같은 

자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자가 목 신탁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116) 

목 신탁이 가지는 효용성 의 하나는 신탁을 자산유동화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다. 자산의 원소유자가 자산의 리·처분을 목 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목 신탁의 설정), 신탁회사는 수익권을 분할하여 수익증권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매하되, 투자자는 수익자의 지 가 아니라 단순히 자산으로부터 

113)목 신탁과 명 신탁이 동일한 뜻인지에 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수익자가 없는 비공익신탁

은 강제할 수 있는 신탁이 아니다(unenforceabletrust)라는 의미에서 명 신탁(honorarytrust;의

무의 이행을 법 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수탁자의 명 심에 의존하는 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

었으나(Scott&AscheronTrusts,vol.2,p.745이하), 재 명 신탁에 하여도 그 유효성을 인

정하는 제에서 명 신탁을 목 신탁(trustfornoncharitablepurpose)이라고 칭하기도 한다(Res

3rd,§47).이하에서는 목 신탁과 명 신탁을 같은 뜻으로 보고 논의를 개한다.

114)UTC§408cmt.참조.

115)다만 구불확정 지원칙(ruleagainstperpetuity)에 의하여 목 신탁의 존속기간은 [21]년이다

(UTC§409(1)).존속기간을 ‘[21]년([21]years)’라고 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은 각 주마다 목 신

탁의 존속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참고로 구불확정 지원칙은 장기간 권리의 

귀속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한 법리로 “모든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에 생존

한 어떤 사람의 사후 21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하고 그 지 않으면 그 권리는 유효하지 않다(No

interestisgoodunlessitmustvest,ifatall,notlaterthantwenty-oneyearaftersomelifein

beingatthecreationoftheinterest)”고 설명할 수 있다(JohnChipmanGray,TheRuleAgainst

Perpetuities,4thed.,Little,BrownandCompany(1942),p.191).

116)UTC§408(b),§409(2),미국은 반려동물 보호를 한 신탁을 활성화하기 하여  §408에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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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수익을 향유하는 자의 지 에 두는 것이다. 목 신탁을 활용하면 신탁이 

가지는 도산격리기능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원소유자의 재산상태에 

크게 심을 둘 필요가 없고, 신탁회사는 수익자의 획정과 변경을 하여 노력

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한 자산유동화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신

탁법도 목 신탁의 유효성을 명문화하 다(법 제2조, 제88조 제4항).  

라) 수탁자의 존재(the trustee)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한 보통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수익자에 

하여 신임 계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바, 이러한 신탁의 본질  요소에 비추

어 수탁자가 존재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수탁자의 존재라는 요건은 실제

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요건이다. 즉 탁자가 신탁을 설정하

고 재산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 으나 수탁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는 수

탁자가 직무인수를 거 한 경우 신탁이 불성립하거나 신탁이 종료하는 것은 아

니고, 법원이 한 수탁자를 지명하게 된다.117) 따라서 미 신탁법에서는 신

탁의 성립과 지속이 특정 수탁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없어도 신탁

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118)

특징 인 것은 미에서는 신탁이 ‘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기하

여 성립한다기보다는 ‘ 탁자의 신탁설정행 ’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보므로,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이 직무인수를 거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

(UTC §701(b) 참조). UTC §704(c)는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순서 즉, (1) 

신탁조항에 의하여 승계수탁자로서 지명된 자, (2) 수익자 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순서로 수탁자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7)Hentschelv.Fidelity&DepositCo.,87F.2d833(8thCir.1937).

118)Res3rd§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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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신탁의 목 (valid trust purpose)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은 그 유연성이 최 의 장 이므로 다양한 목 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즉 UTC §404는 신탁은 불법  

목 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 을 해서 설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하

고 있다. 

통상 신탁의 목 이 불법인 경우로는 ① 수탁자의 범죄 는 불법행 와 

련하여 신탁에 기한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 ② 신탁의 목 이 채권자나 다른 이

해 계인을 기망하기 함인 경우, ③ 신탁설정의 약인이 불법인 경우 등을 

로 들 수 있고, 신탁의 목 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는 ① 범죄나 불법행

를 조장하거나, ② 결혼이나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③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등을 로 들 수 있다.119)

바) 형식  요건의 구비(formalities)

사기방지법(the Statute of Frauds)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에 한 계약은 서

면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구두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120) 따라서 

부동산에 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신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기방지법이 용되지 않는 분야, 를 들면 동산의 양도

에 한 신탁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구두에 의한 신탁의 설

정이 가능하다. 

119)Scott&AscheronTrusts,vol.2,p.471이하;UTC§404cmt.참조.

120)사기방지법에 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E.AllianFarnsworth,William F.Young,CarolSanger,

NeilB.Cohen,RichardR.W.Brooks,Contracts-CasesandMaterials,7th ed.,Foundation

Press(2008),p.257이하.사기방지법은 1677년 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시 에서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부동산 양도와 같은 분야에서는 여 히 계약의 유․무효를 좌우할 수 있다.



-43-

2) 법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는 신탁(법정신탁) : 복귀신탁

(resulting trust)과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무엇이 복귀신탁이고 무엇이 의제신탁인지에 하여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기

는 어려우나,121) 여기서는 Scott 교수의 개념 분류를 심으로 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가) 복귀신탁(resulting trust)

명시신탁은 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에 

반하여 복귀신탁은 탁자의 의사와 상 없이 성립하는 신탁이다. 재산의 양도

인이 양수인에게 권리를 이 하 으나, 양수인에게 해당 재산에 한 수익권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property)을 수여할 의도가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122) 복귀신탁이 성립하는 경우, 형평법상의 소유권이 당

의 소유자에게로 되돌아가는(equitable ownership jumps back to the original 

legal owner)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곧 복귀신탁이 어떤 재산을 그 법한 소

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메커니즘임을 암시해 다.123)  

복귀신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이다.124) 

첫 번째로 명시신탁을 설정하려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하 으나 신탁

이 체 으로 는 부분 으로 무효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탁자의 의도

는 수탁자로 하여  보유한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게 할 의도는 아니

었다고 추론되므로, 법원은 복귀신탁의 성립하 음을 제로 수탁자에게 해당 

121)PhilipH.Pettit(주 23),p.68;SarahWorthington(주 10),p.71참조.

122)Scott&AscheronTrusts,vol.6,p.2820.

123)SarahWorthington(주 10),p.71참조.

124)Scott&AscheronTrusts,vol.6,p.282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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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탁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Clark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을 무효로 보았는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유언자의 물건을 유언자의 

상속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탁자의 지 에 있게 되는바, 복귀신탁의 개념을 

통해 수탁자가 유언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명시신탁에 따라 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하고, 수탁

자는 신탁에 기한 의무를 부 이행하 으나 잔존 신탁재산이 남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도 수탁자의 잔존 신탁재산에 한 수익을 탁자가 의도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수탁자에게 잔존 신탁재산을 탁자에게 반환하라고 명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을 부 지 한 상황에서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하지 않고 제3자(grantee) 앞으로 이 한 경우이다. 이런 경

우에 매수인이 제3자(grantee)에게 그 앞으로 이 된 재산의 수익을 수여할 의

도가 없었다고 추론되므로, 법원은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라

고 명할 수 있다. 

나)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이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계없이 특정 재산의 권리자를 법률상 수

탁자로 의제하는 신탁 계를 말하며, 명목상의 권리가 있음을 기화로 부당이득

을 취한 자에 하여 그 부당이득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기 한 

구제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125) 즉, 재산의 명목상 권리자가 그 재산을 보유하

도록 하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단되는 경우에, 명목상 권리자에 하

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형평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바, 이러한 

125)RogerW.Anderson(주 74),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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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의제신탁이 성립한다.126) 

를 들어 사기방지법이 용되어 재산 양도가 무효가 된 경우에, 법원은 재

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양수인)를 수탁자로, 그 재산을 양도한 자(양도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를 수익자로 한 신탁이 설정되었다고 의제하여, 양수인이 

해당 재산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의제신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국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의제신탁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Restitution)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127) 의제신탁의 법리는 형평법에 근

거한 것으로서 법원이 의제신탁을 용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Richard v. Richard, 900 A.2d 1170 (R.I. 2006)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

이에 주택에 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을 지 하 는데,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주택에 오랜 기간 거주하여 오다

가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의 이 을 구하 다. 이에 피고

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기방

지법상의 항변을 하 다. 이에 하여 로드아일랜드주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상당기간 거주한 을 논거로 하여 의제신탁을 인정하

고, 그 결과 원고들은 형평법상의 권리(equitable right)를 가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의 이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탁자와 수탁자의 지

가. 탁자의 지

126)Scott&AscheronTrusts,vol.1,p.174.

127)Restatement(Third)ofRestitutionandUnjustEnrichment§5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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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탁은 타익신탁 주로 발달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이 계

약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의 일방 인 신탁

설정의 의사의 표시와 신탁재산의 이 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단 신탁이 성립되면 신탁은 탁자의 손을 떠나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조율되어야 하는 법률 계로 악하므로, 신탁을 논함에 있어서 탁자의 지

는 그 요성이 떨어진다.128) 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 수탁자에게 신임

계에 기한 의무를 부과하고 신탁 설정의 의사로 신탁재산을 이 할 때까지만 

요하고, 신탁재산을 이 한 뒤에는 연  권리(historical interest)만을 갖는 

(前)소유자와 유사하다.129) 따라서 탁자는 수탁자에 하여 신탁설정행 에

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즉 수익자에게 이익을 부할 것을 청구

할 권리가 없다.130) 한, 뒤에서 보겠지만, 탁자에게 수탁자가 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하여 추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탁자가 신탁의 내용을 변경할 권리(a power to modify)나 신탁철회

권131)(a power to revoke)을 유보한 경우에는 탁자가 지속 으로 신탁에 개입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유언의 용으로 미국에서 리 활용된 철회

가능신탁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8)일례로 UTC§1001은 수탁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반한 경우에 하여 수익자의 구제수단으로 10

가지 구제수단을 열거하고 있으면서, 탁자의 구제수단에 해서는 별다른 언 을 하고 있지 않

다.이는 우리 신탁법이 수탁자의 의무 반에 하여 탁자,수익자 각각 원상회복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가진다고 규율하는 과 비된다(법 제43조).우리나라의 경우  신

탁계약이 신탁의 요소이므로 탁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고 탁자와 수탁자간의 상호 계

가 시될 수밖에 없다(同旨 박종찬,“미국신탁법에 한 연구 -특히 기본  구조에 한 비교법

 을 심으로”,강원법학 18권,강원 학교비교법학연구소(2004.6),6면).

129)RobertL.Mennel&SherriL.Burr(주 81),pp.226-227.

130)Scott&AscheronTrusts,vol.4,pp..174-175.

131)여기서 철회는 우리 민법상의 철회와 그 의미가 다르다.즉 우리 민법상으로 철회는 아직 해당 

법률행 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행 를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단독행 를 의미하

는 데 반하여 여기에서의 철회(revoke)는 법률행 의 효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탁을 종료시킨다

는 에서 ‘해지’로 번역할 수도 있다(법 제3조 제2항 참조).다만,revocabletrust에 해서 철회

가능신탁이라고 일반 으로 번역하므로 revoke를 철회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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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탁자의 지

철회가능신탁이 유언 신 활용되는 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다. 즉 탁자는 

자신의 재산에 하여 신탁을 설정하면서 탁자가 생존한 기간에는 탁자를 

수익자로 하고, 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을 사망 당시의 나머지 재산에 

한 수익자로 지정하면서 신탁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이다.132) 철회가능신탁

은 ‘생 에 설정되는 신탁’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망시의 재산

이 ’인 것이다.133) 따라서 유언의 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신탁의 형

식을 취하므로 유언에서 요구되는 요식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복잡한 

유언검인 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에서 미국에서 철회가능신탁이 확 된 

것이다.134)  

이 경우에 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철회할 수 있어 수익자가 신탁에 하

여 아무런 권리나 이해 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철회가능신탁의 설정이라는 것이 외 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철회가능신탁의 유효성이 논의가 되었으나, 

Farkas v. Williams, 125 N.E.2d 600 (Ill. 1955) 사건에서 일리노이주 법원은 철

회가능신탁에서 수익자가 갖는 권리 는 이익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의 지 가 인정된다고 시하 고, 이후 철회가능신탁은 리 그 유효성을 인정

받았다.135)

132)  는 정확히는 수익자연속신탁,유언 용신탁,철회가능신탁이 결합된 형태이다. 탁자는 수

익자가 신뢰에 어 나는 행 를 하는 경우에 신탁을 철회함으로써 수익자의 지 를 박탈할 수 있

는바,바로 이런  때문에 유언의 용으로 생 에 철회가능신탁을 하는 방안이 리 활용된 것

이다.

133)大塚正民· 口範雄 編著,명순구·오 걸 역, 미국신탁법,세창출 사(2005),151-152면 참조.

134)한편,미국에서는 철회가능신탁은 ‘탁자 능력상실시의 재산 리제도’로도 리 이용되고 있다(大

塚正民· 口範雄 編著(주 133),111면 참조).

135)  결에 한 비  검토로는 JohnH.Langbein(b),“TheNonprobateRevolutionan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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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 유보와 련하여 미국 부분의 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탁자

는 신탁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고, Res 2nd도 이러한 입장에 있었다.136) 

그러나 Res 3rd는 종 의 입장을 번복하여 탁자가 신탁에 하여 수익자로서 

이해 계를 맺는 경우에는 신탁은 철회 가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

를 밝혔다.137) 그런데 UTC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신탁조항에 신탁이 철회 

불가능하다는 을 명시하지 않는 한, 탁자는 신탁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8) 이러한 UTC의 입장이 미국에 있어서 다수 견해라

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언이 철회가능한 이상 유언의 체수단(will substitute)

인 신탁에 하여도 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탁자의 의사가 계속 철되게 하

고, 이를 통해 신탁을 활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철회가능신탁의 법률 계와 탁자의 지

철회가능신탁에서의 탁자의 권한은 막강하다. 수탁자는 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탁자에게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139) 따라서 수탁

자는 신탁조항과 상반되더라도 탁자의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140) 신탁조항과 

상반되는 탁자의 지시는 신탁의 법한 수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철회가능신탁에서 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수익자의 권리는 탁자의 통 

제 하에 있다.141) 그러나 철회가능신탁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자가 사

FutureoftheLawofSuccession”,97Harv.L.Rev.1108(1984).

136)Res2nd§330참조.

137)Res3rd§63cmt.c.참조.

138)UTC §602(a).원문은 “Unlessthetermsofatrustexpressly providethatthetrustis

irrevocable,thesettlormayrevokeoramendthetrust.”이다.

139)UTC§603(a)“Whileatrustisrevocable,… thedutiesofthetrusteeareowedexclusivelyto,

thesettlor.”

140)UTC§808(a)“Whileatrustisrevocable,thetrusteemayfollowadirectionofthesettlorthat

iscontrarytothetermsofthetrust.”

141)UTC§603(a)“Whileatrustisrevocable,rightsofthebeneficiariesaresubjecttothecontro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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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 다면 해당 신탁은 철회불능신탁으로 되므로, 이때 비로소 철회가능신탁의 

수익자는 확정 으로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철회가능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탁자는 철회권을 통해 신탁재산을 실질 으

로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보아 미국에서는 세법상 탁자의 재산으로 

다루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142) 한편, 철회가능신탁이 설정되더라도  신탁재산

은 탁자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바,143) 이에 하여는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제5장 제2  Ⅰ. 2. 나. 참조).  

나. 수탁자의 지

1) 수탁자의 지  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보통법상 소유권(legal title)을 가지나, 신탁에 의

하여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권리행사는 본질 으로 신탁설정행

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탁자가 신탁설정행 에서 수탁자가 처분을 

제한한 경우에 수탁자가 이에 반하여 처분을 하면 수익자는 추 권을 행사하여 

수탁자의 처분행 를 취소할 수 있다. 

오늘날 수탁자의 의무는 신탁계약이나 신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신탁 계(trust relationship)에 기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144) 즉 충실의

무(the duty of royalty), 선 주의 의무(the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and 

… thesettlor.”

142)大塚正民· 口範雄 編著(주 133),p.112.

143)UTC§505(a)(1)은 “ 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철회가능신탁에 한 재산은 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한 책임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4)Scott&AscheronTrusts,vol.3,p.1023이하.신탁의 법률 계가 계약 계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제3장 제3  Ⅱ.2.참조)과 깊이 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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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등은 탁자가 이를 명시 으로나 묵시

으로 신탁설정행 에서 정하 기 때문이 아니라 신탁 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종 에 미에서는, 수탁자는 신탁설정행 에 명기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경향이 강하 다.145) 이로 인하여 국은 여러 법령을 통해 수탁자의 

권한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 고, 미국도 같은 경향이 있었다. 재는 수탁자

가 장기간 재산 리를 하도록 하기 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가능한 한 범

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두되었다.146) 이 을 반 하여 Res 

3rd와 UTC는 신탁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신탁재산에 하여 미혼의 

행 능력 있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하여 가지는 권한(powers 

which an unmarried competent power has over individually owned property)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수탁자에게 포 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147) 

2) 수탁자의 의무

가)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UTC §802(a)는 “수탁자는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신탁 사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명기하고 있

다. 충실의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수탁자는 자신의 개인 인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이익상반 지원칙, no conflict 

rule), 수탁자의 지 를 이용하거나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

145)Scott& AscheronTrusts,vol.3,p.1024참조.이는 형평법원이 유스 제도에 있어서 수탁자

(feoffee)의 권한을 제한하여 온 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146)Scott&AscheronTrusts,vol.3,p.1024.

147)Res3rd§85(1);UTC　§815(a).한편 UTC§816은 수탁자의 권한을 매우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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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이익취득 지원칙, no profit rule)는 것이다.148) 

수탁자의 충실의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  자기거래(self dealing)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이다. 

UTC §802(b)는 수탁자가 수탁자 개인의 이익을 하여149)(for the trustee's 

own personal account) 체결된 신탁재산에 한 거래는 수탁자의 신임 계상의 

의무와 개인  이해 계의 상충으로 향을 받은 거래로 간주하고, 수익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  취득

한다는 에서 형 인 자기거래의 모습이며 UTC는 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해당 거래가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50) 수탁자

가 선의 다고 하여 신탁 반에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지 한 

가격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충실의무 

반이 되는 것이다.151)

한편, UTC §802(c)는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의 친족이나 가족(구체 으로

는 수탁자의 배우자, 자녀나 그 배우자, 수탁자의 리인, 수탁자가 한 이해

계를 맺은 회사 등이다)이 당사자인 거래는 수탁자의 신임 계상의 의무와 

개인  이해 계의 상충으로 향을 받은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152) 이와 같은 

경우에  거래는 수익자에 의하여 취소 가능한 것으로 추정(presumptively 

voidable)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제3자가 거래의 당사자 다고 하더라도 유사

한 조건으로 거래되었을 것이라는  등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

다.153) 

148)Graham Moffat(주 84),p.855이하;Scott&AscheronTrusts,vol.3,pp.1078이하

149)‘forthetrustee'sownpersonalaccount’를 직역하면 ‘수탁자 개인의 계좌를 해서’인바,이를 의

역한 것이다.

150) 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익자의 취소권이 발생하는바,‘nofurtherinquiry’rule이 

용된 것이다.

151)RobertL.Mennel&SherriL.Burr(주 81),p.292. 외 으로 수탁자는,수익자에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한,“수탁자에 의하여 운 되는 융기 에 신탁재산을 입”하는 것은 허용된다(UTC

§802(h)(4)참조).

152)UTC§8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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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 주의 의무와 신 한 투자자의 원칙

수탁자는 신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154) 선 주의

의무와 련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투자방식에 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 주의의무 반 여부를 어떤 기 에 근거하여 단을 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Res 2nd는 매사추세츠 주의 례(Harvard College v. Amory, 26 Mass. 446 

(Mass. 1831))를 채택하여 ‘신탁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 신 한 사람(prudent 

man)이라면 마땅히 ① 자산의 보존과 ② 투자를 통해 상시 얻을 수 있는 수입 

 두 요인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할 것인바, 신 한 사람이 투자하는 것과 마찬

가지의 주의의무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는 ‘愼重人의 원칙(prudent man 

rule)’을 따랐다.155) 이것은 에 용되고 있던 원칙, 법으로 정한 투자 상리

스트에 한정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법률 리스트 원칙(legal list rule)을 폐기한 것

으로 수탁자의 재량을 인정하여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56)

그런데  원칙에 하여 규모 펀드를 포트폴리오(portfolio)에 의하여 운용

하는 투자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Res 3rd에 의하여 채택되고, 통일신 투자자법(The Uniform Prudent Investor 

153)UTC§802cmt.참조.

154)UTC§804“Atrusteeshalladministerthetrustasaprudentpersonwould,byconsideringthe

purposes,terms,distributionalrequirements,andothercircumstancesofthetrust.Insatisfying

thisstandard,thetrusteeshallexercisereasonablecare,skill,andcaution.”

155)Res2nd §227“Inmakinginvestmentsoftrustsfundsthetrusteeisunderadutytothe

beneficiary… tomakesuchinvestmentsandonlysuchinvestmentsasaprudentmanwould

makeofhisownpropertyhavinginview thepreservationoftheestateandtheamountand

regularityoftheincometobederived….”

156)법률 리스트 원칙에 한 설명으로는 최동식(주 5),185-1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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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Act)157)도 그 로 채택한 ‘신 한 투자자의 원칙(prudent investor rule)’

이다.  원칙과 愼重人의 원칙이 가장 다른 은, 투자에 있어서 선 주의의무

반을 포트폴리오 체의 맥락에서(in the context of the trust portfolio) 단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58) 즉 개개의 투자  일부가 고 험군의 투자라고 하더

라도 다른 부분의 투자는 안 한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 체 으

로 보아 건 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ngbein 교수에 따르면 통일신 투자자법에 의하여 세 가지 한 변경이 

가해졌다고 설명한다.159) 첫째는 신탁에 있어서 분산투자를 의무로서 명확히 하

다는 이다. 둘째는 투기 지라고 하는 오래된 고정 념 신에 그 신탁에 

합리 으로 합한 험과 수익에 한 목표를 고려한 투자를 행할 것을 수탁

자에게 요구하 다는 이다. 셋째는 투자와 련하여 자기집행의무를 폐기하고 

수탁자가 문가에게 투자를 탁할 것을 장려하 다는 이다. 

UTC는 통일신 투자자법을 UTC 제9장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채택하 다. 이

러한 미국 신탁법의 동향은, Halbach 교수가 지 하듯이, 수익자가 최 한의 이

익을 리도록 신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을 두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160)

157)통일신 투자자법은 수탁자의 투자방법을 규율하는 원칙을 시 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표 주법

원 국회의(NCCUSL)가 주도하여 1994년 공표되었는바,1995년 미국법조 회(ABA;AmericanBar

Association)가 승인하고 재 미국의 주  3분의 2이상이 채택하고 있다.통일신 투자자법에 

하여는 JohnH.Langbein(c),“TheUniform PrudentInvestorActandtheFutureofTrust

Investing”,81IowaL.Rev.641(1996)참조.

158)이에 하여 Uniform PrudentInvestorAct§2(b)는 “A trustee'sinvestmentandmanagement

decisionsrespectingindividualassetsmustbeevaluatednotinisolationbutinthecontextof

portfolioasawhol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59)JohnH.Langbein(c)(주 157),p.645-646.

160)EdwardC.HalbachJr.,“Uniform Acts,Restatements,andTrendsinAmericanTrustLaw at

Century’sEnd”,88Cal.L.Rev.1877,1881(2000).Halbach교수는 Res3rd의 기 자이고,UTC

제정에도 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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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집행의무(duty not to delegate) 련

신탁에 있어서 탁자는 수탁자를 신뢰하여 해당 신탁업무를 임한 것이므

로 이러한 신임 계에 비추어 수탁자는 원칙 으로 자신이 신탁사무를 처리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탁사무의 내용이 문화,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신탁사무를 문 인 제3자에게 임하는 것이 더 효율 이고 수익자의 이

익증 에 기여할 수 있다. 

Res 2nd은 종래의 원칙을 고수하여 자기집행의무를 그 원칙으로 하 는바, 

Res 2nd §171은 “수탁자는 합리 으로 보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신탁사무에 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하여서는 안 될 의무̇̇̇̇ ̇̇̇̇̇̇ ̇ ̇ ̇ 를̇ 수익자

에 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 다. 그러나 Res 3rd §171에서는 “수탁자는 신̇

한 사람이라면 신탁사무의 집행책임을 타인에게 임하 을 것이라고 인정되̇̇ ̇̇̇̇̇ ̇̇̇̇̇ ̇̇̇̇̇ ̇̇̇̇ ̇̇̇̇̇ ̇̇̇̇ ̇̇̇

는 경우̇ ̇ 가̇ 아닌 사항에 해서는 스스로 사무집행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

다”고 규정하여 극 으로 임을 정당화하는 향 인 입장을 보 다.

UTC는 Res 3rd §171의 취지를 한층 더 명확히 하여 수탁자는 원칙 으로 신

탁사무를 타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하 다. 즉 UTC §807 (a)는 

“수탁자는, 그 수탁자와 동등한 역량을 가진 신 한 수탁자로서도 임하 을 

것으로 보이는 의무와 권한을 제3자에게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1) 

그리고 UTC는 제3자가 신탁업무를 그르친 경우에도, 수탁자가 제3자를 선정함

에 있어 는 제3자의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 다면 수

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다.162) 신탁사무가 문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문가인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험을 수탁자에게 그 로 가하는 

161) 어 원문은 “Atrusteemaydelegatedutiesandpowersthataprudenttrusteeofcomparable

skillscouldproperlydelegateundercircumstances.”이다.

162)UTC §807(a),(c)참조.UTC §1010(b)도 수탁자 리인의 행 에 하여 책임(respondeat

superior)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개인 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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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가혹하므로 선임, 감독상의 해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의 동향은 종래의 자기집행의무의 원칙이 지나치게 규제 인 원

칙이어서 수탁자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신탁의 효율  리운용을 방해하 다

는 반성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탁자의 재량의 여지를 넓혔다고 볼 수 있

다.163) 

               

다. 수탁자의 제3자에 한 책임

1) 통 인 견해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와 련하여 ①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에, 는 ② 불법행 를 원인으로 제3자에 하여 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개인 으로(고유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이 미의 통 인 견해이다.164)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탁자 개인이지 수탁자가 다른 사람을 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

이 아니고,165) 외부 으로는 수탁자가 그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논리에서 

163)同旨 大塚正民· 口範雄 編著(주 133),p.20.우리 신탁법은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를 원칙으로 하

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탁사무의 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우리 

법을 해석함에 있어 미국 신탁법의 동향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문 인 사무의 경우에는 신탁사무 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同旨 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42면;이 기,신탁법,삼우사(2007),344면).

164)Scott&AscheronTrusts,vol.4,p.1870; 국에서는 와 같은 통 인 견해를 재에도 고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hilipH.Pettit(주 23),pp.413-414).

165)Taylorv.Davis,110U.S.330,334-335에서는 “수탁자는 리인이 아니다. 리인은 본인을 표

하고 본인을 하여 행 한다.… 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때에는 리인이 아닌 본인

이 계약한 것이고 본인이 그 계약에 구속된다.수탁자에게는 본인이 없으므로 수탁자가 리인으

로서 계약을 체결하 다고 하더라도,그가 당해 계약에 구속된다.그 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도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나아가 신탁재산은 약속을 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은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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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었다.166) 

수탁자는 제3자에 하여 개인 으로 책임을 부담한 후에, 형평법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에 하여 구상을 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되었다.167)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제3자가 수탁자 개인에 하여 결을 얻어 신탁

재산에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바 있으나, 기에는 형평법상

의 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다.168)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탁자 개인은 지 불능상태인 반면 신탁재산 

자체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을 시정하기 하여 형평법은 수탁자가 산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신탁재

산으로부터의 만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169)

2) 재의 동향

재 미국에서는 제3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수탁자를 단순히 신탁

재산의 리자로 취 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취 하여서는 아니 된

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책임, 불법행  책임(사용자 책임 포함)에 하여 수탁자가 개

인 으로(고유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직  신탁재산

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하다.170)

개인 으로 체결한 것이다”라고 시하여 수탁자 개인이 계약 책임을 진다는 을 분명히 한 바 

있다.

166)Scott&AscheronTrusts,vol.4,p.1870.

167)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363.참고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련하여 국에서는 이를 인정하나,미국에서는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Scott&AscheronTrusts,vol.4,pp.1641-1643;CharlesMitchell(주 81),pp.349-350참조).

168)Scott&AscheronTrusts,vol.4,p.1896:H.F.Stone,“ATheoryofLiabilityofTrustEstatesfor

theContractsandTortsoftheTrustee”,22Colum.L.Rev.527,540(1922)참조.

169)RobertL.Mennel&SherriL.Burr(주 81),p.341;Scott&AscheronTrusts,vol.4,pp.1896-1897;

大塚正民· 口範雄 編著(주 133),p.2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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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을 반 하여 통일검인 차법(UPC)은 신탁재산의 운 과정에서 수

탁자 자격으로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에 하여 수탁자는 개인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불법행 에 해서도 원칙 으로 개인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

으로 선회하 다.171) 

UTC는 수탁자의 개인책임에 한  UPC의 내용을 기 로 수탁자의 개인책

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 (1) 신탁의 운 과 련하여 수탁자로서 자격을 표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하여는 수탁자는 개인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172)

  (2)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 (신탁재산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포함)에 하여는 수탁자가 개인 으로 과실이 

없다면 개인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173) 따라서 수탁자의 피용자가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 수탁자가 책임(respondeat superior)174) 

170)Scott&AscheronTrusts,vol.4,p.1870-1871.

171)UPC§7-306(a)는 “Unlessotherwiseprovidedinthecontract,atrusteeisnotpersonallyliable

oncontractsproperlyenteredintoinhisfiduciarycapacityinthecourseofadministrationof

thetrustestateunlesshefailstorevealhisrepresentativecapacityandidentifythetrust

estateinthecontract.”,§7-306(b)는 “Atrusteeispersonallyliableforobligationsarisingfrom

ownershiporcontrolofpropertyofthetrustestateorfortortscommittedinthecourseof

administrationofthetrustestateonlyifheispersonallyatfault.”라고 규정하고 있다.

172)UTC§1010(a)는 “… atrusteeisnotpersonallyliableonacontractproperlyenteredintoin

thetrustee’sfiduciarycapacityinthecourseofadministeringthetrustifthetrusteeinthe

contractdisclosedthefiduciarycapacity.”라고 규정하고 있다.

173)UTC §1010(b)는 “A trusteeispersonally liable fortortscommitted in the course of

administeringatrust,orforobligationsarisingfrom ownershiporcontroloftrustproperty,

includingliabilityforviolationofenvironmentallaw,onlyifthetrusteeispersonallyatfault.”라

고 규정하고 있다.

174)사용자는 고용의 범  안에서 발생한 피용자의 불법행 에 하여 책임을 진다(Under

respondeatsuperior,anemployerisvicariouslyliableforthetortsofhisemployeescommitted

withinthescopeoftheemployment)는 불법행 법의 원리이다.  법리에 하여는 Rodgersv.

KemperConstr.Co.,50Cal.App.3d608,124Cal.Rptr.143(Cal.App.4Dist.1975)참조.  

결은  법리를 명쾌하게 시하고 있는 요한 결이다.  결에 하여는 John,L.

Diamond,CasesandmaterialsonTorts,2nded.ThomsonWest(2008),p.632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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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따라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개인 으로 과

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 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3) 수탁자가 수탁자의 자격으로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는 신탁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 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하

여는 신탁재산을 직 인 책임재산으로 할 수 있다.175) 불법행  피해

자의 경우 수탁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수탁자 개인재산과 신탁재산을 모

두 책임재산으로 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신탁재산으로부

터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직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다. 이에 하여 UTC §1010(c)는 UPC §7-306(c)와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표자의 지 도 가진다고 보아 신탁재산의 표자 수탁자를 피고

로 삼아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결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하여 직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 으로 수탁자는 개인  지 만을 

가진다고 보았고, 신탁재산의 표자로서의 지 는 가지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의 

표자 지 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被訴)될 수 없다고 보아 왔다.  UTC의 

입장은 이러한 통 인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176) 채권자는 수탁자가 산하더

라도 와 같이 신탁재산에 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신탁재산으로부터 만족

을 얻을 수 있다. 뒤에서 다룰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효용을 채권자들이 

리고 있는 것이다.177)  

175)UTC §1010(c)는 “A claim basedonacontractenteredintobyatrusteeinthetrustee’s

fiduciarycapacity,… onatortcommittedinthecourseofadministeringatrust,maybe

assertedinajudicialproceedingagainstthetrusteeinthetrustee'sfiduciarycapacity,whether

ornotthetrusteeispersonallyliablefortheclaim.”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76)EdwardC.HalbachJr.(주 160),pp.1882-1883;UTC§1010cmt.;Scott&AscheronTrusts,vol.4,

p.1896참조.  UTC의 입장은 신탁재산의 법주체성을 인정한 조문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한 의미에서는 뒤에서 보는 ‘실질  법주체설’의 입장과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同旨

大塚正民· 口範雄 編著(주 133),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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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의 개인책임을 제한하는 UTC와 같은 입장을 취

하는 주(州)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178) 이러한 경향에 향을 받아 우리 신

탁법도 수탁자로 하여  물  유한책임만을 지게 하는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채택하 다. 

라. 수탁자의 권리

수탁자는 신탁조항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신탁재산의 리․처분 등을 하고 

신탁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행  일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를 

들면 신탁자 을 은행에 보 하고, 다른 물건과 교환하고, 신탁재산을 담보로 

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179) 수탁자의 권리 에서 보상청구권, 보수청구권은 

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상청구권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하여 UTC §709

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하여 신탁재산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청구권을 확보하기 하여, 수

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 을 분배함에 있어 비용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만 교부할 수 있다.180) 그런데 수탁자의 보상청구권에도 한계가 있다. 즉 신

177)참고로 미 신탁법에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신탁채권자(신탁 계에 기 하여 채권을 가지므

로,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자를 의미한다.이하 같다)는 자신의 채권을 受益

에 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RobertL.Mennel&SherriL.Burr(주 81),p.343;Scott&Ascher

onTrusts,vol.4,p.1918).

178)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367;Scott&AscheronTrusts,vol.4,p.1884참조.

179)UTC§816은 수탁자의 권한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180)UTC§709cm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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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용(expenses that 

were not properly incurr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에 하여는 보상

을 받을 권리가 없다.181)

비용이 정하게 발생한 것인지 단하기 해서는 (1) 수탁자가 악의로 비용

을 발생시켰는지, (2) 수탁자가 비용 지출이 부 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3) 수

탁자의 비용 지출이 신탁재산의 보존을 하여 하 는지, (4) 비용 지출이 

이익 창출의 결과를 낳았는지, (5) 보상을 함으로써 신탁의 목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182) 통상 으로 수탁자가 

소송에서 방어를 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보상청구권의 범

에 속한다.183)

  한편 수탁자가 사무처리 비용을 선 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우선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특권(lien)184)을 가진다.185) 미국 신탁법의 특징 

의 하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수익자에 

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다.186) 

2) 보수청구권

181)UTC§709(a);NationalAcademyofSciencesv.CambridgeTrustCo.,370Mass.303,346N.E.2d

879.

182)Res2nd§245cmt.

183)UTC§709cmt.참조.

184)우선특권에는 보통법상의 우선특권,형평법상의 우선특권,법정 우선특권 등이 있는데,보통법상

의 우선특권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계속 해당 재산을 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우리 법

상 유치권과 유사하다).형평법상의 우선특권은 형평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우선특권으로 그 권

리 행사에 있어 해당 재산의 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끝으로 법정 우선특권은 법령에 의하여 발

생하는 우선특권을 의미한다.Megarry&Wade(주 30),pp.1169-1170.

185)UTC§709(b).

186)Scott&AscheronTrusts,vol.4,pp.1641-1643참조. 국에서는 수익자에 한 보상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으며(CharlesMitchell(주 81),pp.349-350),우리 신탁법도 신탁재산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수익자에 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4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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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미 신탁법에서 신탁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한 수탁자의 보수청

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187) 

그러나 국은 2000년 수탁법(the Trustee Act 2000)을 통해 법인수탁자나 

업수탁자의 경우 합리 인 범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

다.188) 미국 부분의 주도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 다.189) 이러한 경향을 반 하여 UTC는 신탁조항에서 수탁자의 보수를 구체

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수탁자는 합리 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다.190) 그리고 수탁자가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하여 합리 인 보수 범  

내에서 신탁재산에 하여 우선특권(lien)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191)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본이나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자신이 지 받아야 할 합

리 인 보수 범  내에서는 그 분배를 거 할 권리가 있다. 

4.수익자의 지 와 수익권의 성질

가. 수익자의 지

앞서 ‘신탁의 기원과 역사  개(제2장 제2  Ⅰ. 2. 참조)’에서 살펴보았

듯이 신탁의 역사는 수익자의 지 의 고양(高揚)의 역사이다. 형평법원은 수익자 

보호를 해 채권자 청구권인 수탁자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 으나, 

187)PhilipH.Pettit(주 23),pp.437-438;Scott&AscheronTrusts,vol.4,pp.1589-1590참조.

188)그 내용은 PhilipH.Pettit(주 23),p.449이하 참조.

189)Scott&AscheronTrusts,vol.4,p.1590참조.

190)UTC§708(a)참조.

191)Res3rd§38cm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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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수단이 효과 인 구제수단이 아니라는 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물권  

특성을 가지는 형평법상의 소유자의 지 를 부여하기에 이르 고, 이를 통해 수

익자는 수탁자의 횡을 통제하고 신탁을 그 취지에 맞게 유지하는 권한을 가

지게 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UTC는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신탁의무 반에 하여 다양한 구

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UTC §1001은 수익자는 법원의 결 는 결정을 통

해 (1) 수탁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2) 수탁자의 의무 반 행 를 제

지할 수 있고, (3)  배상, 재산의 원상회복 등 수단을 통해 수탁자의 의무 

반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고, (4) 수탁자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에 하여 

설명하도록 명할 수 있고, (5) 수탁자를 신하여 특별 리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유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6) 수탁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7)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고, (8) 수탁자에 한 보상을 이거나 보상을 거부할 수 

있고, (9) 수탁자의 처분행 에 하여 수탁자의 행 를 취소하거나, 의제신탁을 주

장하거나 불법 으로 처분된 신탁재산을 추 하여 그 재산의 회복을 꾀할 수 있

다.192) 이처럼 수익자에게 범 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가지는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한 결과이다. 

에서 열거한 구제수단은 형평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형평법의 법리가 그

로 용된다. 따라서 배심제가 용되지 않고, 징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 그리고 법원은 상당한 폭의 재량을 행사하여 해당 수익자의 권리구제에 

합한 내용으로 결 는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에서 열거한 구제수단은 한정

인 것이 아니다.193)

이하에서는 미 신탁법상 수익자의 권리로서 물  권리로서의 특성이 잘 

192)다만 선의의 제3자(bonafidepurchaser)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없다(UTC§1012참조).

193)이에 따라 UTC§1001(b)(10)은 법원은 다른 한 구제수단(anyotherappropriaterelief)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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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추 권과 수탁자의 채권자에 한 이의권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추 권

1) 추 권의 분류

형평법원이 수익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한 방안으로 고안한 구제수

단 의 하나는 추 권이다. 추 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트 이싱

(tracing)이고 다른 하나는 팔로잉(follwing)이다.194) 

트 이싱은 최  물건의 소유자(the owner of the original property)가 그 

물(substitute195))이나 그 가 등 최  물건을 표상하는 물건에 하여 소유권

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바,196) 소유권의 連繫(descent of title)를 구 하는 

과정으로 물권 인 성질(proprietary process)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7)  

미에서는 소유권을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으로 나 고 있

는바, 소유권에 기 하고 있는 트 이싱도 이에 따라 보통법상의 소유권에 근거

한 보통법상의 트 이싱(tracing at common law)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에 근거한 

형평법상의 트 이싱(tracing in equity)으로 나 고 있다. 형평법상의 트 이싱이 

보통법상의 트 이싱과 비(對比)하여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최  물건인 

194)트 이싱을 ‘체물 추 ’,팔로잉을 ‘원물 추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송유림, 국법상 체

물 추  법리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12.8),3-4면 참조),아직까지는  번역어

가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문에 충실하게 트 이싱,팔로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음을 밝 둔다.

195) 체물로도 변역될 수 있으나 우리 법에 친숙한 용어인 ‘ 물’로 번역하기로 하다.

196)트 이싱은 구제수단 그 자체는 아니고 신탁재산의 물을 찾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트 이싱의 

법리를 근거로 물에 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클 이 (claiming)”이라고 칭하기도 하나

(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1015),여기서는 논의 개의 편의상 트

이싱의 의미를 클 이 (claiming)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197)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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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사람의 과 혼화된 경우에도 트 이싱을 넓게 인정하여 수익자 

보호에 충실하다는 이다.198) 이에 반해 보통법상의 트 이싱은 최  물건인 

이 다른 사람의 과 혼화된 경우( 를 들면, 소유하고 있던 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 된 경우)에 최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을 가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트 이싱을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99) 보통법상의 트 이싱은 

 등이 혼화된 경우 트 이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리 발 에 있어서 치

명 인 약 (fatal limitation)이 있었다.200) 

2) 형평법상의 트 이싱과 팔로잉

신탁에서 문제가 되는 형평법상의 트 이싱에 하여 살펴보자.

형평법상의 트 이싱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수탁자가 받은 그 처분의 가 는 그 가로 취득한 물건 등 신탁재산의 

물(property which can be shown to represent the original trust property)에 

하여 수익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01) 즉 수익자의 최  

신탁재산에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이 물에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202) 를 들어 신탁기 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 신탁기 의 

외형이 변하 으나 동일성은 그 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그 주식이 수익자에

게 속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203) 나아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속하는 

198)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p.1014,1030;PhilipH.Pettit(주 23),p.542

이하.

199)Rv.Preddy[1996]AC815;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p.1024-1025.주

의할 은 보통법상의 트 이싱은 물이나 그 가(  등)가 식별가능한(identifiable)경우에

는 트 이싱을 인정한다는 이다.이 면에 있어서는 형평법상의 트 이싱과 같다.

200)SarahWorthington(주 10),p.98note34.

201)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p.968,1013.

202)SarahWorthington(주 10),p.102.

203)F.W.Maitland(주 31),p.351.Bogert교수에 따르면,‘형상의 변화는 특정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아

니고 소유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a change in property form does not h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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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직  양수한 자나 득한 자가 선의유상취득자가 아니라면, 이들이 처분

하여 그 가를 얻은 경우 는 그 가로 취득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

자는 트 이싱을 주장할 수 있다. 수익자와  양수인이나 득자 사이에 의제

신탁(constructive trust)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04) 

형평법상의 트 이싱이 수탁자의 의무 반의 문제를 다루기 하여 개된 

법리이기는 하지만,205) 수탁자의 의무 반으로 인하여 물이 생겼다는 은 

트 이싱의 요건은 아니다. 형평법상의 트 이싱을 주장하려는 자는 단지 자신

이 최  신탁재산의 형평법상 소유자이고, 신탁재산의 변형으로 물이 생겼

다는 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206) 트 이싱은 소유권의 連繫(descent of title)

를 구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207) 

이와 달리 팔로잉은, 수탁자가 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건

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수익자는 제3자에 하여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208) 국의 렛 법 (Lord Millet)은 팔로잉과 트 이싱의 차이

에 해서 “팔로잉은 제3자에게 이 된 물건 그 자체(the same asset as it 

moves from hand to hand)를 찾는 과정이다. 트 이싱은 종 의 물건의 물

에 해당하는 새로운 재산(new asset)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한 

바 있다.209)

identificationnorchangeownership)’는 법리에서 트 이싱의 법리의 기 를 찾을 수 있다고 한

다(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521).

204)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1019.

205)SarahWorthington(주 10),p.98.

206)SarahWorthington(주 10),pp.100-101.다만 법원이  요건 이외에 피고(트 이싱의 상 방)가 

그 재산의 취 에 하여 수탁자의 지 에 있다는 까지도 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Re

Diplock[1948]Ch465참조),어느 경우에도 트 이싱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 반’으로 물

이 생겼다는 은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207)이 에 있어서 트 이싱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유사하며,다만 반환의 

상이 원래 소유물이 아니라 물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208)PhilipH.Pettit(주 23),p.535.

209)Foskettv.Mckeown[2001]1AC102,127.  시는 LionelD.Smith,TheLaw ofTracing,



-66-

팔로잉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건이 이미 수탁자의 손을 떠나 제3자의 수

에 있음에도 제3자에 해서 수익자가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수익자와 제3자 사이에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이 성립하 다

고 보기 때문이다.210) 의제신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수

탁자로 법 으로 의제하는 것인바,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 다고 단되는 경

우에 제3자에 해서 수탁자의 지 를 부여하는 것이다.211) 그런데 제3자가 해

당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 고(without notice),212) 유상으로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취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신탁

이 성립하지 않는다.213) 즉 선의유상취득자에 하여는 팔로잉을 할 수 없고 선

의유상취득자는 완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X 동산을 신탁

의 취지에 반하여 제3자(B)에게 양도하여 B로부터 그 가로 수표를 받았고, B

ClarendonPress(1997),pp.6-16에 있는 설명에 기 한 것이다.

210)Hanbury& Martin(주 22),p.328.UTC§1001(b)(9)의 ‘constructivetrust’는 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다. 미에서 보통법원은 그 권리구제방법으로 배상만 허용하고 물건 자체의 반

환을 허용하지 않았는바,의제신탁으로 구성하게 되면 형평법원의 할이 되어 원상회복이 가능

하게 되는바,이러한 이유로 의제신탁의 법리가 발 하게 된 것이다(이연갑,신탁법상 수익자 보

호의 법리,경인문화사(2014),202면 참조).

211)이러한 수탁자를 강학상 ‘atrusteedesontort’라고 부르며, 법하게 지명된 수탁자와 같이 취

되므로,수탁자가 지는 책임을 부담한다(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p.

967-968).

212)이연갑 교수가 날카롭게 지 하고 있듯이 UTC§1012(a)는 양도의 목 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

을 알았더라도 그 양도가 신탁 반인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에서, 통 인 

‘선의’의 의의와는 다른 해석론을 개하고 있는 것이다. 통 인 견해에 따르면,거래 상 방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악의의 양수인(득자)이 되므로,해당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이

에 신탁재산에 한 거래를 꺼리거나 거래 상 방이 취소 가능성을 이유로 의 할인을 주장하

는 일이 생기게 되는바,오히려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UTC가 달리 규

정한 것이다(이연갑(주 210),191-192면 참조).우리 신탁법도 수익자취소권(법 제75조)을 규정하면

서 상 방이나 득자가 해당 법률행 가 신탁목̇̇̇ 에̇ 반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주  요건으로 하고 있다(제4장 제2  Ⅱ.2.참조).

213)RobertPearce,JohnStevens& WarrenBarr(주 21),p.62이하;Graham Moffat(주 84),p.731;

Scott&AscheronTrusts,vol.5,p.195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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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C에게 X 동산을 양도하 다고 하자. 이 경우에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기 로, B나 C가 선의유상취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C에 하여 

X 동산의 신탁재산으로의 환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형평법상의 팔로잉에 

해당한다). 한 수익자는 수탁자가 받은 수표가 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이에 

한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형평법상의 트 이싱에 해당한다)214). 후

자의 경우 수탁자가 산하더라도 수탁자가 받은 수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수탁자의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아닌바, 수익자가 이에 하

여 우선 인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익자는  사안에서 X 동산에 한 권리, 수표에 한 권리를 둘 다 

가질 수 없으며, 그 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215) 

에서 살펴본 형평법상 추 의 법리는 수탁자의 수 을 떠난 신탁재산이나 

신탁재산의 물에 해서도 신탁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 의 

확장을 가져왔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자가  물건에 하여 환취권 등

과 유사한 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익자 보호에 크게 공헌하

다.216) 

다. 수탁자의 채권자에 한 이의권                                  

미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지 의 보호는 수탁자가 산한 경우에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미 신탁에서 수탁자가 보통법상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

214)사안을 달리하여 선의유상취득자가 아닌 B가 선의유상취득자인 C에게 물건을 양도하고 가를 

받은 경우에 수익자 A는 B가 받은 가에 하여 형평법상의 트 이싱을 주장할 수 있다.

215)PhilipH.Pettit(주 23),p.534.

216)SarahWorthington교수의 표 을 빌리면 “형평법은 먼  새로운 인  권리(novelpersonal

right)를 창안해내고 나서 그 권리를 물  권리로 환시키는” 략을 택하 는데,수익자의 신

탁재산과 그 상물에 한 추 권이 그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SarahWorthington(주 1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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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217) UTC도 §507에서 “비록 수탁자가 

채무 과 상태가 되었거나 수탁자가 산하 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

의 고유채무에 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218)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219)과는 분리되는 독립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상이 되지 않고, 만일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

려고 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그 집행을 지할 수 있다. 특히 수탁자가 산하여 

산 재인이 신탁재산을 산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익자

는 신탁재산을 회복하고 이에 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220) 이는 륙법

체계에서의 환취권221)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것이다. 산 재인은 선의의 

유상취득자가 아니므로 수익자는 산 재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하

여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수익자의 추 권의  다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222)

수익자의 와 같은 이의권은 신탁재산의 양수인( 득자)의 채권자에 하여

도 행사할 수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양수인( 득자)이 선의유

상취득자가 아닌 한 수익자와 양수인( 득자) 사이에서 의제신탁이 성립한다. 따

라서 양수인( 득자)의 채권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

217)HenryHansmann& UgoMattei,“TheFunctionsofTrustLaw:A ComparativeLegaland

EconomicAnalysis”,73N.Y.U.L.Rev.434,454(1998);Scott&AscheronTrusts,vol.3,p.885;

PhilipH.Pettit(주 23),p.537; 국의 InsolvencyActof1986§283(3)(a);미국의 11U.S.C.

§541(d).

218)UTC§507“Trustpropertyisnotsubjecttopersonalobligationsofthetrustee,evenifthe

trusteebecomesinsolventorbankrupt.”

219)이하 수탁자의 재산  신탁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칭한다.

220)Scott&AscheronTrusts,vol.4,pp.1794-1795.

221)환취권은 해당 재산에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산재단이나 회생 차가 개시된 채무자

의 재산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을 분리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

는바,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형 인 권리는 소유권이다. 병서,도산법,제2 ,법문사

(2006),284-288면.

222)Scott&AscheronTrusts,vol.4,p.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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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는 양수인( 득자)의 산 재인이 해당 신탁재산을 산재단의 재원

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이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탁재산에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223) 

이와 같이 수익자가 가지는 이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와 제3

자에 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강력한 물  권리라고 할 것이

다. 

라. 수익권의 성질

수익권이 인  권리(personal right)인지 물  권리(proprietary right)인지 

하여 미에서조차 견해의 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224) 수익권  수탁자

에 한 신탁이익의 부청구권이 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에는 이견이 있

을 수 없으나, 앞서 본 수익자의 추 권, 수탁자의 채권자에 한 이의권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선 물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  권리는 타인 일반

에 하여 세 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인  권리와 구별하여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배타성(excludability)이다. 즉 상 방이 아닌 제3자에 하

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제3자를 배제할 수 있다면 물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25) 

223)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968.

224)견해의 립에 하여는 DonovanWaters(주 11),p.220이하;PhilipH.Pettit(주 23),p.84이하;

Scott&AscheronTrusts,vol.3,p.803이하;Hanbury&Martin(주 22),p.18이하;이연갑(b)(주 

11),918면 이하.미국 소수의 주에서 수익자는 수탁자에 하여 채권  권리만을 가진다는 취지

로 성문법을 제정하 으나,그와 같은 성문법 부분은 법원의 결정,즉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이스테이트(somekindofestate)를 가진다는 시에 의하여 무력화되었다고 한다(Bogert,

Oaks,Hansen&Neeleman(주 35),p.82참조).

225)SarahWorthington(주 10),p.52참조.Worthington교수는 미법에서 물  권리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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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 신탁에서 수익권을 물  권리(proprietary 

right)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신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을 분할가능한 권리로 보는 국의 유

연한 물권 개념에 토 를 두어 성립한 것이다. 형평법원은 처음에는 수탁자만이 

물권을 가진다는 제에서 수익자에게는 채권, 즉 수탁자에 한 손해배상청구

만을 인정하 으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 하여도 수익권을 주장함으로써 수익자의 보호

를 한 법리를 개하여 오늘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역사  배경을 보면 수익

자의 권리가 물  권리라는 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와 같은 역사  맥락에 따라 신탁재산에는 수익자의 형평법상의 권리

가 수탁자의 보통법상의 권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념하게 되었는바, 보통

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인 신탁재산은 내재 으로 수익자의 와 같은 강력

한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

는 것이다. 즉 신탁재산은 형평법 으로는 수익자의 소유이므로 수탁자의 채권

자는 이에 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의 재산, 즉 수익자가 배타 으로 향유하는 재산이 된 

것이고,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는 설령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더라도 제3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았다. 제3자는 수익자의 권리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제3자에 한 추 권의 행사를 인정하 는바, 수익

자가 제3자에 하여도 자신의 권리를 우선 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자가 가지는 배타성은 수탁자 산 시, 제3자 산 시에 명확히 드러난

표지로 양도성(transferability)을 들고 있다(Id.)그 이유는 보통법상 인  권리에 해서는 양도

를 허용하지 않고 물  권리에 해서만 양도를 허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물  권리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배타성이 물  권리의 가장 결정 인 표지라고 

할 수 있다(Id.,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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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익자는 이의권을 행사함으로써 륙법계의 환취권 행사와 같은 효과를 내

고 있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26)  

셋째, 수익권을 채권으로 보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도 

수익권이 그 재산에 하여 존속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227) 앞에 추 권을 

설명하면서 상세히 다루었듯이 수탁자가 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신탁재산에 속

하는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수익자와 제3자 사이에 의제신탁이 성립

하여 제3자에게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수익권을 물  권

리로 보아야 설명이 자연스럽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제3자에 한 배타성을 물  권리의 표지라고 한다면, 

미 신탁에서 수익권은 이에 부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28) 

물론 이에 하여 제3자가 선의유상취득자인 경우에 추 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는 을 이유로 수익권이 물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비 도 있을 수 있으

나, 앞서 본 수익권 보호의 역사  맥락을 무시한 채 와 같은 외 인 경우

를 가지고 수익권의 물권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229) 

226) Langbein 교수는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취 하는 신탁의 개념구조(the

conceptualstructureofthetrust,whichtreatsthetrustbeneficiariesasthetrueownersofthe

trustproperty)는 신탁의 도산 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다”고 표 하고 있다

(JohnH.Langbein(a)(주 1),p.179).

227)同旨 이연갑(b)(주 11),932면.

228)그런데 수익자에게 물  권리의 성질을 갖는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수익자가 

수탁자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을 갖는다거나 수탁자의 소유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수익자의 권리가 매우 특수하다는 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보통법으로는 수

탁자가 소유자,형평법으로는 수익자가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Hanbury&Martin(주 22).p.20

참조).

229)소유권이 세 인 권리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소

유자가 선의취득 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소유자가 

배타 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는 Hanbury&

Martin(주 22),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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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독일의 신탁이론

신탁제도는 기본 으로 미법의 통이 만든 소산이다. 따라서 물권과 채권

의 별, 소유권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소유권의 단일성230) 등에 기 를 둔 

륙법은 기본 으로 미의 신탁을 그 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231)

독일의 경우 신탁 계를 일반 으로 규율하는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구체 인 내용은 학설과 례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바, 독일의 신탁이론을 살

펴 으로써 륙법 국가에서 신탁의 법리가 어떻게 변용되는지, 그리고 미 신

탁법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 독일의 일반 신탁이론

독일의 일반  신탁이론은 크게 피두키아  법률행 론(Theorie vom 

fiduziarischen Rechtsgeschäft)과 게르만법  신탁이론(Lehre von der 

germanistischen Treuhand)으로 나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 독일에서는 양도담보(Sicherungsübereignung), 담보 목  채권

양도(Sicherungszession), 어음의 추심을 한 배서(Vollindossaments eines 

230) 륙법에서는 소유권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소유권의 각 권능,즉 사용권능,수익권능,처

분권능이 각각 독립한 권리로서 소유권이란 이름하에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의 집합이 아

니라 하나의 소유권에서부터 이러한 각각의 권능이 유출된다고 보는바,이를 ‘소유권의 단일성’이

라고 할 수 있다.이를 ‘소유권의 혼일성(渾一性)’이라고 하기도 하나(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

(Ⅴ),물권(2),박 사(1999),29면 (김상용 집필)참조),소유권의 분할을 부정한다는 을 명확히 

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유권의 단일성’으로 표 하 다

231)독일민법 제정시 로마법은 소유권법 분야에 상당한 향을 미쳤는바,이러한 향으로 독일은 보

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으로 소유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Eugen

DietrichGraue,“Trust-likeDevicesunderGermanLaw”,inTrustandTrust-likeDevices(W.A.

Wilsoned.,ChameleonPress,1981),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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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sels zu Inkassozwecken), 담보를 한 어음(Depotwechsels)이 새롭게 이용

되기 시작하 는데, 이러한 거래가 가장행 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하여 논의

가 개되는 과정에서 독일의 일반  신탁이론이 제시되었다.232)

우선 피두키아  법률행 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법  권능을 부여하고, 

그 권능을 모든 가능한 목 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 을 해서만 이용하게 

하는 법률행 이다.233)234) 피두키아  법률행 에 있어서 특징은,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을 제한이 없는 완 한 형태로 권리를 이 하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특

정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채권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다.235) 

 한편, 게르만법  신탁이론은 수탁자에게 물권이 해제조건부로 이 되고, 해

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상 당연히 탁자에게 물권이 복귀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236) 게르만법  신탁이론은 알 드 슐츠237)(Alfred Schultze)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슐츠 박사는 랑고바르트족의 잘만(Salmann) 제도를 역사 으로 

고찰하여 게르만법  신탁이론을 정립하 다. 랑고바르트족은 진정한 의미의 유

언을 할 수 없었는데, 유언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 하기 한 방

232)이연갑(a)(주 8),94면. 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거래를 신탁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가장행

가 아님을 제로 하는 것이다.

233)Regelsberger,ZweiBeiträgezurLehrevonderCession,AcP63(1880)S.172f.

234)피두키아(fiducia)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용어인데,로마법에서 탁자(채무자 는 제3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 함과 동시에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면 수탁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탁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신탁과 피두키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신탁에서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한 권리(형평법상의 소유권)를 가지나,피두키아에서 수익자는 본질 으로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며,신탁이 철회가능신탁인 경우 신탁을 철회할 수 있으나 피두키아에서

는 철회할 수 없다(CarlyHoward(주 37),pp.357-358).채권의 담보수단으로 이용되던 피두키아는 

질권이 채권의 담보로 리 활용됨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승종·조규창,로마법,법문

사(2004),637-640면 참조).

235)HeinKötz,TrustundTreuhand,Vandenhoeck&Ruprecht(1963),S.125.

236)김 호,신탁행 론,법문사(1997),51면.

237) 알 드 슐츠는 독일의 법사학자로 “랑고바르트족의 신탁과 유언집행제도로의 환(Die

langobardischeTreuhandundihreUmbildungzurTestamentsvollstreckung)”이라는 독일 신탁

과 련된 유명한 논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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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잘만을 활용하 다. 유언자는 잘만(수탁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잘만

(수탁자)은 탁자가 사망하면 12개월 이내에 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취득

한 재산권을 재양도하는 조건으로 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 받았다. 이 경우

에 수탁자가 가지는 권리는 ‘해제조건부 소유권(resolutiv bedingtes 

Eigentum)’으로 해석되었다.238) 즉 수탁자가 자기에게 이 된 재산을 그 목

에 부합하지 않게 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그 재

산의 소유권이 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보았다. 

피두키아  법률행 와 게르만법  신탁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수탁자의 지

에 있다. 피두키아  법률행 에서 수탁자는 완 권을 가지고 단지 탁자와

의 합의에 따른 ‘채권  구속’을 받는 반면, 게르만법  신탁이론에서 수탁자

는 ‘물권 으로 제한된 소유권’을 가진다.239)  

II. 완 권 신탁,수권신탁, 리권신탁

독일에서는 수탁자에게 부여되는 권능의 정도에 따라 완 권 신탁, 수권신탁, 

리권신탁으로 신탁을 분류하고 있다.240) 

완 권 신탁(Vollrechttreuhand)은 수탁자에게 완 한 권리가 이 되는 것을 

제로 하는바, 미법의 신탁에서 요구하는 ‘신탁재산의 이 ’의 요건을 충

족한다는 에서 미법의 신탁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완 권 신탁에

는 피두키아  신탁과 게르만법  신탁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두키아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권리가 채권 으로 제한되는 반면, 게르만법  신탁에

서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해제조건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수권신탁(Ermächtigungstreuhand은 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38)F.W.Maitland(주 31),p.329.

239)HelmutCoing,DieTreuhandKraftprivatenRechtsgeschäfts,C.H.Beck(1973),S.49.

240)이하의 설명은 HelmutCoing(주 239),S.9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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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부여하여,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

을 처분할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 한편, 리권신탁

(Vollmachttreuhand)은 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의 처분에 한 리권을 수여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권신탁과 리권신탁은 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제로 

한 것이어서 미의 신탁이나 우리의 신탁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하

에서는 미 신탁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완 권 신탁의 법률 계에 국한하여 독

일의 신탁 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III. 완 권 신탁의 법률 계

독일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률행 를 심으로 법률 계를 설명한다. 

따라서 신탁의 성립에 있어서 신탁계약(Treuhandvertrag)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

탁재산에 한 소유권을 이 하여야 하므로 처분행 (Verfügungsgeschäft)가 필

요하다. 특징 인 은 미에서는 탁자의 일방 인 선언에 의해서 신탁의 설

정이 가능하나, 독일에서는 생 처분에 의한 신탁은 계약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이다.241) 독일 신탁에서 탁자는 임계약상의 임인이 가지는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황과 신탁사무의 

처리에 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666조 참조), 신탁재산

에 하여 언제라도 지시를 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665조 참조).242)  

 신탁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  독자 인 부청구권을 부여

할 의사인 경우 신탁계약은 제3자를 한 계약이 된다.243) 미에서는 수익자의 

241)HelmutCoing(주 239),S.107.

242)StefanGrundmann,“TrustandTreuhandattheEndofthe20thCentury.KeyProblemsand

ShiftofInterests”,47Am.J.Comp.L.401,422(1999).

243)MünchKomm/Gottwald,§328,Rn.80;HeinKötz(a),“NationalReportforGermany”,in

PrinciplesofEuropeanTrustLaw(D.J.Hayton,S.C.J.J.Kortmann,H.L.E.Verhagened.,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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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물권에 해당한다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독일 신탁에서 수익자

는 제3자를 한 계약에 기하여 채권  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다. 수익자의 

지 를 계약 계(contractual relationship)에 기하여 설명함에 따라 수익자에게 

물권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고, 이 이 미신탁과 비하여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이다.244) 따라서 수탁자가 산한 경우 수익자의 환취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탁자의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한 집행에 하여 수익자는 이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처분행 와 련하여 동산의 경우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양도

합의(Aufflassung)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해제조건을 등기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으므로245) 부동산에 한 게르만법  신탁은 그 공시방법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

완 권 신탁  피두키아  신탁에서 수탁자는 아무런 물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제로 하므로, 수탁자의 소유권은 미와 같이 분할된 

소유권이 아니라 륙법이 제로 하고 있는 단일한 소유권이다.246) 따라서 수

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취득자는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을 온 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247) 즉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는 권한

은 법률행 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므로(독일민법 제137조), 

신탁행 에서 수탁자의 처분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탁자의 권한 남용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에 반하여 

LawInternational,1999),pp.89-90.

244)StefanGrundmann(주 242),p.427참조.

245)독일민법 제925조 제2항은 “조건부로 는 기한부로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는 효력이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246)HeinKötz(b),“TheModernDevelopmentofTrustLawinGermany”,inModernInternational

DevelopmentsinTrustLaw(DavidHaytoned.,KluwerLawInternational,1999),p.60.

247)EugenDietrichGraue(주 231),pp.71-72. 미 신탁의 추 권은 독일신탁에서는 원칙 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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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는 행  등)에 한 효과 인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것인바, 리권 남용

의 법리248)를 유추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다는 사

실을 거래 상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처분행 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249) 례는 이에 하여 부정 이다.250)

IV. 신탁재산의 보호

미 신탁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신탁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재

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제5장 제2  

Ⅱ.’참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면 이고도 단일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고 보면,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신탁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

다는 례가 축 됨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도산 험으로부터 격리시키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한 

외이므로 신탁재산의 보호의 범 는 미 신탁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 

V. 독일에서의 신탁의 본질

독일이 미 신탁을 수용하기 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248) 리인이 리권의 범 에서 리행 를 하더라고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리행 를 한다는 사실

을 상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리행 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

를 의미한다.

249)HeinKötz(주 235),S.141.우리나라의 경우 뒤에서 보겠지만(‘제4장 제2 ’참조)수익자취소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탁자의 권한 남용행 를 통제할 수 있다.따라서 리권 남용의 법리를 유추

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250)BGHNJW 1968,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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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는 독일의 통 인 이론( 륙법 인 이론)으로 신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 신탁이 거둔 효과를 유사하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51) 따라서 독일신탁의 본질을 논하는 것은 통상의 계

약 계를 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생 신탁은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탁자는 채권자의 지 , 수탁자는 채권  제한을 받는 신탁

재산의 소유자의 지 를 가진다.252) 

만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는 탁자와 수익자가 독일에서 인정되어오던 

‘제3자를 한 계약(독일민법 제328조)’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는  

계약에 기한 부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자의 권한은 

미의 수익자에 비하여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독일신탁에서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를 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이에 하여는 

뒤에서 상술한다(‘제5장 제2  Ⅱ.’참조).  

第四節 랑스의 신탁법

랑스는 2007년 2월 19일 랑스민법에 총 21개의 조문을 가진 신탁을 도입

하 다. 표 인 륙법계 국가라 할 수 있는 랑스가 신탁을 도입하 다는 

에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랑스가 자국의 체계와 신탁을 어

떻게 조화시켰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51)Kötz교수도 신탁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하여 부정 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Hein

Kötz(b)(주 246),p.62).

252)다만,게르만법  신탁이 성립한 경우에 수탁자가 해제조건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부동산의 경

우에는 게르만법  신탁이 불가능하다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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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랑스의 신탁제도 도입의 의의

랑스가 신탁(fiducie)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었던 부분은 신탁을 

도입하는 것이 ‘재산의 단일성과 불가분성(l’unité et l’indivisibilité du 

patrimoine)’이라는 민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에 있었다.253) 

랑스는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재산(patrimoine)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은 분

할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부로서 채무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보았고, 민법 제2284조254), 제2285조255)는 이를 표상하는 내용으로 공공질서

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256) 그런데 미 신탁을 도입하는 경우 수탁자가 

취득하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바, 랑스민법 

제2284조, 제2285조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스는 상당한 진통 끝에 신탁을 도입하 다. 이는  

‘신탁의 거법과 승인에 한 1985. 7. 1. 헤이그 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이 채택되면서 유

럽 역에 신탁에 한 심이 증하 고,257) 룩셈부르크 등 륙법 국가에서 

253)Ph.Marini,“Enfinlafiducieàlafrançaise!”,RecueilDalloz,2007,pp.1347-1348.

254) 랑스민법 제2284조는 “개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나 재  장래의 동산  부동

산 부를 가지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Quiconques'estobligépersonnellement,

esttenuderemplirsonengagementsurtoussesbiensmobiliersetimmobiliers,présentsetà

venir)”고 규정하고 있다.

255) 랑스민법 제2285조는 “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고, 법한 우선권이 없는 한,

채권자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배한다(Lesbiensdu débiteursontlegagecommun deses

créanciers;etleprixs'endistribueentreeuxparcontribution,àmoinsqu'iln'yaitentreles

créanciersdescauseslégitimesdepréférence)”고 규정하고 있다.

256)재산은 인격의 발 이므로 재산이 인격과 결합한 결과,모든 사람은 단일한 책임재산을 가진다는 

patrimoine이론은 Aubry와 Rau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랑스민법의 핵심 인 개념이다.

patrimoine이론에 한 자세한 설명은 권철,“ 랑스민법학 상의 ‘patrimoine’개념에 한 고찰 

– 법인격과 재산의 계에서 본 학설사와 실정법”,민사법학 제63-2호(2013.6),47면 이하 참조.

257) 랑스에서 도입된 신탁은  헤이그 약의 신탁의 정의(  헤이그 약 제2조 참조)에 포섭되는 

신탁이라고 평가한다.LaurentChambaz,“IsFranceadoptingtrustswholesale?Theansw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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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수용한 에 향을 받은 것이다. 융거래나 상거래에서 신탁이 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58)  

다만, 랑스의 미식 신탁을 그 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랑스의 신탁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랑스는 증여의 의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하 다( 랑스

민법 제2013조). 원래 미식 신탁은 증여를 하여도 리 활용되었는데, 랑

스는 상속질서를 보호하고 유류분의 침해를 방지하기 해 이를 지하 는바, 

랑스에서는 신탁계약은 반드시 수익자가 제공하는 반 부의 존재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259) 이에 하여는 신탁의 도입을 오랫동안 추진한 이유 

의 하나가 증여를 한 신탁의 활용인데, 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신탁을 

도입한 의의를 반감시킨다는 비 이 있다.260) 

둘째, 랑스는 수탁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융기 , 투자회사, 보험회사, 변호사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일

반 법인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랑스민법 제2015조). 이는 신탁이 자 세탁 등 

탈법 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261)  

이와 같이 랑스는 신탁을 도입하기는 하 으나 그 로 도입한 것은 아니고 

많은 변용을 하 는바, 기본 으로는 신탁제도에 한 불신을 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랑스식 신탁을 ‘fiducie’라고 칭하여 논

하기로 한다.

no,But…”,Trusts&Trustees,2007,vol.13,No.7,pp.256-257참조.

258)PaulMatthews(a),“TheFrenchFiducie:And Now forSomethingCompletelyDifferent?”,

Tru.L.I.2007,21(1),pp.17-18참조.

259)정태윤,“ 랑스신탁법”,비교사법 제19권 3호(통권 58호,2012),958-959면 참조.

260)LaurentChambaz(주 257),p.258.

261)DelphineBaudouin,“FiducieinFrenchLaw”,I.B.L.J.2007.2,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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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iducie의 법률 계

1.fiducie의 의의

랑스민법은 fiducie를 “1인 는 수인의 탁자(constituant)가 재 는 장

래의 물건(biens262)), 권리 는 담보 는 일체의 물건, 권리, 담보를 1인 는 

수인의 수탁자(fiduciaire)에게 이 하고, 수탁자는 이를 자신의 재산과 구분하여 

보유하면서 특정 목 을 하여 1인 는 수인의 수익자(bénéficiaire)을 하여 

행 하여야 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011조263)).

fiducie가 성립하기 해서는 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있어야 하고, 수탁자에 

한 재산의 이 이 있어야 한다는 은 미 신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랑스는 신탁은 법률 규정 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고 명시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2012조).264) 따라서 유언이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 단독행 에 의한 신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 신탁에서 법원에 의하여 인

정되는 신탁, 즉 복귀신탁, 의제신탁도 인정되지 않는다.

2.fiducie의 성립

262)bien은 유체물로서 동산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용익권 등을 포 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

다.bien의 개념에 하여는 정태윤(주 259),960-961면 참조.

263)원문은 “Lafiducieestl'opérationparlaquelleunouplusieursconstituantstransfèrentdes

biens,desdroitsoudessûretés,ouunensembledebiens,dedroitsoudesûretés,présents

oufuturs,àunouplusieursfiduciairesqui,lestenantséparésdeleurpatrimoinepropre,

agissentdansunbutdéterminéauprofitd'unouplusieursbénéficiaires.”이다.

264)F.Lefebvreed.,LaFiducie:Moded’emploi,2007,p.1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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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 신탁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동법 제2012조). 랑스민법상 신탁계약(contrat de 

fiducie)은 신탁 법률 계를 이루는 아래의 요 요소가 모두 확정되어 있어야 

유효하다(동법 2018조). (1) 수탁자에게 이 되는 신탁재산이 확정되어야 하고, 

장래의 것이라면 확정가능해야 한다. (2) fiducie의 존속기간(수탁자의 재산 보유

기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존속기간은 신탁계약 성립일부터 99년을 넘어서

는 아니 된다. (3) 탁자와 수탁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4) 수익자가 확정되거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칙이 확정되어야 한다. (5) 수탁자에게 부과된 임무, 

리와 처분 권한의 범 가 확정되어야 한다.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할 세무서에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내에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동법 제2019조). 

fiducie가 탈법 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함인 것으로 보이나 신탁

제도에 한 불신을 느끼게 하는 목이다. 

한, 랑스는 수익자의 확정을 요구함으로써 목 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3. 탁자,수탁자,수익자의 지

가. 탁자의 지

fiducie는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계약의 당사자

인 탁자의 지 가 강화되어 있다. 탁자는, 수탁자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하거

나 신탁재산을 험에 빠뜨린 경우 등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과 신수탁자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027조). 한, 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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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신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동법 제2028조).

탁자는 와 같은 강화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책

임을 지우고 있다. 즉 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신탁행 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

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탁자가 그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동법 제2025

조).265) 이에 하여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 이 제기되

고 있다.266) 

이러한 fiducie상의 탁자 지 는 미 신탁의 탁자의 지 와는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미 신탁의 경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탁이 계약 당사

자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의 일방 인 신탁설정의 

의사의 표시와 신탁재산의 이 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보므로, 일단 신탁이 성립

되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 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fiducie에서 신탁은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탁자는 계약당사자로서 와 같이 요한 지 를 

가진다.  

나. 수탁자의 지

fiducie에서 수탁자의 리와 처분의 권한은 신탁계약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그 지 않으면 신탁계약은 무효이다(동법 제2018조). 당사자들은 그 권한을 정함

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이 되는 

물건과 권리를 보 하는 권한만을 부여할 수도 있고, 반 로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267) 

265)뒤에서 보겠지만,fiducie에서 수탁자는 원칙 으로 신탁채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신탁채무’

라고 한다.이하 같다)에 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6)M.Bourassin/V.Brémond/M.-N.Jobard-Bachellier,Droitdessûreté,2e éd.,p.361;Ch.

Larroumet,“Laloidu19février2007surlafiducie.Proposcritiques",D.2007,Dossierp.

1353참조.

267)정태윤(주 259),9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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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3자와의 계에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가장 넓은 권한, 

즉 소유자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수탁자가 신탁계약상의 

권한을 벗어나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상 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수

탁자와 제3자의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다(동법 제2023조).268) 한편, 수탁자는 신

탁재산만으로 신탁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동법 제2025조 참조). 다만, 수탁자가 수탁자

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동법 제2026조). 독특한 은 미 신탁에서 시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 선

주의의무, 공평의무, 자기집행의무, 분별 리의무 등을 랑스에서는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다.269) 그리고 수탁자가 보유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

구권, 보수청구권에 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fiducie상의 수탁자는 다소 소극 인 지 를 가지

는 것으로 단되고, 그 연장에서 수탁자가 원칙 으로 신탁채무에 하여 고유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에 한 구체 인 규정을 두

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미 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원칙 으로 신

탁채무에 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앞

에서 본 바와 같다.  

fiducie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수탁자가 가지는 소유권의 특수성이다. 

랑스는 륙법계 국가의 특징인 소유권의 단일성과 성을 제로 한 사법체

계인데, 수탁자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에서 소유권으로서의 특성이 완화되

어 있는 독특함이 있다.270)  

268) 미 신탁의 수익자의 추 권을 와 같이 변형하여 규정한 것이다.

269)이에 하여 신탁계약 조건에 그 내용을 정할 것으로 상하여 와 같이 구체 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심인숙,“ 랑스 제정법상 ‘신탁’개념 도입에 한 소고”,

앙법학 제13집 제4호(2011.12),280면).

270)정태윤(주 259),95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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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탁자가 이 받은 물권을 처분할 권한이 합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

기 때문에 수탁자의 소유권은 권능에 있어서 제한되는바, 신탁은 소유권의 

성에 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소유권은 99년을 과할 수 없는바(동법 제2018조) 신탁은 소

유권의 구성에 될 수 있다.

다. 수익자의 지

fiducie에서 수탁자와 달리 수익자의 자격에 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

연인이나 법인 모두 수익자가 될 수 있다.271) 그런데 fiducie에서는 “ 탁자 

는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 는 수익자들 의 1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

2016조272))”고 하여 문언 상으로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에서 

특색이 있다. 

신탁계약은 제3자를 한 계약의 의미도 있는바, 수익자는 수탁자에 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이는 채권이다.273) 수익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수익권

을 취득한 이후에는 탁자는 신탁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바(동법 제2028조), 수

익자의 지 를 보호하기 함이다.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계약상의 권한을 벗어나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거

래상 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수익자는 수탁자와 제3자의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데(동법 제2023조), 수익자는 미법상의 추 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

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에서 수익자는 채권 이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274) 

271)심인숙(주 269),280면.

272)“Leconstituantoulefiduciairepeutêtrelebénéficiaireoul'undesbénéficiairesducontratde

fiducie.”라고 규정하고 있다.

273)정태윤(주 259),966면.

274)심인숙(주 269),281면.다만, 랑스민법 제2023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바, 와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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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수탁자를 감독하기 하여 수탁자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탁

재산을 험에 빠뜨린 경우 등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과 신수탁자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027조),275)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 업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2022조).

III. 목 재산(patrimoined’affectation)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fiducie를 입법하면서 입법 안을 만든 사람들은 목 재산(patrimoine 

d’affectation)의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 고, 실제 랑스민법이 fiducie를 규정하

면서 ‘목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을 기 로 신탁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 다.276) 즉 랑스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권

자277)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부로서 채무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재산의 단일성 원칙, l'unité du patrimoine)에 한 

한 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련된 구체 인 내용에 하여는 뒤에서 상

세히 논한다(‘제5장 제2  Ⅲ.’ 참조). 

IV. fiducie의 본질

랑스가 실정법의 제정을 통해 신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사법의 논

리에서 벗어나 신탁을 규율할 명시 인 규범을 마련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 신탁계약의 등록을 통해 신탁의 법률 계를 선명하게 함으로써 신

석이 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5) 탁자도 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76)PaulMatthews(a)(주 258),pp.23-24;LaurentChambaz(주 257),p.255참조.

277)이하 신탁사무의 처리와 무 하게 수탁자에 하여 발생한 채권을 ‘고유채권’이라 하고,그 고유

채권을 가지는 자를 ‘고유채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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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오용을 막고 신탁의 효용을 취하려는 태도는 입법론 으로도 수용을 검토

할 만하다. 

그런데 랑스 fiducie는 기본 으로 랑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인 ‘재

산의 단일성과 불가분성’, ‘물권과 채권의 이분론’을 되도록 그 로 유지하

려고 하는 제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미 신탁제도를 상당부분 변형하여 수

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자는 채권을 가진다는 틀에서 

fiducie를 규정함으로써 수익자의 지 가 약하다. 미 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수익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신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는데, 랑스에서는 신탁에 한 부정  인식이 기

에 있는 계로 신탁의 확장을 아직까지는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ducie의 도입을 통해 랑스의 민법 질서도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탁자의 소유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바,  소유권 개념에 조용한 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수

익자에게는 단순히 제3자를 한 계약의 수익자로 환원할 수 없는 권리가 존재

하고 있는바(수탁자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 감독권 등) 물권과 

채권의 이분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끝으로 fiducie의 

도입을 통해 수탁자의 소유라도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 

신탁재산을 인정하게 된 것인바, 랑스의 재산의 단일성 개념에서 벗어난 제도

가 생긴 것이다.278) 

278)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재산(patrimoine)을 가지고 있다는 랑스민법의 원칙의 외가 인정되

기 시작한 것이다(PaulMatthews(a)(주 258),p.24참조).



-88-

   

第三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第一節 문제

앞에서 미 신탁법, 독일의 신탁이론, 랑스의 신탁법을 심으로 미법계

와 륙법계가 각각 신탁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탁

의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지만, 신탁의 법리는 미법의 소산이라는 에서 기본 으로 미법

에서 발 한 법리를 가  존 하는 제에서 신탁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신탁의 본질에 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개된 논의를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가 주는 시사 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 필자가 생각

하는 신탁의 본질에 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第二節 신탁의 본질에 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립

I. 문제의 제기

한국과 일본은 물권과 채권을 별하고 법률행 를 심으로 법률 계를 설

명하며 소유권의 단일성을 제로 한 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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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이 신탁은 미법에서 활성화되어 정립된 역사  산물로 소유권의 

분할, 법률행 가 아닌 신임 계에 기 한 수탁자의 의무 형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법체계의 

정합성의 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신탁의 본질에 

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많은 논의가 개되어 왔다. 신탁법의 규정을 일 성 

있게 해석하기 해서는 신탁의 본질에 한 검토가 선행 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신탁의 본질과 련하여 가장 핵심 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수익권과 

그에 응하는 수탁자의 권리에 한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하여 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일본의 견해의 립279)

1.채권설

채권설은 수익자의 권리(beneficiary's right), 즉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의 

성질을 수탁자에 한 채권으로 악하는 입장이다. 채권설은 신탁의 설정과 동

시에 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완 하게 귀속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하여 그 재

산을 신탁목 에 따라 리 는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자는 수탁자

에 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다.280) 

279)일본의 견해의 립에 하여 반 으로 다룬 로는 김성필,“신탁재산의 법률 계”,민사법학 

제17호(1999),199면 이하;이근 (a),“신탁법상 수익자의 수익권의 의의와 수익권포기:신탁법 제

42조 제3항을 심으로”,민사법학 제30호(2005),196면 이하;안성포(a),“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일본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앙법학 제9집 제2호(2007.8),755면 이하;정순섭(주 8),32

면 이하;新井 誠(주 12),40면 이하 참조.

280)入江眞太郞,信託法原論,巌松 書店(1928),104-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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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설에 따르면 신탁설정을 한 재산권의 이 은 완 권의 이 , 즉 리

권, 처분권뿐만 아니라 그 명의까지 포함하여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법률상 

완 히 이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탁자는 수익자가 와 같이 가지는 채권

의 효력에 제한을 받으므로 신탁재산의 리·처분에 한 채권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력은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채권  청구권이라는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채권설은 수탁자의 완 권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의 보호에 미

흡하다는 비 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에 하여 채권설은 신탁의 법률

계가 형성된 경우 법이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데, 그 특별한 

보호의 로 들고 있는 것이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

행 등의 지’, ‘수익자취소권’이다.281)

채권설은 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시하여 륙법체계에 충실하게 신탁법을 

해석한다는 에서 강 이 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통설로 평가되어 왔다.

2.실질 법주체성설

  

시노미야(四宮) 교수가 주장한 견해로 통설인 채권설에 하여 철 한 비 을 

시도한 학설이다.282) 

이 설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명의  리권"을 갖고, 수익자는 "수

탁자에 한 채권(신탁재산에 한 여청구권)”과 "신탁재산에 한 물권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구체 으로는 신탁재산의 실질  법주체성의 승인(신

탁재산의 독립성 강조), 수탁자의 리자  성격의 승인(수탁자의 소유자성 부

정), 그리고 수익권의 물  권리성의 승인(수익권의 단순채권성 부정)의 세 가지

281)新井 誠(주 12),43면 참조.

282)四宮和夫,信託法,新版,有斐閣(1990),58-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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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283) 

우선 신탁재산의 법주체성에 하여 신탁재산이 법형식상 수탁자에게 귀속하

기 때문에 수익자를 귀속주체로 할 수 없고, 신탁법상 인정되는 법  효과 때문

에 수탁자에게 완 권이 귀속하는 것도 부정되어야 하므로, 실질 으로 신탁재

산 그 자체를 독립된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84) 

구체 으로 신탁재산에 실질  법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탁재산은 신탁목 에 따른 구속을 받게 되는데, 신

탁목 은 탁자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으로 수익자의 이익

을 기 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탁자가 개인의 지 에서 일반 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285) 따라서 신탁목 은 신탁당사자로부터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그

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다.286)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하

여 한편으로는 탁자·수익자의 완 권을 배제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바(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과의 혼동의 법리 

배제 등), 신탁재산은 실제로는 어느 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독립의 재산

(nobody’s property)인 것이다.’287)  

다음으로 시노미야(四宮) 교수는 수탁자의 권한과 련하여 수탁자에게 ‘명

의’가 부여되었다는 을 강조한다. 비록 그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

에게 완 권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에게 명의가 부여되었다는 은 신탁

재산의 법주체성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288)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283)新井 誠(주 12),45-46면.

284)四宮和夫(주 282),63면.다만,시노미야 교수가 주장하는 실질  법주체성은 민법총칙상의 법인과

는 다른 것으로 신탁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불완 한 법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그

친다(四宮和夫(주 282),70면).불완 한 법주체성을 가지는 이유는 시노미야 교수가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에게 명의의 귀속을 인정하기 때문이다(新井 誠(주 12),47면 참조).

285)四宮和夫(주 282),70-71면.

286)四宮和夫(주 282),71면.

287)四宮和夫(주 282),71면.

288)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이 불완 한 법주체성을 가지는 이유는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에

게 명의의 귀속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92-

채무와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하여 수탁자 개인이 책임

을 지는 이유는 ‘명의’의 요한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89) 그리고 수탁

자가 ‘명의’와 함께 가지는 것은 수탁자의 완 권이 아니라 ‘ 리권’임을 

주장한다.290) 신탁재산이 법주체성을 가지므로 수탁자가 완 권을 가질 수 없고 

신탁재산에 한 사무를 처리하는 리권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리권은 

탁자와의 처분권의 경합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  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고 설명한다.291) 

끝으로 시노미야(四宮) 교수는 수익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신탁재산에 

한 여청구권이 있지만, 그 외에 신탁재산에 한 물  권리도 가진다고 설명

한다.292) 불가항력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멸실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

익자가 부담하는 (수익자가 여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취득

한 신탁재산의 물은 수익권의 객체가 되는 신탁재산이 되는  등에 착안

하여 신탁재산의 변동은 수익권 내용의 변동과 연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신탁

재산과 수익권 사이에는 물  상 계(物的 相關關係)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293) 이러한 물  상 계(物的 相關關係)는 신탁에도 용되는 공시의 원

칙에 의하여 제3자에게도 항할 수 있으므로, 결국 수익권은 물  권리를 포함

하고 있다고 한다.294)  

특히 신탁 반의 처분에 하여 수익자에게 취소권295)을 부여하는 규정은 수

289)四宮和夫(주 282),69면.

290)四宮和夫(주 282),207면 이하.여기서 리권은 ‘재산  사무를 처리하는 권리로서,포  재산 

는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권·물(物)에 한 사실행 ·법률행 ·소송행 ,나아가 새로운 

권리의 취득,의무의 설정 는 기존의 권리의 행사·처분,의무의 이행을 포함하는 범 한 개념’

을 의미한다고 한다(四宮和夫(주 282),207면 주 1).

291)四宮和夫(주 282),209면.

292)四宮和夫(주 282),76면.

293)四宮和夫(주 282),76-77면.

294)시노미야(四宮)교수는 수익자의 물  권리는 신탁재산에 내재하는 목  제한이 수익자에게 반

되어 형성된 특수한 것이라고 한다(四宮和夫(주 282),77면).

295)일본 신탁법 27조,우리 신탁법 75조에 해당하며 ‘제4장 제2 ’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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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의 물  권리를 단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296) 

 

3.상 권리이 설

이와타 아라타(岩田新)가 주장한 견해로, 보통의 소유자는 자유로이 목 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데 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한 권능은 이러

한 자유가 없고, 오로지 신탁목 에 따라 제한된 범  내의 것이므로 수탁자에

게 완 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297) 이를 근거로 신탁재산의 소

유권 귀속과 련하여 수탁자에게 완 권이 귀속하는 것이라는 채권설의 기본

명제를 비 한다.298) 

이 설은 복수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하고, 수탁자

가 리소홀로 신탁재산의 멸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신탁법의 규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규정은 소유권이 내 으

로는 수익자에게 귀속하지만, 외 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한다는 상  권리

이 설과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299)

다만, 이 설이 반드시 신탁 계의 부를 상  권리이 설로 설명하려는 것

은 아니다. 이 설에서는 사안에 따라 수익자가 소유권을 유보하고, 수탁자에게 

용익물권 는 담보물권을 주거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수익자가 제한물권을 가

지거나, 는 수탁자에게 외 인 소유권을 주고 내 으로 수익자에게 소유

권을 유보하거나, 수익자는 단순히 일정한 이익을 부받을 채권만 가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해

석과 거래상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300) 

296)四宮和夫(주 282),77면.

297)岩田新,信託法新論,有斐閣(1933),97-100면.

298)岩田新(주 297),58-59면.

299)岩田新(주 297),97-100면.

300)岩田新(주 297),99-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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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채권설

아라이 마코토(新井 誠) 교수가 주장한 견해로, 채권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종래의 채권설이 미 신탁의 특징을 충분히 악하지 못한 약 이 있으므로 

미 신탁의 특징을 해석론 으로 살아있도록 채권설을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01)

 이 설은 수익권을 채권설의 입장에 따라 채권으로 이해하면서도  채권은 

민법상의 채권과 완 히 동일한 것으로 악하지 않고, ‘신탁법에 의하여 규정

된 특별한 채권’으로 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02) 수익권은 민법상의 채권

 요소와 물권  요소의 양자를 兼有한 권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탁법

을 독립의 단행법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303)

한 이 설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야 말로 신탁에서 불가결의 요소인데, 신탁

재산의 독립성은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서는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을 인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탁자의 지배에서 완 히 이탈하

여 신탁재산에 독립  법주체성을 구비할 정도에 이른 리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탁자의 지배력이 신탁재산에 미치고 있는 리

제도로 이해되어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설명한다.304)

III. 우리나라의 견해의 립

앞에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탁의 본질에 한 견해 립을 보았으나, 

301)新井 誠(주 12),60면.

302)新井 誠(주 12),65면.

303)新井 誠(주 12),65면.

304)新井 誠(주 1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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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개된 것은 아니지만 신탁의 본질, 특히 수익권의 성

질에 해서 논의가 있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채권설

 수익자의 지 를 채권자로 악하는 것이 우리 신탁법의 체계상 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305) 법 제31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목 을 달성하기 한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이상 수익자의 지 를 채권자로 

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06)  견해는 수익자가 가지는 강력한 권리들은 신

탁제도의 특성상 수익권의 보호를 하여 신탁법이 명시 으로 수여한 권리(법 

75조의 수익자취소권 등)에 불과하므로, 수익자가 물권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307)

2.수정된 채권설

수익권에게 부여된 권리는 소유권은 아니므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어야 할 

터인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까지 수익권을 제한물권이라고는 할 수

는 없으므로, 수익권을 채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신탁재산의 법률상

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소극 인 의미의 것이고, 신탁법상 수익권의 소멸시효, 

수익권 양도의 항요건 등에 있어서 채권법의 규정을 유추 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308) 실제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 에 반하여 제

305)최수정(b),“수익자취소권 재고”,법조 제693호(2014.6),177-180면.

306)최수정(b)(주 305),178,180면.

307)최수정(b)(주 305),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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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자로부터 이를 되찾아 올 수 있고, 수탁

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상에서 신탁재산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에

서 물권에 가깝게 강화된 채권을 가진다고 설명한다.309) 

3.사원권설

신탁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해 수익자로 하여  수익하게 하는 단체  법률

계이기 때문에,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지 는 회사에서의 사원의 지 와 유사

한 사원권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310) 수익자는 신탁이라는 단체에서 재산

의 실질  소유자로서의 지 (사원권  지 )를 가지고, 그에 기하여 여러 가지 

이익과 권리를 향유하고(자익권), 단체의 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수탁

자를 감시·감독하며(수탁자 감독권능),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을 보 하면서(신

탁재산의 보 권능) 요한 사항에 해서는 신탁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 (신탁

운 권)를 갖는다고 주장한다.311) 다만,  견해는 수익자가 1인 있는 신탁에서 

수익자의 지 는 사원의 지 와 유사한 지 라기보다는 실질 으로 ‘수탁자에 

한 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신탁재산에 한 물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312) 

4.가치지배권설

308)이연갑(a)(주 8),195면;이와 같은 취지로는 이근 (a)(주 279),197면.수익권은 신탁재산을 지배하

는 권리는 아니고,수탁자에 한 부청구권을 심에 두면서 물권  요소를 가지는 특수한 권

리이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등에서 물

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09)이연갑(a)(주 8),195면.

310)이 기(주 163),448면.

311)이 기(주 163),448면.

312)이 기(주 163),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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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권을 기능상으로 리권과 가치지배권으로 나 어 리권은 수탁자

에게 귀속하고 가치지배권은 수익자나 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견해이

다.313) 리권은 재산권을 리·운 함으로써 가치생산기능을 갖는 데 반하여 

가치지배권은 그 생산한 가치를 지배하는 기능을 갖는데, 가치지배권을 수익자

나 탁자가 가진다는 것이다.314) 

5.물 상 계설

수익권은 일반 으로 수탁자에 한 채권이지만, 실질 으로 신탁재산에 한 

채권이고, 신탁재산에 한 물  상 계(物的 相關關係)를 가지는 물  권리라

고 보는 견해이다.315) 시노미야(四宮) 교수가 주장한 실질  법주체성설을 그

로 따르는 것은 아니나 시노미야(四宮) 교수가 주장한 물  상 계의 개념을 

찬성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IV. 례의 입장

     법원 례는 채권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316) 이하

313)장 옥,부동산 신탁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연세 학교(1997.12).108면.일본의 다나카 미노

루(田中實)가 信託法入門(有斐閣,1992)에서 개하 던 견해이기도 하다.

314)장 옥(주 313),106면.

315)최동식(주 5),328면;김성필(주 279),209면.

316)오 (a),“가.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나.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72호

(2007하반기),법원도서 (2008),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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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례의 입장을 살펴본다.317) 

1. 법원 2002.4.12.선고 2000다70460 결 (공 2002,1114)

가. 쟁

원고가 갑 주식회사부터  회사가 신축한 임 아 트  1세 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 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

의 항요건을 갖추었다. 그 후 갑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신탁법에 따라  아

트를 신탁하여 피고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에 

피고가 주택임 차보호법에 따라 임 인의 지 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나. 법원의 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면서 피고의 임차보증 반환의무를 정하 다.

“주택임 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 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 인의 지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바,  규정에 의하여 임 인의 지 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

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 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 ·확정 으

로 이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 하거나 기

317)아래의 례는 구법이 용되는 사안이나 개정 신탁법이 용되더라도 그 시가 유효하므로 이

를 다루는 것은 재에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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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  신탁 목 을 하여 그 재산권을 리·처

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

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 내외 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 히 

이 되고, 탁자와의 내부 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되는 결과 수탁자는 내외 으로 신탁재산에 한 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  범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

에 따라 신탁재산을 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

다.”(  – 필자)

이러한 법원의 시는 수탁자가 탁자 겸 수익자와 사이에 “수탁자의 권

한은 등기부상 소유권 리  보 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실질 인 리, 보

 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의 책임하에 수익자가 주 하여 리한다.”는 특약

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한 계에서 와 같은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이고 제3자에 한 계에서는 완 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로 이어진다.318) 

2. 법원ﾠ2003.8.19.ﾠ선고ﾠ2001다47467ﾠ 결 (공 2003,1862)

가. 쟁

원고가 유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당

시 소유자(아 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가 피고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 등

318) 법원ﾠ2008.3.13.ﾠ선고ﾠ2007다54276ﾠ 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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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친 경우에 원고가 피고 재건축조합에 하여 직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 등기 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나. 법원의 단

이에 하여 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 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  신탁의 목 을 하여 재산의 

리 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내외 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 히 이 되고, 탁자와의 내부 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  범  내에

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

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에 한 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유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 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

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필자)라고 시하며 원고는 피고 재건축조합에 

하여 직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 등기 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시하 다.319) 

319)다만,  결에서 법원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 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 재건축조합을 설

립하여 지의 공유지분을 피고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으로,이러한 신탁은 탁자(조합원들)

가 신탁이익의 부를 향수하는 신탁으로 탁자가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구 

신탁법 제56조)원고가 탁자(조합원들)의 피고 재건축조합에 한 신탁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결국 원고는 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마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합원에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단한 것이다.구 신탁

법 제56조는 행 신탁법 제99조 제2항과 그 취지가 일치하므로  법원의 시는 재에도 유

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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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ﾠ2014.11.27.ﾠ선고ﾠ2012두26852ﾠ 결 (공 2015상,70)ﾠ

가. 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부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같

다)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하여 재산세 납부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가 마쳐지지 아니한 자익신탁에서 탁자(수익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와 수

탁자(재건축조합)  ‘ 가 신탁재산에 한 실질 인 소유권자’에 해당되어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되었다.320) 

나. 법원의 단

이에 하여 원심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궁극 으로 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탁자인 조합원들을 실질 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의 소유권이 등기가 마쳐지면 내외 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 히 

이 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 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리·처분할 수 

320)만약 이와 달리 신탁등기가 마쳐졌다면 구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부 개정되기 

의 것,이하 같다)제18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탁자가 부담한다.다만, 재는 지방세법이 개

정되어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는바(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에 한 비 으로

는 김상훈,“신탁재산에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심으로”, 스티스 통권 149호(2015.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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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  범  내에서 신탁재산을 리·

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 ̇̇ 을̇ 부담하며 탁자와의 내부 계에 있어

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 1993. 4. 

27. 선고 92 8163 결, 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한 사

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강조 , –필자)고 하면서 원심을 

기하 다. 

 결의 특징은 수탁자가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한다는 표 을 

써서 신탁의 법률 계를 계약 계로만 환원하려는 시를 하 다는 인바, 이

러한 시는 뒤에서 보겠지만(‘제3장 제3  Ⅱ.와 Ⅲ.’ 참조) 수탁자의 권리 

행사는 신탁계약으로 인한 제한 이외에도 수익자의 물권화된 권리에 의하여 내

재 으로 제한을 받고, 신탁의 법률 계는 계약 계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성이 

있다는 에서 비 의 여지가 있다. 

4. 법원ﾠ2011.2.10.ﾠ선고ﾠ2010다84246ﾠ 결 (미간행)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의 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유로 볼 수 있

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소유권이 등기를 마친 수탁자 앞으로 

내외 으로 소유권이 이 되는 이상 수탁자의 유는 유권원의 성질상 

자주 유로 볼 수 있다고 시하면서, 수탁자의 유가 리의사에 기한 

유여서 자주 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기하 다.

5. 법원ﾠ2007.9.20.ﾠ선고ﾠ2005다48956ﾠ 결 (공 200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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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의 특징은 신탁재산 자체에 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시노미야(四宮) 교수가 주장한 실질  법주체성설을 채택하지 

않은 데 있다. 즉 법원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리되

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 그

칠 뿐, 신탁재산 자체가 그 소유자 내지 명의자인 수탁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진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 -필자)라고 하면서, 수탁자가 

수익자에 하여 갖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

에 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법상 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321) 

V. 기존의 견해에 한 검토

1.채권설에 한 비

뒤에서 신탁의 본질에 한 필자의 견해를 자세히 개하는 과정에서 밝 질 

것이지만(‘제3장 제3 ’ 참조), 신탁 계에서 수익자를 단순한 채권자로 볼 수 

없고 물권화된 채권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권리에 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

을 받는 소유권이다. 그리고 신탁의 법률 계는 계약에 기한 채권채무 계로 환

원할 수 없는 독특한 면이 많다. 

따라서 통설과 례의 입장이라고 알려진 채권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322) 미법의 산물인 신탁을 륙법체계의 틀에 가두어놓고 설명을 하면 신

321)  결에 해서는 ‘제5장 제4  Ⅳ.4.나.’에서 상론한다.

322)‘제3장 제3 ’을 통해 주되게 비 하고 있는 학설이 채권설인바,채권설에 한 상세한 비 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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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본질을 정하게 반 할 수 없다.   

법원 결과 련하여서도 그 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법원은“수탁자는 신탁의 목  범  내에서 신탁재산을 리·처분

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 ̇̇ 을̇ 부담”한다고 하나, 수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계약 계로부터 독자성을 가지는 신임 계에 기한 

충실의무, 신탁재산에 내재된 수익자의 물권화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

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제3장 제3  Ⅲ. 2.’ 참조). 따라서 신탁의 

법률 계를 오로지 계약 계나 채권채무 계의 틀에서 설시하고자 하는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2.실질 법주체성설에 한 비

실질  법주체성설은 륙법  사고의 체계를 벗어나 신탁의 독자성을 강조

한다는 , 신탁이 가지는 기능  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탁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권리의 객체인 신탁재산에 법률상 지 를 부여하려는 에서 

문제가 있다. 한 우리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하여 자신의 고유재산

으로도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법 제38조, 제114조 제1

항), 실질  법주체성설은 이 을 설명하기 어렵다. 끝으로 우리 신탁법은 “수

탁자는 신탁재산에 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라고 규정함으로써(법 제31

조), 신탁재산이 독자 인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 다는 에서 우

리 법상 채택하기 어렵다.323) 

3.상 권리이 설에 한 비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323)同旨 이연갑(주 210),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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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권리이 설은 양도담보에 용되던 신탁  양도설의 법리를 일반화하

여 신탁 반에 확장하고 있는바, 양도담보의 법리를 신탁에 확장할 법률  근

거가 없다. 그리고 미 신탁에서도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를 내  계와 

외  계로 나 어 설명을 하지 않는바, 상  권리이 설로는 미 신탁의 

법률 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신탁을 외 으로 공시하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의 법률 계와 외부의 법률 계를 구별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4.신채권설에 한 비

신채권설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서는 그 뉘앙스가 다

르다는 을 착안하 고, 수익권을 민법상의 채권  요소와 물권  요소의 양자

를 겸유한 권리라고 평가하 다는 에서 탁월한 견해이다. 

그러나 신탁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분리하여 논할 만

큼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이 본질 인 ̇̇̇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

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둘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인정된다는 에서 더욱 

그 다. 따라서 신채권설을 지지하기 어렵다.     

5.사원권설에 한 비

사원권설은 신탁을 단체라고 제하고 있는데, 신탁을 단체로 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신탁에 여하는 자가 다수인 신탁도 있지만 그 지 않

은 신탁도 많이 있다는 에서 신탁을 단체  법률 계로 설명하려는 사원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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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탁 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

익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수익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324) 따라서 사원권설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6.가치지배권설에 한 비

가치지배권설은 신탁의 본질을 설명하기 하여 ‘ 리권’과 ‘가치지배

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 리권’이나 ‘가치지배권’이 우리 

사법체계에서 명확하고 확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근거

하여 신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치지배권설로는 신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치지배권설은 타당하지 않다.

第三節 신탁의 본질에 한 검토

I. 문제

신탁의 본질을 논하는 가장 핵심 인 이유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가지는 권한

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획정함에 있다. 미법의 산물인 신탁의 법률 계는  

륙법체계가 강조하는 소유권의 완 성 개념, 물권법정주의, 물권과 채권의 

별에 비추어 보면 이질 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신탁을 륙법체계와 최

한 조화롭게 해석하면서도 신탁이 가지는 효용이 륙법계에서도 충분히 발

휘될 수 있도록 신탁의 본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신

324)同旨 이연갑(주 210),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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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을 륙법체계의 틀에 가두어놓고 설명하면 신탁의 고유의 특징을 간과하기 

쉽고, 신탁의 효용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하에서는 비교법  연구가 주는 시사 , 신탁의 법률 계의 특징 등을 살펴

보고, 신탁의 본질에 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비교법 연구가 주는 시사

1.수익자 지 강화의 요성

가. 미 신탁의 수익자에 한 물권  지  부여

1) 신탁은 미법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미 신탁제도에 한 연구는 우

리 신탁법의 해석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325) 앞서 본 바와 같이 국

에서는  소유권을 제로 하지 않고 이스테이트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분

할가능한 권리로 악하 는바, 신탁의 법리는 이러한 유연한 소유권 개념을 바

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수익자에게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보통법상

의 소유자인 수탁자의 권한을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이 재산

리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에게 재산 리를 맡기면서 그 명의까지 이 한다

는 이다.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 한다는 은 수탁자가 탁자로부터 

독립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하여 권한을 행사

325)실제로도 2012년 신탁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의 신탁법을 많이 참고하 다(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201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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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 때문에 미국 신탁법에서 수탁

자에게 포 인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통 으로 탁자의 지 를 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326)  

그러나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 하 기 때문에 수익자로서는 상당한 

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이 자기 앞으로 이 되었음

을 악용하여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인 양 사용·수익하고 수탁자의 고

유채권자가 이를 책임재산으로 삼을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탁 제도의 발 에 있어서 매우 요하 다. 앞서 보았듯이 

미법에서는 처음에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제에서 수익자에게 구

제수단으로 수탁자에 한 인  권리만을 인정하다가, 구제수단으로서 효과

이지 못하다는 을 깨닫고 수익자에게 제3자에 해서도 자신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 다. 미 신탁제도가 탁월한 재산 리제도로 자리 잡

을 수 있게 된 요한 요인 의 하나가 바로 이 이다. 수익자에 하여 신

탁재산에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물권  지 를 부여한 것이 바

로 미 신탁의 핵심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는 수탁자의 권리와 함께 수익자의 형평법상의 소유권

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념하게 되어,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배타 으로 향

유하는 재산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이에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

다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리 승인되기에 이른 것이다.327) 신탁재산의 독립

성은 뒤에서 보겠지만 수탁자가 산하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도산격리기능의 효용을 창출하 고, 이러한 효용을 리기 해 미

에서 신탁이 유언의 용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사에서도 리 활용되기에 이

른 것이다. 

326)철회가능신탁에서의 탁자의 지 는 이러한 통 인 입장에서 벗어난 것임은 앞에서 확인한 바

와 같다.

327)UTC§507cm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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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수탁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수익자에게 물권  지 를 부여하여 

수탁자의 재량을 통제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인정한 것이 미 

신탁의 핵심이자 신탁의 효용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을 도입

함에 있어 수익자의 지  강화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탁

이 제 로 작동하기 어렵다. 

나. 독일, 랑스의 수탁자의 지

1) 독일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을 계약 계로 악하여 수익자

를 계약에 기한 부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미 신탁

과 달리 수익자 지 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고, 수탁자의 횡으로부터 수

익자를 보호하기 한 특별법으로서의 신탁법도 미비한 계로 신탁이 제 로 활

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와 같은 신탁의 본질에 한 근은 

독일의 사법체계에는 충실할지는 몰라도 미 신탁의 핵심 구조에는 동떨어져 있

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을 활성화하기 

하여 미 신탁법에 근하는 내용으로 신탁법을 제정하 는바, 독일의 근방법

과는 다른 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랑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에게 미법상의 추 권과 유사

한 권리를 부여하고, 수탁자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에서 미 신탁

에 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랑스는 기본 으로 수익자는 채권자에 불과

하다는 제에서 증여를 한 신탁계약 체결 지, 탁자에게 신탁행 로 인한 

채무를 부담시켜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충실하지 못한 면 등 미 신탁과는 다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랑스의 신탁에 한 근은 미 신탁의 

요소를 상당부분 수용한 우리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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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랑스의 근방법과는 다른 근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우리 신탁법의 수용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우리 신탁법에서 수익자의 권리를 물권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하 는바, 이는 미 신탁법이 수익자에게 형평법상의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  지 를 부여한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보면 ① 수탁자가 신탁 목 을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률행 를 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행 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법 제75조), ②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법 제43조 

제1항, 제2항), ③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반한 경우에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얻은 이익 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43조 제3

항)328), ④ 수익자의 에서 열거한 ①, ②, ③ 권리는 신탁행 로도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강행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제61조), ⑤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법 제

35조), 그 공평의무를 반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는 이익을 받은 수익

자에게 수령한 이익을 자신에게 이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329) ⑥ 신탁재산에 

한 수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지(법 제22조), 신탁재산의 비상속재산성 

인정(법 제23조),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산재단 불포함(법 제24조) 등을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를 철시키고자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

328)뒤에서 보겠지만 수탁자에게 얻은 이익 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며,이 은 일반 채

권채무 계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수익자의 지 를 물권 으로 보호하겠다는 면이 있다.

329)이 기(주 163),306면;최동식(주 5),227-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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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법 제

22조 제2항), ⑦ 신탁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의당사자로 수탁자의 

배제와 수익자 포함(법 제99조 제1항),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

된다는 원칙의 선언(법 제101조 제1항) 등이 미 신탁법의 수익자에 한 물권

 권리 부여를 우리 신탁법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우리 신탁법이 수

익자에게 구체 으로 어떤 물권  권리를 부여하 는지에 하여는 ‘제4장’

에서 상세히 논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신탁법상 수익자의 권리가 단순한 채권자의 지 가 

아니라는 을 알 수 있다. 

2.신탁의 법률 계의 특징 – 신임 계의 형성과 계약 계로부터 독자성

가. 신임 계의 형성 

신탁이 설정되면 신임 계(fiduciary relationship)라는 특수한 법률 계가 형성

된다. 신임의무(fiduciary duty)는 재 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미의 명시  신탁의 맥락에서 처음 창안된 이론이다.330) 상론하면, 

수탁자가 상당한 재량을 부여 받으면서 신탁재산을 이 받음에 따라 신탁의 목

에 반하여 수익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 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형평법이 개입을 하 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네 가

지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형평법은 수탁자로 하여  신탁조건을 엄 하게 

수할 것을 명하 다. 둘째, 형평법은 수탁자가 그 리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에 한 법  책임을 물게 하 다. 셋째, 형평법은 수탁자의 의사결정은 제반 

330)이하의 신탁에서의 신임 계의 기원에 한 설명은 SarahWorthington(주 10),p.129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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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져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자가 리권을 행사하

는 방법에 제약을 가하 다. 넷째, 형평법은 수탁자에게 자신의 이익보다는 수

익자의 이익을 더 우선하도록 충실의무를 부과하 다.  네 가지 의무를 통칭

하여 ‘신임의무(fiduciary duty)’라 부르고, 신임의무를 다른 수임 계, 를 들

면 회사와 그 임원, 변호사와 의뢰인, 트 십(partnership)의 구성원 상호간 등

의 계에 확  용한 것이다. 다르게 표 하면 신탁에서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의 분리가 신임의무의 개념을 낳은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신임의무’는  네 번째 의무인‘충실의무(duty of 

royalty)’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限定)되기에 이르러, 결국 신임의무는 충실의

무의 두 가지 모습인 이익상반 지원칙(no conflict rule)과 이익취득 지원칙(no 

profit ru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31) 즉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서만(solely i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332) 따라서 수탁자는 개인 인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충동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자신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이익상반 지원칙).333) 그리고 

수탁자는 직  는 간 으로 신탁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는 신탁재산을 이

용하여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이익취득 지원칙).334) 이와 같이 

신임 계의 형성에 의한 충실의무는 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의무인 것이다.335)  

 

UTC에서 수탁자의 신임의무는 강행규정(mandatory rule)으로 당사자가 신탁조

항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 계의 핵심을 이룬다.336) 미 

331)Res3rd§2cmt.b.

332)UTC§802(a).

333)자기거래가 원칙 으로 지되는 이유이다(‘제2장 제2  3.나.2)가)’참조).

334)이익상반 지원칙,이익취득 지원칙에 하여는 Graham Moffat(주 84),p.855이하;Scott&

AscheronTrusts,vol.3,pp.1078이하;UTC§802;이연갑(c),“수탁자의 보상청구권과 충실의무”,

민사 례연구 (XXX),박 사(2008),301면 참조.

335)同旨 이연갑(c)(주 334),308면.

336)UTC§105(b)(2).이 부분에 한 논의는 HenryHansmann&UgoMattei(주 217),pp.449-450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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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서 수탁자의 신임의무는 신탁계약에 기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신탁의 특유한 계, 즉 신탁재산의 이 을 통해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

의 소유권이 분할되는 특유한 계로부터 생기는 것이다.337)338) 이 때문에 미 

신탁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임 계를 인정할 

수 있고, 신탁의 설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계약 계로부터 독자성

신탁은 그 체계에 있어서 유연성(flexibility)을 강 으로 하는바, 당사자가 합의

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신탁의 법률 계의 세부

인 면을 조정할 수 있다.339) 따라서 신탁의 법률 계에서 계약  토

(contractual basis)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신탁의 법률 계에서는 계약 인 

면뿐만 아니라 계약 계로부터 독립된 면이 있는바, 이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신탁은 계약과 같이 서로 이해 계가 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계가 

아니다. 수탁자는 자신의 이해 계의 증진을 하여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수탁자는 수익자를 하여 신임 계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리할 의무

를 부담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임 계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337)Scott&AscheronTrusts,vol.3,pp.1077-1078.

338)일본의 히구찌 노리오(桶口範雄)는 신탁제도를 계약제도에서 분리하여,신임 계(fiduciary)라는 별

개의 기반을 가진 독자  체계라고 주장함으로써 신탁의 신임 계를 강조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신임 계는 분업과 문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의존 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신임 계에 있어서는 계약 계보다도 강한 정도의 공  개입이 요구된다고 한다. 한,신임 계

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신탁 반 처분 시에 제3자로부터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  효과가 승인되고 있는데,이러한 은 계약 계로부터 본래 도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桶口範雄,フィデュシャリー[信認]の時代 – 信託と契約,有斐閣(1999),246-252면 참조).

339)우리 신탁법에서도 여러 조문에서 ‘신탁행 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법 

제16조 제1항,제32조,제35조,제47조 제4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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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신탁의 독특한 구성요소인 소유권의 분할에서 생된 것이다. 

이처럼 미의 신탁은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기한 산물이라기

보다는 탁자가 일정한 목 을 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 ̇ 함̇으로써 

발생하는 계(relationship)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미 신탁의 법률

계는, 륙법체계(독일의 신탁이론, 랑스의 신탁법)와 달리, 계약에 기한 채

권채무 계로 환원하여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앞서 신임 계를 설명하면서 신

임 계는 계약 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을 설명하 다. 미 신탁의 신

임 계가 표 으로 계약에 기한 채권채무 계로 환원하여 보기 어려운 법률

계이다. 그 외에 신탁이 계약 계로부터 가지는 독자성에 하여 추가로 검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의 신탁에서 수익자는 수탁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340) 수

탁자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에 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341) 신탁조항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342) 주식회사의 주주권에는 자익권과 공익권, 즉 회사로부터 

경제  이익을 받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권리와 회사를 감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는 공익권이 있듯이,343) 수익권에는 자익권(신탁재산에서 경제  이익을 취득할 권

리) 이외에 와 같은 공익권, 즉 신탁재산의 보존과 수탁자 감독을 목 으로 한 권

리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익자의 공익권은 신탁계약 상의 채권채무 계로 환

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신탁의 독자 인 색이 강하다.344)

340)UTC§1001(b)(7)참조.

341)UTC§1001(b)(4)참조.

342)UTC§412참조.신탁을 설정할 당시에는 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여 신탁의 목 을 달성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신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탁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하여 왔는바,이를 통상 ‘형평법을 근거로 한 신탁조항 변경의 법리(thedoctrineofequitable

deviation)’라고 한다(InreTrusteeshipUnderAgreementWithMayo,259Minn.91(Minn.1960)).

우리 신탁법은 제8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43)이철송,회사법강의,제23 ,박 사(2015),303면.

344)同旨 新井 誠(주 1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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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 신탁 계에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법원에 수탁

자 해임 권한, 신탁조항 변경 권한 이외에도 신탁 종료 권한,345) 수탁자 보수 조

정권한346)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신탁조항을 통하여 법원의 

개입을 완 히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47) 이와 같이 사  자치의 역

이라 볼 수 있는 신탁 계에서 법원의 개입을 비교  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형

평법원이 수익자 보호를 해서 개입하 던 통을 그 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익자를 후견 으로 보호하기 함인 것으로 보인다. 미 신탁에서 법원의 이

러한 극  역할은 통상의 채권채무 계에서 보기 어려운 이채로운 것이다. 계

약 계로 신탁을 설명하려는 독일의 경우 신탁의 감독이나 리에 있어서 법원

의 일반 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348)

셋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미 신탁에서는‘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인정하

여, 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  일정한 부분을 신탁재산으

로 리․처분하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

식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 신탁에서는 신탁의 법률 계를 계약 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신탁을 계약이론에 기

하여 설명하므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설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랑스의 경우

에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미 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특유의 법리를 통하여 신탁

재산에 하여 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탁은 탁자가 수탁자에 한 도산 차 개시로 한 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계없이 인정되는 것

이고,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

345)UTC§414(b)참조.

346)UTC§708(b)참조.

347)UTC§105(b)(4),(6),(7),(13).

348)HeinKötz(a)(주 243),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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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산의 독립성 한 계약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법리이다.

이와 같이 신탁에는 계약으로 환원할 수 없는 요한 특징이 있는바, 미 신

탁에서는 신탁을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지 않고 물권법(property law)의 틀 

내에서 분석하는 것이 지배 이다.349) 이에 하여 신탁은 탁자와 수탁자 사

이에 제3자를 한 계약(the modern third-party-beneficiary contract)에 다름 아

니라고 하면서 신탁법은 계약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350) 신

탁의 세부 인 내용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에서 신탁에 있어서 

계약의 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바, 이 에서는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 신탁이 가장 큰 특징인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이를 통한 수탁

자 채권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격리), 신임 계에서 비롯된 수탁자의 충실의무 등

을 계약 계에 의거하여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에서,  견해는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 에 직면하고 있다.351)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 신탁의 법률 계에는 계약 계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함이 도처에 있다. 신임 계와 그에 따른 신임의무, 수익자의 공익권, 

법원의 신탁 계에서의 개입은 신탁에 있어서 매우 핵심 인 부분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신탁법에도 이러한 부분이 도입되어 있는바, 우리 신탁법 

해석에 있어서 신탁법을 계약 계로만 설명하려는 견해는 이미 한계를 노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9)신탁법을 물권법으로 근하는 가장 표 인 학자가 Scott교수이다.Scott교수는 신탁을 계약으

로 보려는 F.W.Maitland의 견해에 반 하면서 물권법  시각에서 ‘신탁은 재산을 처분하는 제

도(thetrustisadevicefordisposingofproperty)’라고 설명한다(Scott&AscheronTrusts,vol.

1,pp.3-4).Scott교수의 향으로 Res2nd 에서는 “신탁의 성립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신탁재산을 

상으로 한 수익권의 이 으로 악하여야 한다(thecreationofatrustisconceivedofasa

conveyanceofthebeneficialinterestinthetrustpropertyratherthanacontract).”고 설명하고 

있다(Res2nd197cmt.b).

350)JohnH.Langbein(d),“TheContractarianBasisoftheLaw ofTrusts”105YaleL.J.625,627

(1995).

351)HenryHansmann&UgoMattei(주 217),pp.470-47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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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신탁법의 수용

미 신탁에서 신임 계의 구체  내용, 신탁의 법률 계를 계약 계로 환원

할 수 없는 고유한 이 우리 신탁법에 리 수용되었다. 구체 으로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임 계와 이에 따른 신임의무,352) 충실의무와 련하여 ① 신탁을 

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계̇̇̇ 에̇ 기하여 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하는 등의 처분행 를 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신탁의 법률 계의 핵심은 신임

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법 제2조), ②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하

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충실의무를 선언하면서(법 제33조), 그 구체  

내용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권리를 

설정하는 등의 이익에 반하는 행 의 지의무(법 제34조), 수탁자가 리하는 

신탁간의 공평의무(법 제35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 의 

지의무(법 제36조)를 규정하고 있고,353) ③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반한 경우

에 수탁자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무(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탁자의 이득

반환의무(법 제43조 제3항), 수익자의 수탁자의 법률행  취소권(법 제75조 제1

항)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수익자의 공익권에 하여 보면, ① 수탁자에 한 신탁사무 처리 등에 

한 설명요구권과 서류의 열람·복사 청구권(법 제40조), ② 수탁자의 임무 반

352)반드시 신임 계를 제로 해야만 신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고,당사자의 의사에

서 근거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이연갑(c)(주 334),299-301면 참조),우리 신탁법

에서 충실의무를 어떤 근거로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미 신탁법의 통 인 

견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3)충실의무가 신탁법에 어떻게 구체 으로 표 되었는지에 하여는 신탁법 개정안 해설,법무부

(2010.2),26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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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청구권(법 제16조 제3항), ③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반한 경우에 수익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④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한 법률행 에 한 수익자의 취소권(법 제75조 

제1항), ⑤ 수탁자가 신탁행 로 정한 사항을 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수탁

자에게 그 행 를 유지(留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77조 제1항), ⑥ 

신탁행  당시 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의 변경을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88조 제3항), ⑦ 신탁행  당시에 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합함이 명백한 경우

에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100조) 등을 규정하고 있

다.354) 우리 신탁법에서도 수익자의 공익권은 미 신탁법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 신탁법상 법원의 개입에 하여 살펴보자. 우선 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신탁법 제105조이다. 신탁법 제105조는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

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이해 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

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신탁에 한 일반  감

독권한을 천명하고 있는바, 앞서 본 미 신탁의 통을 그 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 인 법원의 감독권한을 보면 법원은, ① 수익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고(법 제16조 제3항),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등에서 법원은 이해 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 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17조 제1항), 나아가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법 제21조 제2항), ③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 수익자가 미성년자 등이어서 수탁자에 한 감독을 히 할 수 

354) 에서 열거한 공익권  설명요구권과 서류의 열람·복사 청구권(법 제40조 제1항),수탁자에 

한 유지청구권(법 제77조)은 신탁행 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의 강력한 권리이다(법 제61조 

제3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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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수탁자 감독을 하여 신탁 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법 

제67조 제1항, 제2항), ④ 수익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조항을 변경하거나(법 

제88조 제3항),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제100조). 신탁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 로도 제한할 수 없다(법 제61조).

넷째, 개정 신탁법은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도입하 다(법 제3조 제1항 제3

호).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인정되면 특수목 회사(SPC)를 설립하거나 기업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보유 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이를 유

동화하여 자 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수탁자에게 지 하여

야 하는 수수료 등 비용을 감할 수 있어 자산유동화에 용이하다.355) 다만, 신

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남용을 통제하기 하여 목 신탁에서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없으며(다만,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법 제3조 제1항 단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법 제3조 제2항), 탁자가 해지권을 

유보한 채 신탁선언에 의한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 다(법 제3조 

제2항). 아울러 탁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할 

수 없다(법 제36조).

【   갑         구   】        （소유권에 한 사항）

순

번호
등 기 목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 2012년1

월9일

제670호

2012년1월8

일

매매

소유자  김우리  60****

    주소.... 

거래가액   200,000,000원

3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2012년3

월5일

제3005호

2012년3월4

일

신탁

수탁자  김우리  60****

    주소....

신탁

신탁원부  제2012-25호

355)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2면.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을 한 경우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신탁등기사무처리에 한 규(등기 규 제1575호)(이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한 

규’라고만 한다)1.나.(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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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①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의 지(법 제

22조), ② 신탁재산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배제(법 제23조), ③ 수탁자 산 시 

신탁재산이 산재단에 속하지 않음(법 제24조) 등의 규정을 통해 신탁재산을 

탁자, 수탁자의 도산 험으로부터 안 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신탁에서 계약 계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

한 특징이 우리 신탁법에도 상당부분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탁법 

해석에 있어서 미 신탁의 해석론은 우리 신탁법에 큰 향을 미칠 수밖에 없

는바, 신탁의 본질에 하여 이론 구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III. 신탁의 본질

1.수익자의 권리에 한 해석 – 물권화된 채권

수익자의 권리와 련하여 미 신탁과 달리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수익자에

게 형평법상의 소유권(equitable ownership)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신탁법은 미 신탁의 기본구조에 충실하게 수익자의 권리를 

강화하 는바, 이를 무시한 채 수익자의 권리를 단순히 채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의 권리에는 다양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를 

크게 보면 두 가지 권리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수익자가 신탁재산 혹은 수탁

자에 해 기 하는 개인 인 편익과 련된 권리로, 통상 신탁재산으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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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부를 수령할 권리를 의미한다.356) 이를 자익권(自益權)이라고 부른다. 자

익권은 부를 수령할 지 를 나타내는 ‘추상  자익권’과 이미 발생한 구체

 부청구권을 의미하는 ‘구체  자익권’으로 나  수 있다.357) 신탁법은 

후자에 하여 수익채권이라고 명하 는데, 수익채권은 채권 그 자체의 성질(특

정인에 하여 일정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며, 이에 따라 수익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에 따른다고 신탁법이 규정하고 있다(법 제63조 제

1항).

 다음으로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는 공익권(公益權)이다. 공익권은 신탁재산 보

존  수탁자 감독을 목 으로 한 권리를 의미한다.358) 이러한 공익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일반  개념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에서 신탁의 

독자성을 변해 다.359) 그  특히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 을 반하여 신탁재산

에 한 법률행 를 한 경우 수익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익자가 제3자에 

해서도 자신이 가지는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에서 물권  성격이 매우 강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②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반하여 신탁재산에 손

해가 생긴 경우 는 신탁재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의 원상회복̇̇̇ 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 제43조 제1항, 제2항)도 수익권이 

가지는 물권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③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수익자는 그 이득 부̇̇ ̇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제

43조 제3항), ④ 수탁자의 고유채권자 등이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 제22조 제2항), ⑤ 미의 형평법

상의 트 이싱을 변형하여 수용한 수익자의 추 권(법 제27조 참조)도 수익권의 

물권  성격을 표 해 다.360) 

356)이 기(주 163),450면.

357)이 기(주 163),450면.

358)이근 (a)(주 279),189면;이 기(주 163),451면.

359)同旨 新井 誠(주 12),66면.

360)수익권의 물권  성격에 하여는  ‘제4장’에서 상세히 논증한다.다만,수익자의 추 권은 ‘제5장 

제4  Ⅴ.’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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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을 종합하여 볼 때,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수익권을 보호

해 온 미의 통이 우리 신탁법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수익자에게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어도 그에 

상응하는 물권화된 지 를 인정할 수 있다. 그 다면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은 물권 

그 자체는 아니지만 물권  보호를 받는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361) 우리 민법상 ‘물권화된 채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이례 이

라고 보기 어렵다. 채권인 임차권에 해서 통설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방

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362) 주택임 차보호법, 상가건물임 차보호법 

제정을 통해 임차권의 물권화가 진행되어 임차인의 항력, 우선변제권에 하

여 많은 법리가 축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363) 

수익권에 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익권은 미법에서 물권

인 보호를 받았고, 이를 하여 앞서 본 여러 가지 법리가 개발되었는바, 그

러한 법리를 우리 신탁법에서도 수용하고 있다. 결국 물권법정주의에 비추어 수

361)물권법정주의에 비추어 수익권을 물권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수익권은 채권이라는 제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우리 법상 채권이지만 물권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즉 채권이지

만 세효가 인정되는 권리에 해서 ‘물권화된 채권’이라는 표 을 일반 으로 쓰고 있다.수익

권의 경우에도 채권이지만 물권  권리를 겸유하고 있고,그러한 물권  측면이 신탁법의 개정 ̇̇̇ ̇̇̇ ̇̇̇̇ ̇̇̇ ̇̇̇ ̇̇̇ ̇̇̇ ̇̇̇̇ ̇̇

과 해석론을 통해 强化되고 있다는 ̇ ̇̇̇̇ ̇̇ ̇̇̇̇ ̇̇̇ 을̇ 강조한다면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아라고 기술할 수 

있다.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는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362)곽윤직,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6  ,박 사(2009),68면;이은 ,채권총론,제4 ,박 사

(2009),77면;송덕수,채권법총론,박 사(2013),40면;김 호,채권총칙,법문사(2007),170면.

363)이를 가리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송덕수,채권법각론,박 사(2014),231-232면.

법원은 “ 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지의 환가 에 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

로서 임 차 성립시의 임차 목 물인 임차주택  지의 가액을 기 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

정되는 것이므로,임 차 성립 당시 임 인의 소유 던 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원 2007.6.21.선고 2004다26133

원합의체 결, -필자)라고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하여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까지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물권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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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권을 물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364) 수익권에 한 물권  보호를 염두에 

두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권이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는 을 고려

하면 수익권을‘물권화된 채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익권의 성격은 수탁자의 소유권에 한 해석에 있

어서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재산 리제도로서의 신탁과 수탁자의 소유권에 한 해석

가. 재산 리를 한 수탁자 앞으로 명의 이

연 으로 신탁은 타인을 한 재산 리제도로서 출발하 고, 재는 도산격

리기능, 신탁법 체계의 유연성 등의 강 을 인정받아 리 그 탁월함을 인정받

고 있다.  

신탁은 재산 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틀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신탁재산을 탁

자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것이다.365) 재산 리를 하여 수탁자에게 그 

명의까지 이 하고, 수탁자는 탁자로부터 독립하여 재량을 발휘함으로써 수익

자의 최선의 이익을 하여 신탁재산을 리한다는 이다. 한 수탁자 앞으로 

명의를 이 함으로써 탁자가 사망하는 등 탁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겨도 

탁자와 독립하여 지속 으로 재산 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민법상 재산 리제도에는 리, 임, 조합, 유언집행 등이 있는데, 신탁이  

364)수익권이 물권이 아니므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 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6조 제1

항).

365)新井 誠 교수는  두 가지가 신탁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실질이라고 한다(新井 誠(주 12),1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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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리제도와 근본 으로 다른 은 바로 수탁자로의 명의 이 이다. 

그 다면 수탁자 앞으로 권리 이 은 근본 으로 재산 리의 일환으로 채택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탁에 있어서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존재하며, 이 과정

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취 된다. 명의는 수탁자에게 이

하지만 이익향수는 수익자가 리는 형식으로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고 있

다.366) 이러한 분리가 효율  재산 리제도로서 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신탁

은 오랜 기간 형평법이 낳은 최 의 공헌이라고 칭송을 받은 것이다.

나. 수탁자의 소유권에 한 해석 – 신임 계와 련

근  민법에서 소유권은 물건을 면 ·독 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다.367) 소유권의 성질  면성은 물권이 갖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면 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소유권의 단일성(혼일성)은 소유권

의 각 권능, 즉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각각 독립한 권리로서 소유권이

란 이름하에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에

서부터 이러한 각각의 권능이 유출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단일성(혼일

성)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다면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가 가지는 권리가 와 같은 성질을 가지

는 소유권인지 문제가 된다. 

366)법 제36조 본문은 수탁자는 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리지 못한다는 신탁법의 원칙(이

익취득 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67)이하의 소유권에 한 일반론은 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Ⅴ),물권(2),박 사(1999),29면 이하

(김상용 집필);곽윤직·김재형,물권법[민법강의 Ⅱ],제8 (면개정)보정,박 사(2015),221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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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탁자는 자신의 이해 계 증진을 하여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

니라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이를 소유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소유권은 신임

계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탁자는 신임 계에서 발생하는 충실

의무를 수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고(법 제36조), 

수익자의 이익과 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34조). 수탁

자의 사용권능이나 수익권능에는 본질 으로 와 같이 신임의무에 따른 제한

을 받는다. 

둘째, 수탁자는 신탁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신탁재산의 처분을 할 수 있

으나 그 처분이 신탁의 목 에 반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

할 수 있다(법 75조, 수익자취소권에 하여는 ‘제4장 제2 ’에서 상세히 다

룬다). 이처럼 수탁자의 처분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권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셋째,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하여 ① 수탁자 고유채권자는 

이를 책임재산으로 할 수 없고(법 22조 1항), ② 수탁자 산 시 수탁자의 산

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개인회생 차가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도 않으며(법 제24조), ③ 수탁자 사망 시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 이혼 시 재산분할의 상이 되지 않는다(법 제23조). 이러한 신탁

재산의 독립재산성은 바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교환가치를 면 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다. 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

의 합유로 하며, 수탁자  1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하는바(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이 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수탁자가 당권 등 제한물권을 가지는 부동산에 하여 신탁을 원인으

로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배제되어 수탁자의 제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법 제26조). 이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가지는 소유권

이 단일성(혼일성)이 약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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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수탁자의 권리에는 소유권이 가지는 특징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

다면 과연 수탁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재의 우리 법체

계 내에서는 수탁자의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권법정주의에 비추어 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

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368) 신탁

법이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 이외에 다른 물권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

탁재산의 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 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임을 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9) 

그러나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하여 수탁자의 소유권의 특징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리와 련하여 탁자를 배제할 수 있는 ‘독립  리권’의 측면에서 인정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과 신탁

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368)곽윤직·김재형(주 367),17면;양창수·권 ,권리의 변동과 구제(민법 Ⅱ),제2 ,박 사(2015),

15-20면;송덕수,물권법,제2 ,박 사(2014),16면.

369)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를 하여 행

하는 외  거래에서 채무가 발행한 경우,신탁재산 이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이에 한 설명으로는 이 기(b),“신탁채권자에 한 수탁자의 책임의 범 ”,민사 례연구 

(ⅩⅩⅧ),박 사(2006),500면 이하 참조).이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하여 무한책임을 져

야하는 이유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한 소유자로서 거래의 주체가 된다는 에 기인한다.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자 자격을 표시한 경우에 개인 으로 책임을 지

지 않는다고 하는바(UTC§1010(a)),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리하기 한 방편으로 신탁재산

에 한 보통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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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어도 신탁의 법률 계에서 근 인 소유권 개념은 도 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370)  

다. 수탁자의 권리와 수익권의 공시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을 해서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71) 신탁에 해서도 민법의 

원칙인 공시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 법은 부동산물권변동에 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탁재

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

를 마침으로써 수탁자의 소유권이 성립한다.372) 

주의할 은 물권 그 자체의 변동에 해서는 성립요건주의가 용되나, 신탁

의 성립과 련하여서는 신탁의 등기가 성립요건이 아니라 항요건이라는 

이다(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하면서 실

제 등기원인인 신탁을 기재하지 않고 그와 다른 원인을 기재하더라도 신탁은 

성립하며, 단지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는 

370) 륙법이 취하고 있는 소유권의 개념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연 으로 볼 때 

덱텐법 학자들은 소유권을 하나의 물건에 한 이고 비제한 이며 배타 인 지배권이라고 

이해하 고 이것이 우리 민법의 사고에도 큰 향을 미쳤다.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직 인 근

거가 있는 것인지에 해서 비 이 있으며,윤철홍 교수는 텍덴법 학자들 역시 소유권의 제한

들을 스스로 승인하 기 때문에 와 같은 소유권에 한 이해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 한다(윤

철홍,소유권의 역사,법원사(1995),89면).윤철홍 교수는 “소유권의 개념은 동시 의 경제 ·정치

·사회 인 요소에 따라 변천되는 유동 인 것일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소유권의 본질을 구성하

는 가장 핵심 인 요소는 소유권에 한 제한문제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Id.,196면), 어도 

신탁에 있어서는 경청할 만한 문제제기이다.

371)곽윤직·김재형(주 367),36면;이 ,물권법(민법강의Ⅱ),박 사(2009),10면.

372)이와 달리 담보권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수탁자의 담보권이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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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73)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신탁사무처리에 한 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등기 은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참조). 신탁원부에는 

①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② 수익권의 발생 는 소멸에 한 조건, ③ 신탁의 

목 , ④ 신탁재산의 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 의 달성을 하

여 필요한 방법, ⑤ 그 밖의 신탁조항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동법 8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호, 제14호, 15호),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를 이룬다(동

법 제81조 제3항).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

자에게 항할 수 있다.374)

를 들어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신탁조항을 기재한 경우, 이

를 가지고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 이는 수탁자의 처분권능의 제한을 공시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한, 수익권의 내용은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

【 갑         구   】 （소유권에 한 사항）

순

번호
등 기 목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 2012년

1월9일

제670호

2012년 

1월8일

매매

소유자  김우리  60****

주소 ...

거래가액  200,000,000원

3 소유권이 2012년

3월5일

제3005호

2012년 

3월4일

신탁

수탁자  한부동산신탁 112601-8031111

주소....

신탁

신탁원부  제2012-25호

373)신탁등기사무처리에 한 규에 따르면,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

권이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법원규칙으

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1.나(2)참조).당

사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374) 법원ﾠ2011.9.8.ﾠ선고ﾠ2010다15158ﾠ 결 (공 2011하,2061).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에 따라,

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결에 한 해설로는 김성수,“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리에 한 법

률상 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한 항 여부”, 법원 례해설 89호(2011하반기),법

원도서 (20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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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됨으로써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는바, 수익권의 물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가 된다. 

결국 신탁의 등기와 신탁원부는 외 으로 공시가 됨에 따라 그 기재된 내

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는바, 신탁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은 철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탁자의 소유권이나 수익자의 수익권의 특수성이 인정

되나, 이를 외 으로 공시할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거래의 안 을 보호하고 있

다.

입법론으로 신탁 등기를 항요건으로 하기 보다는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

의와 일맥상통하고, 신탁의 법률 계를 간명화하고, 신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랑스는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할 세무서에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라. 신탁의 본질과 수동신탁의 문제

1) 미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유일한 의무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향유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인 경우(the trustee’s sole duty is not to interfere 

with the enjoyment of the trust property by the beneficiaries)에 이를 수동

신탁(passive trust)이라고 한다.375)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 하는 것 

이외에는 극 인 의무(active duty)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이다.376) UTC는 수동

신탁에 하여 원칙 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377) Res 3rd도 같은 입장이

375)Res3rd§6(2).

376)RobertL.Mennel&SherriL.Burr(주 81),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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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8) 다만, 유스 지법(the Statute of Uses)은 바로 수동신탁을 무효로 하기 

한 법이므로 유스 지법을 여 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州)에서는 수

동신탁은 신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379)

2) 신탁법 개정 과정에서 수동신탁의 도입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수동

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에 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을 이유로 그 유효성 여부에 하여 명시 으로 규정하지 않았다.380) 

수동신탁의 유효성을 논하기 해 그 정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법상 수동신탁을 정의함에 있어 다소 특수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한 법률 참조),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수동신탁에서 명의신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

문이다.381)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내 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이 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수동신탁은 어도 

내외 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 함을 제로 한다. 

결국 유효성이 논의될 수 있는 수동신탁의 개념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 ̇̇̇ ̇̇̇̇

377)UTC§402cmt.UTC는 §402(a)(4)에서 신탁의 성립 요건  수탁자의 지 에 해서 “thetrustee

hasdutiestoperform”이라고만 규정하여,수탁자가 오로지 수동 인 의무(passiveduties)를 지더

라도 신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한다.

378)Res3rd§6(2)는 수동신탁이 유효하다는 제에서 “수동신탁의 수익자는,요청하는 즉시,수익자를 

해 수동 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권을 이 받을 권리가 있다(Abeneficiaryofapassivetrust

isentitled to receive,upon demand,transferofthe property passively held forthat

beneficiary).”고 규정하고 있다.

379)유스 지법을 용하고 있는 주(州)의 황에 하여는 Scott&AscheronTrusts,vol.1,p.163참

조. 국에서는 1925년 유스 지법이 폐지되었으나,미국에서는 유스 지법의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한 주가 있고 그 주에서는 여 히 유스 지법의 내용이 유효한 것이다.  주에서 수동신탁

으로 인정되면,수익자의 권리를 형평법상의 권리가 아닌 보통법상의 권리로 환시키고  수탁자

의 보통법상의 권리는 박탈한다(Res3rd§6(3)cmt.).

380)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14-15면.

381) 미 신탁에서 수동신탁의 표 인 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리하면서 유를 통해 직  이

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Bogert,Oaks,Hansen& Neeleman(주 35),p.91),이는 우리 

법상 명의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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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 이̇ 있으나 수탁자가 극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탁자의 지시에 

좇아 신탁재산을 리·처분하는 신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수동신탁이 신탁의 본질과 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리에 있어서 재량이 없어서 독립  리권을 가지지 못하는 신탁을 

허용할지 여부이다. 앞에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 하고, 수탁자는 신임 계와 수익권의 제한을 받는 가운데 탁

자·수익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산 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 수동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독립  재산 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에서, 과연 신탁으로서 인정

되는 경우에 갖는 효력인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탁자가 탁자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

어 있다고 할지라도, 수탁자가 부담하는 선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귀결

로서 수탁자는 그 지시가 수익자를 해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이 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일정한 재량

이 유보되어 있다.382) 그리고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 되었다는 은, 

비록 제한을 받기는 하나 수탁자가 물권과 그에 기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탁자가 이를 행사함에 있어 채권 으로 탁자의 지

시에 따라야 하지만 수탁자가 가지는 와 같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

에게 일정한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동신탁이 와 같이 수탁자에게 매우 제한 인 재량만 부여한다는 

에서 그 남용의 여지가 크다. 수동신탁의 유효성을 면 으로 인정하게 되

면, 수동신탁의 설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탁자의 채권자

의 강제집행을 지하는 한편(법 제22조 제1항 본문 참조), 탁자가 신탁재산

을 실질 으로 지배하는 유형의 탈법행 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 

382)新井 誠(주 12),4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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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해서 ‘과연 수탁자가 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

재산을 리·처분하는 것을 용인할 정당한 이유’이 있는지를 일응의 기

으로 삼아 수동신탁의 남용을 통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탁법 제42

조는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바, 이를 유추하여 수동신탁

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 사업 수

행의 효율성이나 문성의 제고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

당한 이유가 없이 수탁자에게 매우 제한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신탁의 본

질에 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83) 

신탁의 장  의 하나는 신탁당사자의 의사를 최 한 존 하려고 하는 신탁

법 체계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에 있다. 그러나 신탁의 본질과 신탁법 

테두리 내에서 그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

탁재산에 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

행 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

여하고 있는 에 비추어 이를 합리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신

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31조가 신탁행 에 의한 제한

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제한이 지나쳐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탁

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수동신탁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 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의 효력을 부인하고 탁자의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여 탁자 앞으로 원상회복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83)이와 달리 수동신탁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신 수·윤소연,“부동산신탁

의 쟁 ”,신탁법연구 2,박 사(2011),115면.수동신탁을 무효로 보는 것은 법  안정성의 측면에

서 험성이 크다는 논거이나,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까지 신탁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133-

4) 법원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아 트분양수입 을 아 트 

공사 이나 은행차입 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다른 

신탁사업에 여함으로써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되자, 탁자가 분양수입

의 입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신탁의 효력으

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되는 결과 수탁자는 내외 으로 신

탁재산에 한 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  범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

과하므로, 신탁재산에 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 인 처분· 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한 처분· 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 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 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

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시하면서 탁자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 다( -필자).384) 

 결의 사안은 수동신탁과는 직 인 련은 없으나 시 내용에 비추어 

법원이 수탁자의 권한 제한에 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에 비

추어 수동신탁을 일률 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385) 그

러나  결은 신탁의 본질  ‘수탁자 앞으로 신탁 재산 이 ’이라는 요

소에 반하는 내용의 신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

다.  결에서 법원이 탁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

은 신청을 허용하면 신탁재산인 분양수입 이 탁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앞으로 이 이 없게 된다. 결국  결

은 탁자의 지시에 좇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리·처분하는 수동신탁에 

하여 단한 것이 아니므로 수동신탁의 유무효에 하여 선례로서 가치가 

384) 법원ﾠ2003.1.27.ﾠ자ﾠ2000마2997ﾠ결정ﾠ(공 2003,1035).

385)이러한 입장에서  결을 해석한 문헌으로는 윤경,“신탁재산 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법원 례해설 44호(2003년 상반기),법원도서 (2004),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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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니다.386)

5)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

다)에 의하면, 신탁업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동법 제6조 제8항),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동법 제9조 제24항)이며, 신탁업자가 할 수 

신탁 의 하나가 ‘ 탁자가 신탁재산인 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이다(동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387) 

이는 이 부터 존재하여 왔던 실무를 반 한 것에 불과하고 신탁의 도산격리기능

을 통해 신탁업을 활성화하고자 매우 특별하게 법으로 인정한 수동신탁이다.388) 

따라서 이를 근거로 수동신탁이 남용되는 경우까지 수동신탁의 유효성을 면

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무에서 보면, 을종 부동산 리신탁(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사기 등 기치 못한 험으로부터 소유권을 안 하게 보호하기 

하여 소유권명의만을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389)), 토지형분양신탁에서 

386)이와 유사한 취지의 하 심 결로는 서울 앙지방법원 2002.5.3.선고 2001가합65026 결(확정).

 결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의 재정이 악화되자 탁자가 직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을 수령하 고,이에 수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를 하여 수령한 분양 의 반환을 구하

자 탁자가 수탁자에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이에 하여 재 부는 

“피고(탁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신탁법 소정의 채권으로 수탁자 고유재산에 하여 행사될 수 있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신탁재산으로  손해배상채권을 보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신탁회사  

신탁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히고,신탁자인 피고(탁자)가 사실상 신탁회

사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을 확보하게 되어 신탁자가 신탁으로 인한 험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는 에서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고 시하 다.

387)자본시장법의 용 상이 되는 것은 업신탁에 한정되고 비 업신탁은 신탁법의 규율을 받는다

(김건식·정순섭,자본시장법,제3 ,두성사(2013),109면).

388)그 외에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인 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해서도 규율

하고 있는바(동법 제9조 제18항 제1호),  하나의 수동신탁에 해당한다.다만,수탁자인 신탁업자

는 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는 운용행 가 법령 등을 반하 는지 확인하고 반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하여 그 운용지시 는 운용행 의 철회·변경 는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바(동법 제247조 제1항),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389)고일 ,“부동산신탁에 한 회생 차상 취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심으로”,사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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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이 있는 시행사가 신탁사업을 담당하고 수탁자는 융목 으로 신탁재산

을 보유만 하는 경우390) 등에서 수동신탁의 유효성은 인정되고 있다. 

요컨 , 수동신탁은 신탁의 본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지만, 그 효력을 

일률 으로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문성의 

제고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수탁자에게 매우 제한된 재량을 부여하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이다.

IV. 소결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수익권을 물권 으로 보호해 온 미의 통이 

우리 신탁법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법상 수익

권은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

화된 수익권과 신탁 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신탁재산의 이 으로 발생하는 신임의무, 

수익자의 공익권, 신탁 계에 한 법원의 개입 등은 채권채무 계로 환원할 수 

있는 신탁의 독자 인 면이다. 따라서 수익권을 단순히 채권으로 취 하고, 신

탁의 법률 계를 채권채무 계로 국한하여 설명하려는 채권설은 타당하지 않다.  

필자의 견해에 따를 때, 수익자취소권,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

의 권리, 수익자의 추 권 등은 바로 수익권의 성질을 잘 변하는 것이므로 일

(一貫)하여 설명할 수 있다(‘제4장’, ‘제5장 제4  Ⅴ.’참조). 채권설처럼 

와 같은 수익자의 강력한 권리를 신탁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마는 것은 수익권에 한 개념정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391)    

지 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사법연구지원재단(2009),66면 참조.

390)임채웅(e),“수동신탁  수탁자의 권한제한에 한 연구”,신탁법연구,박 사(2009),93면.

391)同旨 大阪谷公雄,“日本における信託學說の展望”,信託法の硏究(上)信山社(1991),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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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재산 리를 한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

의 이 (이에 의한 신임 계의 형성),392) 둘째, 수탁자의 소유권에 한 신임

계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한 내재 인 제한, 셋째, 물권화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의 존재(목 신탁, 공익신탁은 제외), 넷째, 신탁재산의 탁자와 수

탁자로부터의 독립과 수탁자의 독립  리권이 충족되어야 한다(신탁재산의 독

립성에 하여는 제5장에서 다룬다).  네 가지를 신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392)담보권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 담보권 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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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 수익권의 성질을 중심으로 

第一節 문제

앞서 신탁의 본질을 논하면서 수익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화된 채권

이라는 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수익권의 성질을 신탁법의 구체 인 

내용을 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익권의 성질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신탁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신탁의 본질을 논한다면 실정법의 해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에서 무익한 논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의 본질이 신탁법에 어

떻게 투 되고 있는지를 으로 살펴보는 것은 논의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第二節 수익자취소권

I. 의의와 법 성질

1.의의

     

수탁자가 신탁의 목 을 반하여 법률행 를 한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재산

의 명의자라는 만을 강조하여 수탁자의 법률행 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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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수탁자가 신탁 목 에 반하여 법률행 를 

한 경우에, 수익자는 상 방이나 득자가 법률행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 의 

반 사실을 알았거나 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 를 취소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를 ‘수익자취소권’이라고 한다(법 제75

조). 

수익자취소권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는 다른 제도이다.393) 채권자취소권

은 해당 법률행 로 채무자의 채무 과상태가 발생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된 경

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책임재산을 보 하기 한 권리이다. 그러나 수익

자취소권은 신탁재산의 보 을 통해 수익자를 보호하기 한 권리로 해당 법률

행 가 신탁의 목 을 반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채무 과는 그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한편, 수익자취소권은 민법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권(민

법 제109조, 제110조)과도 구별된다. 수익자취소권은 의사표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단시 그 법률행 가 신탁 목 에 반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에서 그 특징이 있다. 

2.법 성질

미 신탁에서는 수익자의 추 권이 인정되는데, 그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수익자는 제3자가 선의유상취득자가 

아닌 한 해당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팔로잉이라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와 같이 팔로잉을 하기 한 제로 미에서는 수익자와 제3

자 사이에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도 앞에서 살펴

393)同旨 오 걸(a),“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 :패러다임 환가능성을 한 소고”,안암법학 통권 

제38호(2012.5),202-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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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제2장 제2  4. 나. 2)’ 참조).

우리 법상 수익자취소권은 바로 와 같은 미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추 권

을 다소 변형된 형태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법상 의제신탁을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일탈된 신탁재산의 회복을 구하기 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

에 반하여 한 법률행 (이하 ‘신탁 반 법률행 ’라고만 한다)에 하여 취소

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자의 추 권을 인정한 것이다.394)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로서 신탁 목 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모든 행

를 할 권한이 있다(법 제31조 참조). 이는 수탁자에게 범 한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395) 수탁자가 제3자 사이의 법률행 는 일응 유효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수탁자가 한 법률행 가 유효함을 제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목 에 반한다는 을 들어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 수익자취소권이다.396)  

394)同旨 이연갑(b)(주 11),951-952면.일본의 신탁법에도 수익자취소권이 인정되는바(일본 신탁법 27

조), 와 같이 미의 수익자의 추 권을 규정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과는 다른 규정이라고 보

는 견해로는 四宮和夫(주 282),253면;수익자취소권은 구법 제52조에도 규정되어 있었는바,구법

이 일본 신탁법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고,일본 신탁법은 1872년의 캘리포니아 민법 (California

CivilCode,1872)등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新井 誠(주 12),17면).1872년의 캘리포니아 민법 제

2243조는 “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양수한 자는,선의의 유상취득자가 아닌 한,비자발

 수탁자로서 그 신탁재산을 보유한다(Everyonetowhom propertyistransferredinviolation

ofatrust,holdsthesameasaninvoluntarytrusteeundersuchtrust,unlesshepurchasedit

in good faith, and for a valuable consideration).”고 의제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https://ia802604.us.archive.org/27/items/1872civilcodecal00cali/1872civilcodecal00cali.pdf(2016.

1.5.방문)).이와 같이 수익자취소권이 미 신탁의 추 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은 연

 근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395)Res3rd와 UTC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미혼의 행 능력 있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

유하는 재산에 하여 가지는 권한(powerswhichanunmarriedcompetentpowerhasover

individuallyownedproperty)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수탁자에게 포 인 권한을 인정

하고 있다는 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96)능력외 이론(ultraviresdoctrine)에 따르면,회사정 에 기재된 목  범  이외의 행 는 회사의 

행 로 인정받지 못한다.수탁자에 해서도 능력외 이론을 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만약 

용을 인정하면,수탁자가 신탁행 에서 정해진 범  이외의 행 를 하 을 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어 수익자취소권의 용범 가 좁 질 수 있다.그러나 우리 법이 수탁자에게 범 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과 거래의 안 을 보호해야 하는 법익을 고려할 때,능력외 이론을 수

탁자에게 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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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립요건

1.객 요건

가. 수익자취소권이 인정되기 해서는 객  요건으로 ① 신탁 목 의 

반이 있을 것, ② 신탁재산에 한 법률행 가 있을 것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신탁 목 의 반’은 법률이나 신탁행 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부여

된 의무를 반하거나 수여된 권한을 과하는 행 를 하여 신탁이 달성하고

자 하는 목 에 반하는 결과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데, 수탁자의 충실의무 

반행 , 분별 리의무의 한 의무행   공평의무 반행  등이 이에 포

함된다.397)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한 권리를 고유재

산에 귀속시키는 행 , 는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 (법 34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충실의

무를 반한 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법원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398)에 반한 자기거래는 무효라고 시하

으므로,399) 직  자기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397)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594면.

398)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은 “수탁자는 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

에 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단,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399) 법원ﾠ2009.1.30.ﾠ선고ﾠ2006다62461ﾠ 결 (공 2009상,224)은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

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

하고,  규정을 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이다.”라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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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400) 그러나 직  자기거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자기거래를 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

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3자에 한 양도는 원칙 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 히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401)  

나. 다음으로 ‘신탁재산에 한 법률행 가 있을 것’의 요건에 하여 

살펴본다. 구 신탁법에는 취소의 상을 ‘신탁재산의 처분행 ’로 정하여 

채무부담행 , 자 차입행  등과 같은 행 에 해서도 수익자취소권의 상

이 되는지 불명확하 으나, 신탁법을 면 개정하면서 취소의 상을 ‘신탁

재산에 한 법률행 ’로 규정함으로써 와 같은 불명확함을 해소하 다. 

따라서 채무부담행 , 자 차입행  등도 수익권취소의 상이 된다. 한 구

법 하에서는 소비와 손괴 같은 사실  처분행 에 하여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개정 신탁법은 ‘취소’란 유효하게 성

립한 법률행 의 효력을 소 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사실행 에는 

용될 수 없다는 을 명확히 하 다. 그리고 소송행 는 원칙 으로 수익자

취소권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주 요건

가. 수익자취소권의 주  요건으로 상 방이나 득자의 신탁목  

400) 장신탁법연구회,주석 신탁법,박 사(2013),311면.

401)참고로 일본은 수탁자의 자기거래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가 이익상반행

에 하여 악의· 과실이 없으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한다(일본 신탁법 제31조 제6항,新井

誠(주 12),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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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에 한 악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신탁의 공시를 한 재산에 하여는 상 방의 악의가 의제된다고 

보아 상 방의 주  용태를 묻지 않고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구 

신탁법 제52조 제1항402)). 그러나 신탁의 등기,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

방이 수탁자의 권한 반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하여는 거래

의 안 을 해한다는 비 이 강하게 제기되었다.403) 이에 개정 신탁법은 신탁

의 공시 여부와 상 없이 상 방이나 득자의 주  용태를 주  요건으

로 규정하 다.  

주  요건인 ‘악의· 과실의 의미’와 련하여 신탁의 존재에 한 인

식 여부만 문제가 되고 그 처분이 신탁 목 을 반되는 사실까지 인식할 필

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404) 이는 신탁법의 명문의 규정에 배치되는 해석

이다. 신탁법에는 악의· 과실에 하여 “신탁목 의 반사실을 알았거나 

한 과실로 알지 못하 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해는 수익자취소의 범 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거래의 안 을 하고, 궁

극 으로 신탁의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 의 상 방(수탁자

와 거래한 상 방)은 ① 법률행 로 얻은 재산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사실, 

② 그 법률행 가 신탁 목 에 반한다는 사실을, 득자는  ① 사실과 ② 

자신이 거래한 상 방이 수탁자가 신탁 목 을 반한 법률행 로 신탁재산

을 취득하 다는 사실을 각 알았거나 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

다.405)   

402)구 신탁법 제52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

의 본지에 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 방 는 득자에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03)최동식(주 5),271-272면;이 기(주 163),575-576면.

404)김진우(a),“공익신탁법리와 법정책  제언-공익재단법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14호),한국비교사법학회(2001),103면.

405)同旨 이 기(주 163),580면; 장신탁법연구회(주 400),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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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자와의 거래상 방  득자가 모두 악의, 과실인 경우, 수익

자가 거래상 방과 득자 모두를 상 로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은 명확하다. 그런데 거래상 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인데 득

자가 악의 는 과실인 경우에 득자를 상 로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경우는 득자가 완 한 효력을 갖는 거래상 방의 권리를 승계취

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는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406) 참고로 미 신탁의 추 권 행사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이 선의유상취

득자(bona fide purchaser)에게 속한 후 악의의 득자에게 이 된 경우에 악

의의 득자에게 수익자가 추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407)  

사안을 바꾸어 거래상 방이 악의, 과실인데 득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도 수익자는 득자

를 상 로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득자의 거래의 

안 에 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법 제75조가 

상 방이나̇̇ 득자가 악의 는 과실인 경우에 그 법률행 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와 같은 경우에 거래상 방에 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는 없으므로 가액반환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의· 과실에 한 증명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나, 신탁이 등기로 공

시되고 신탁원부에 신탁목 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탁원부가 

등기의 일부가 된다는 에 비추어 증명책임이 완화될 여지가 많다.    

406)그런데 수익자취소권의 효과를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상  무효로 설명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취소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최수정(b)(주 305),192-193면).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수익자취소권을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이해하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한,채권

자취소권과 련하여서도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득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득자에 하

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고,민법 개정안 제407조의6도 그와 같은 취

지이다(김재형(c),“채권자취소권에 한 민법개정안”,민사법학 제68호(2014.9),108-110면 참조).

407)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546.



-144-

III. 행사방법

수익자취소권은 탁자, 공동수탁자는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수익자만 행사

할 수 있다.408) 이에 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에 이해 계를 가지는 모든 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익자 이외

의 이해 계인은 신탁 반 법률행 를 추인하여 그 가를 신탁재산에 귀속시

킬 것인지, 취소하여 신탁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단하기 어려

우므로 신탁에 하여 가장 큰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만의 단에 의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409)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 리인이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수익자취소권은 채권자취소권과는 구별되는 제도로 그 취소권을 반드시 재

상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재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410)  

취소권의 상 방에 해서는 수탁자라는 설, 수탁자와 수탁자의 상 방이라는 

설, 수탁자의 상 방 는 득자라는 설이 립하고 있다. 검토하건 , 법률행

 당사자가 아닌 자가 독자 으로 법률행 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상이 되는 법률행  당사자에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탁자와 수탁자의 상 방에 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411)  

IV. 취소권 행사의 효과

408)이 은 수탁자 의무 반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탁자,공동수

탁자,수익자가 각각 행사할 수 있다는 과 구별된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참조).

409)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597면.

410)同旨 임채웅(a),“사해신탁의 연구”,신탁법연구,박 사(2009),160면.

411)同旨 최동식(주 5),275면;四宮和夫(주 282),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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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소의 효과

 

가. 취소권 행사의 효과를 논하기 한 제로 신탁 반 법률행 의 효

력을 논해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소유권을 가진다는 은 인정

하여야 하므로, 신탁의 목 을 반하여 법률행 를 한 경우에 내외 으로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12)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면 무효인 법

률행 를 취소한다는 에서 비논리 이다. 일응 유효한 신탁 반 법률행 에 

하여 수익자에게 이를 시정할 수단으로 취소권을 부여하 다고 보는 것이 

수익자취소권에 한 정한 이해일 것이다. 

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행 는 소 으로 무효가 되

고, 취소의 효과는 신탁의 여자 체에게 으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

다.413) 이에 하여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취소 당사자에게만 미친다고 

주장하여 사해행 취소권과 같이 상  무효(相對的 無效)로 이해하여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414) 

채권자취소권에서 상  무효설의 가장 큰 난 은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

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에 있

다.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채

무자의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공시와 실체의 권리 계를 불일치하

게 만든다.415) 만약, 수익자취소권의 효과에 하여도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상

412)이와 달리 신탁 반 법률행 는 신탁내부의 계에서는 무효이지만 신탁외부의 계에서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新井 誠(주 12),313면 참조.

413)同旨 이 기(주 163),584-585면;이연갑(b)(주 11),955면.

414)최수정(b)(주 305),194-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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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설로 이해하면 와 같은 치명 인 약 이 있다. 수익자취소권은 일

탈된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회복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탁의 

법률 계를 보호하려는 목 이 있는바,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익자취소권을 인정한 근본 인 의의에 반하게 된다. 

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자취소권은 미 신탁의 수익자의 추 권

을 변형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과 그 법  성질이 완 히 다른 것인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가 완 히 다른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

다는 에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416)

다. 수익자취소권에 의하여 해당 법률행 가 신탁재산에 미치는 효력을 

무효로 하 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거래에 한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를 들면 수탁자가 신탁 목 을 반

하여 거래상 방과 소비 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익자취소권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수탁자는 고유재산으로  소비 차계약에 기한 채

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거래 

상 방이 신탁 목  반이라는 에 하여 악의 는 과실이고, 해당 법

률행 는 수탁자 개인이 아니라 수탁자 자격에 기하여 한 것이고 이를 거래 

상 방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거래 상 방을 보호하는 해석론을 개할 필

415)채권자취소권의 상  무효설의 이론  난 에 한 설명으로는 김재형(d),“채권자취소권의 본

질과 효과에 한 연구”,민법론 Ⅱ,박 사(2010),6면 이하;이계정(a),채권자취소권의 법  성질

과 사해의사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04.2),23면 이하;下森定,“債權 取消權の

法的構成”ジュリスト 增刊 法律學の爭點;民法の爭點,3권 2호(85.7)49면 이하 참조.채권자취소

권에 하여 법률 계를 인 으로 분열시켜 법률 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 도 가능하다.

416)한편  견해는,공동수익자의 경우 1인의 취소가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법 제75조 제

2항)는 규정은 취소의 효력이 상 임을 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최수정(b)(주 305),197면).

그러나  규정은 개별수익자가 단독으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고,그 경우에 다른 수익자는 그 

효력을 원용할 수 있어 제3자에게 별도로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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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다. 따라서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17) 다만, 외 으로 수탁자가 거래상 방을 기망하

는 등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고유재산으로 불법행 로 인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원상회복

가. 원물반환의 문제

수익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수탁자와 상 방의 법률행 는 무효가 되

므로 신탁재산의 유자가 이를 반환하여야 함은 명백하나, 신탁재산의 반환방

법과 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립되고 있다. 

제1설은 수익자취소권은 신탁제도의 실질  소유자인 수익자가 자기재산인 

신탁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수익자가 직  상 방이나 득자에게 신탁재

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418) 제2설은 취소권이 행사되면 신

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물권 으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반환청구권을 행

사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수

익자는 수탁자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419) 

검토하건 , 수익자취소권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물권 으로 당  소

유자인 수탁자에게 복귀하는 ,420)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417)同旨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信託法改正要綱試案 補足說明 (2005),73면(http://www.moj.go.jp

/content/000011802.pdf(2016.1.5.방문,이하 ‘補足說明’이라고 함)를 기 으로 인용함).

418)이 기(주 163),585면.

419)四宮和夫(주 282),256-258면;최동식(주 5),275-276면;임채웅(a)(주 410),161면.

420)同旨 이연갑(주 210),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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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반 법률행 에 취소권을 인정한 취지는 그 법률행 가 없었던 상태로 원

상회복을 함에 있다는 을 고려하면, 기본 으로 제2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2설이 수탁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린 후에 비로소 수익자가 채권자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 이지 않다. 채권자 권의 요건 

의 하나인‘채무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은 소극 인 요건에 불

과하고 채권자가 이를 극 으로 증명하여야 할 사실은 아니다.421) 따라서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의 목 에 반하는 법률행 를 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를 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수탁자의 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22) 수익자취소권을 통해 일탈된 신

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수익자의 수익권 보장을 한 것이지 

수탁자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권 보호를 해 채권자 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신탁의 목 을 반하여 법률행 를 한 수탁

자에게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기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에서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다.  

실제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반 법률행 를 한 경우에 수익자와 수탁자 사

이에 신뢰 계가 깨졌다고 볼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수익자는 수익자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수탁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고(법 제16조 제3항), 신탁

재산 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이다(법 제17조 제1항).

421)실무상 채권자는 피보 채권의 존재,보 의 필요성,피 채권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채권

자 권을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다만,채무자가 이미 권리행사를 하 다는 이 법원에 출된 경우에 채권자 소송은 당

사자 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을 받게 된다(법원ﾠ2009.3.12.ﾠ선고ﾠ2008다65839ﾠ 결ﾠ(공 

2009상,450)참조).

422)수탁자 A가 신탁 반 법률행 를 하여 갑에게 신탁재산에 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마쳐주었다

고 하자.이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와 갑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갑을 피고로 갑 앞

으로 마친 소유권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된다.소장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수

탁자 A에게 신탁재산에 하여 oooo.oo.oo.○○을(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의 말소등기

차를 이행하라”가 될 것이고,청구원인에는 수익권을 피보 권리로 하여 수탁자의 말소등기청

구권을 행사한다는 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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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액배상의 문제

1) 거래상 방이 악의, 과실인데 득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

우에 수익자가 득자를 상 로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와 같은 경우에 신탁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

로 수익자는 거래상 방에 하여 신탁재산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이

다. 거래상 방이 신탁목  반이라는 에 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가액의 범 는 부당이득에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범 (민법 제748

조 제2항)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상 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

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범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이익이 존

한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423) 입법론으로는 거래상 방이 악의의 경우와 

과실인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받은 이익의 존 여부와 계없이 이익 부

를 반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 게 하여야 원물반환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안을 달리하여 거래 상 방과 득자 모두가 악의, 과실인 경우에 

수익자가 거래 상 방에 하여 가액반환을 구할지, 득자에 하여 원물반환을 

구할지 여부는 수익자의 선택사항으로 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에 있어서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물을 반환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424) 상물의 로는 ① 물건의 멸실·훼손

423)거래상 방이 신탁 목  반의 법률행 라는 을 과실로 알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24)이계정(b),“송 된 원에 한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단기  –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심으로”,민사 례연구(XXXV),박 사(2013),582-583면;편집 표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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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②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 ,③ 물건의 멸실·훼

손을 보험사고로 하여 발생한 보험 ,④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채권에 기하

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 등을 들 수 있다.425) 법원은 사해행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과 련하여 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을 밝힌 바 있다.426) 사

해행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모두 법  정당성이 결

여된 행 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꾀하는 제도라는 을 고려하면,  

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른 상물 반환에도 용할 수 있다고 단된

다.427)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 반 법률행 에 하여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원물반

환이 불가능하더라도 거래 상 방이나 득자가 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

탁자를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탁재산의 유자( 를 들면 악의의 거래상 방)가 신탁재산을 처분

하여 그 가를 얻은 경우에 그 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하여 신탁법 제27조를 유추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

다.428) 

그러나 신탁법 제27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가를 얻은 경우에 

용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유자에 해서도 신탁법 제27조를 유추 용하

민법주해(XVII),채권(10),박 사(2005),560면 이하(양창수 집필부분);김형배,사무 리·부당이득,

박 사(2003),214-215면;양창수·권 (주 368),505면;지원림,민법강의,제12 ,홍문사(2013),

1646면.

425)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XVII),채권(10),박 사(2005),560면(양창수 집필부분);四宮和夫,事務

管理·不當利得·不法行爲 上卷,靑林書院(1995),82면.

426) 법원 2012.6.28.선고 2010다71431 결(공 2012하,1287).  결에서 사해행 취소에 따른 

근 당권말소 결이 확정된 후 그 근 당권 상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근 당권말소가 

불가능해진 경우,취소채권자는 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사해행 로 취소된 근 당권에 기하여 배

당을 받은 근 당권자를 상 로 그 배당 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시하 다.  결에 한 

평석으로는 이 민(a),“사해행  취소의 효과로서 상청구권”,민사 례연구(XXXⅥ),박 사

(2014)참조.

427)同旨 권 ,“부당이득에 한 민법개정안 연구”,서울 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12),178면.

428)이연갑(주 210),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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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의제신탁, 를 들면 수익자와 악의의 거래상

방 사이의 의제신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429) 따라서 와 같

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상물반환청구의 법리를 용하여  가에 한 반환청구가 가능

한지도 문제가 된다. 행 민법이 물상 와 련하여 매매 에 해서는 

물상 를 인정하지 않는  등에 비추어  매매 은 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30)

결국 와 같은 경우 신탁재산의 유자는 가 그 자체가 아니라 일반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 원물의 객  가치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4)다음으로 수탁자가 인 신탁재산을 신탁목 에 반하여 처분한 경우 

거래 상 방에 하여  에 한 물권  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가치반환청구권,즉 ‘ 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유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해당 이 다른 과 혼화된 경우라도,그 가치가 동일성

을 가진 형태로 유자의 재산 안에 남아 있는 한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한  자체에 

한 물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가치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선의의 채권자들

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431)따라서 와 같은 경우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액의 반환을 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429)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제신탁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한 구제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바,우리 법

상 부당이득제도가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이상 의제신탁의 개념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이와 

달리 의제신탁 개념 인정에 정 인 입장으로는 임채웅(b),“묵시신탁과 의제신탁의 연구”,신탁

법연구,박 사(2009)참조.

430)同旨 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XVII),채권(10),박 사(2005),561면 참조(양창수 집필부분).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한 법률은 매매 에 해서도 물상 를 인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4

조),이는 외 인 조항이다.

431)同旨 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Ⅴ),물권(2),박 사(1999),228-229면(양창수 집필);최수정(c),

“민법상 의 개념과 채권의 특질”,비교사법 제10권 제1호(2003.3).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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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법 제27조와 련한 검토

신탁법 제27조는 수탁자가 리,처분,운용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

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선 에서 수탁자가 거래상 방으

로부터 신탁 반 법률행 를 통해 가를 취득한 경우 그 가는 신탁재산에 속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수탁자가 얻은 가가 소비되지 않고 보존되어 수탁자의 

법률행 로 인하여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수익

자는 수탁자의 법률행 를 추인하고 수탁자의 법률행 의 효과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경우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익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 로도 손해배상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수탁자의 법률행 를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취소권

을 행사할 수 있고,수익자취소권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V. 물권화된 수익권의 재음미

수익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자신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주장하여 수탁자와 거

래상 방 사이의 법률행 를 취소하는 권리라는 에서 수익권이 물권화된 채

권이라는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유자가 한 처분행 에 해서 제3자가 이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상 쉽게 인정되기 어려

운 것으로, 수익권이 가지는 특수성, 미 신탁에서 발 해 온 추 의 법리가 

수익자취소권이라는 독특한 권리를 창안해낸 것이다. 만약 수익자가 단순한 채

권자라면 수탁자의 처분행 에 하여 와 같은 취소권을 부여할 리가 없다. 

수익권이 가지는 강력한 권리, 즉 신탁재산으로부터 최 한의 이익을 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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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물권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자가 와 같이 물권화된 채권

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탁자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수탁자가 면 인 소유권이 아니라 재산 리권에 기반한 제

한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한계인 것이다.  

 

第三節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

반환청구권

     

I. 의의

수탁자가 신탁법상 의무 반행 를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는 신탁재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수익자 등432)은 의무 반을 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리고 

원상회복이 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단서). 한편, 수탁자가 그 의무를 반하여 이득을 얻

은 경우에 수익자 등은 이득 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3항). 

수익자 등의 신탁재산에 한 이해 계를 보호하고 수탁자의 권한을 통제하기 

하여 수익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자가 가

지는 물권화된 수익권에서 생되는 권리이다. 

II.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한 원상회복청구권

432)수익자 이외에도 탁자,공동수탁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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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립요건

수익자 등이 수탁자에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기 해서는 ① 수탁자

의 의무 반행 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손해 는 변경이 발생

하 을 것, ③ 수탁자의 의무 반행 에 하여 수탁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법 제43조 제1항 본문).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탁자의 의무 반행 가 있을 것’의 요건과 련하여 수탁자가 어떤 의

무를 반한 경우에 수익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견해의 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에게 문제가 되는 의무를 한정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탁자의 의무 반행 에는 선 주의 의무(법 제32조), 

충실의무(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공평의무(법 제35조), 분별 리의무(법 제

37조) 등 신탁법에 규정된 의무와 신탁행 로 정한 의무를 반한 경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33)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반행 로 ‘신탁재산에 손해 는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만’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손해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변경도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이유는 신탁재산

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34) 를 들어 부동산인 신탁재산을 정한 가격에 처

분한 경우에,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

탁재산을 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수익자는 부동산

의 임 를 통한 지속 인 수익을 기 하고 있었는데,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

우에 수익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 되는 것이다), 수익자 등은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는 것이다. 

433)구 신탁법의 해석론으로는 최동식(주 5),258면 참조.

434) 장신탁법연구회(주 400),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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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수탁자의 원상회복책임이 발생하기 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

칙에 따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435) 이 경우 귀책사유는 

‘의무 반과 련된 고의·과실’을 의미하고 손해발생과의 련성을 요구하

지 않는다.436) 

분별 리의무 반을 이유로 수탁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 법 제44조는 분별 리의무 반에 하여 사실상 무과실책

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탁자가 인과 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수탁

자가 분별하여 리하 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탁

자에게 분별 리의무 반에 하여 책임을 가 하고 있다.   

2.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원상회복이란 수탁자의 의무 반행 로 신탁재산의 손해 는 변경이 발생

하지 않았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신탁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신탁이 계속 운 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의 권리 보호와 신탁 목 의 달성을 

하여 가장 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칙  구제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437)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아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나,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체물의 구입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38)  

435)이 기(주 163),532면.

436)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54면.

437)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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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청구권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충  구제수단이다. ① 신탁

재산이 멸실·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신탁재산을 수리하는 데 

막 한 비용이 드는 경우와 신탁재산이 종류물인 경우에 체물을 구하는 데 

막 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과 같이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③ 

그 밖에 원상회복이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 등이 원

상회복 신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단서).439) 여

기서 손해란 통설· 례인 차액설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반행 로 인하여 발

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행 가 없었더라면 존재하 을 재산상태와 그 행

가 가해진 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440) 

3.소결 – 수익권의 성질과 련하여

신탁재산에 발생한 변경상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을 수익자에게 인정

한 것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의 변경·손해에 

하여 직 인 이해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반 으로 설명하고 있

다.441)

438)이 기(주 163),534면.

439)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56면.

440)양창수·김재형,계약법(민법 Ⅰ),제2 ,박 사(2015),445면;곽윤직(주 362),112면;김상용,채권

총론,개정  증보,법문사(2003),154면;김증한·김학동,채권총론,제6 ,박 사(1998),126면;김

형배,채권총론,제2 ,박 사(1998),238면; 법원 1996.2.9.선고 94다53372 결, 법원 1998.

7.10.선고 96다38971 결, 법원ﾠ2009.8.20.ﾠ선고ﾠ2008다51120,51137,51144,51151ﾠ 결 등 참

조.

441)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52면.



-157-

만약 수익자의 권리를 독일과 같이 제3자를 한 계약에 의하여 부청구권

을 가지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익자가 수탁자에 하여 손해배상청구

권을 가진다는 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원상

회복청구권은 설명하기 어렵다.442) 제3자를 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으로부

터 채권을 취득하는 지 에 있을 뿐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까지는 인정되지 않

기 때문이다. 그 다면 신탁의 법률 계에서 수익자가 수탁자에 하여 단순히 

채권만을 가지는 것은 아님은 명백하다.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물권화된 수익권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수익

자는 수탁자에 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이득반환청구권

1.의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실의무는 수탁자의 이익상반 지원칙(no conflict 

rule)과 이익취득 지원칙(no profit ru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

리 법에서는 법 제33조, 34조, 36조에서 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의 공평의무(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가 각 수익자를 하여 공평하

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도 충실의무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443) 그리

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러한 분별 리의무(법 제37조)는 충실의무 반 방지를 하여 수탁자에게 부과

되는 의무이다.444)

442)제3자를 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 에 하여는 편집 표 곽윤직,

민법주해(XⅢ),채권(6),박 사(1999),164면 이하(송덕수 집필)참조.

443)新井 誠(주 12),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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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탁법은 와 같은 충실의무 는 그로부터 생되는 의무를 반하여 

수탁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득 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법 제43조 제3항),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을 신설하 다.445) 수탁자에

게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법 제43조 제1항과 동일하게 수익자, 

탁자, 는 공동수탁자이다.446)    

2.비교법 고찰

미 신탁에서도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트 이싱(tracing)의 법리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447) 

수익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의 가 

는 그 가로 취득한 물건에 하여 미치는바, 이를 다르게 표 하면 신탁재

산에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은 물에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으로 환되

는 것이다. 나아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반하여 신탁재산 는 그 물을 

통해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수익자는 그 이득에 해서도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수익자가 형평법 으로 소유한 원물을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이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448) 따라서 수탁자

는 이득 부를 반환(disgorge)해야 하는 것이다. 

444)能見善久,現代信託法,有斐閣(2004),95면.

445)참고로 일본 신탁법 제40조는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

실을 보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수탁자는 당해 행 에 의해 수탁자 는 이해 계인이 얻은 

이익액과 동액의 손실을 신탁재산에 발생시킨 것으로 推定한다고 규정하여 우리와 그 내용이 다

르다.

446)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58면.

447)SarahWorthington(주 10),p.102.107;RobertPearce,JohnStevens& WarrenBarr(주 21),

p.1038.

448)SarahWorthington(주 10),p.107;PhilipH.Pettit(주 23),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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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을 물 인 권리(proprietary right)로 이

해하는 견해와 결이 리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449) 

  

3.성립요건

 수익자 등의 이익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① 수탁자가 충실의무에 한 규

정인 제33조(충실의무), 제34조(이익상반행 의 지), 제35조(공평의무),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 지)를 반하거나, 제37조(분별 리의무)를 반하 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수탁자 는 제3자가 신탁재산과 련한 이익을 취득하여

야 하고, ③ 수탁자의 의무 반과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한다(법 

제43조 제3항).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 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450) 수탁자의 귀책사

유도 요건이 아니다.451) 충실의무는 수탁자에게 극도의 이해 계 불개입을 요구

하는바, 수탁자에게 그 귀책사유 여부와 상 없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어떤 잠재

인 이익을 얻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

이다.452) 

4.효과

수탁자는 귀책사유 유무와 계없이 수탁자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 부’

449) Sarah Worthington(주 10),p.107;MichaelRush,The Defence ofPassing On,Hart

Publishing(2006),p.136이하;FCJones& Sons(TrusteeinBankruptcy)v.Jones[1997]Ch159;

Foskettv.Mckeown[2001]1AC102.

450)이 에서 일본 신탁법 제40조와 다르다.

451)同旨 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59면.

452)RobertL.Mennel&SherriL.Burr(주 81),p.2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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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득 부’를 반환하는 특

유한 효과를 규정한 것은 미 신탁의 법리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 )453)와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

권과의 계가 문제가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수익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그 이득을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한편, 그 이득이 혼융되지 않은 

경우에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주장하여 이에 하여 배타 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54)

그러나 수탁자가 이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득을 소비한 경우, 이득

이 혼융된 경우, 이득이 고유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탁자

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 등에 수익자는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이

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은 수익자의 추 권을 규정한 신탁법 제27조의 

법리와 하게 련되어 있으며 두 권리 모두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해서 

인정되는 권리로 상호보완 (相互補完的) 계에 있고, 수익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소결 – 수익권의 성질과 련하여

민법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 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기본 으로 손

실자의 손실 한도 내에서 침해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구조라는 455)에서 

453)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54)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하여는 ‘제5장’에서 상세히 논한다.

455)송덕수(주 363),415-416면;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XVII),채권(10),박 사(2005),96-97면(최병

조 집필);부당이득에 하여 법원ﾠ2008.1.18.ﾠ선고ﾠ2005다34711ﾠ 결 (공 2008상,220)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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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이득 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이득반환청구권은 매우 이례 인 

것이고, 기존의 사법상 원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456)

수탁자에게 이득 부의 반환(disgorgement)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앞서 본 

미 신탁의 법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형평법 으

로 소유한 원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

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통한 이득 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입각해 

있는바, 이러한 법리가 변형되어 우리 법에 채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

럽다.457)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은 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 권과 

한 련이 있는 것이다. 추 권은 미 신탁의 법리에서 생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익자에게 물권  지 를 수여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수익

자의 이득반환청구권도 수익자의 권리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화된 채권

이라는 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四節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을 한 경매, 보 처분 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

서 본격 으로 다루겠지만,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수.

456)우리 사법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이득 부̇̇ ̇ 를̇ 반환하도록 하기 한 법리로 사무 리가 주장

되기도 하 으나(김주수,채권각론,제2 ,삼 사(1997),541면;김형배,채권각론[계약법],신정 ,

박 사(2001),56면), 사무 리는 불법한 행 를 근거 없이 법한 행 로 다루는 것이므로 타당

하지 않다.따라서 이득반환청구권을 사무 리로 설명할 수 없다.그 외에 상청구권이 인정되

는 경우에 채무자가 취득하는 이익 부를 채권자에게 이 하여야 하는지에 해서 견해 립이 

있는바,이에 하여는 송덕수,“ 상청구권에 한 입법론”,법조 제600호(2011.9),96면 이하 참

조.

457)신탁은 기본 으로 미법에서 개된 역사  산물이므로 신탁이 가지는 효용을 극 화하기 해

서는 미법에서 개된 신탁이론을 수용할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이런 에 비추어  입법

은 매우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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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한다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표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신탁법은 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제2항 참조).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 물에 

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 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참조). 

구체 으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을 보면, 제3자가 집행 목 물에 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표 인 강제집행 지 사유가 된다. 그 외

에 제3자가 집행 목 물의 유자인데 유가 침해된 경우,458) 지상권, 세권, 

질권, 유치권 등 목 물의 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459) 양도담보권460) 등

이다. 이와 같이 주로 물권을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목 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계약 등

에 근거하여 채권  청구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면 제3자는 그 채권  청

구권을 가지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461)

그 다면, 신탁법이 수익자에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은 주로 제3

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신탁법에서 수익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름 아니라 수익자는 단순히 채권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물권화된 채

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458) 법원 1957.10.10.선고 4290민상524 결(미공간), 법원 2009.4.9.선고 2009다1894 결(공 

2009상,624).

459)편집 표 김능환·민일 ,주석 민사집행법(Ⅱ),한국사법행정학회(2012),286면(이원 집필부분).

460) 법원ﾠ1994.8.26.ﾠ선고ﾠ93다44739ﾠ 결ﾠ(공 1994,2514).

461)편집 표 김능환·민일 ,주석 민사집행법(Ⅱ),한국사법행정학회(2012),290면(이원 집필부분);

법원ﾠ1980.1.29.ﾠ선고ﾠ79다1223ﾠ 결(공 1980,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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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節 공평의무 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수탁자가 공평의무를 반한 경우에 수익자 등은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제

4장 제3 ’ 참조).

그런데 수탁자가 공평의무를 반함으로써 일부 수익자가 본래 수령하여야 

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는 과하여 이

익을 얻은 수익자에게 과분에 하여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에 하여 견해가 체로 일치하고 있다.462) 

다만,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의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하여는 수익권은 물권

인 이익이므로 물권  반환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민법상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립하고 있다.463)  

후자로 보는 경우에 가장 큰 난 은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민법 제748조 제1항 참조),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로서는 불이익을 완 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다. 

신탁이익이 인 경우에 이를 수령한 선의 수익자의 이득은 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의 수익자는 소비하 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반환의무를 거부할 

수 없지만,464) 그 경우에도 이득소멸의 항변을 통해 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465) 한편, 신탁 이익이 물인 경우에 이를 수령한 선의 수익자는 존이익

462)최동식(주 5),227-228면;이 기(주 163),307면; 장신탁법연구회(주 400),185면.

463)  견해의 립에 하여는 최동식(주 5),226-228면 참조.

464) 법원 1996.12.10.선고 96다32881 결 (공 1997,317), 법원 1987.8.18.선고 87다카768

결 (공 1987,1460)등 참조.한편 법원 2009.5.28.선고 2007다20440,20457 결 (공 2009하,

987)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 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과 유사한 체물인 경우에도 이득의 존이 추정된다고 시하

다(  결에서 비디오폰을 비롯한 각종 통신제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465)이득소멸의 항변에 하여는 이계정(b)(주 424),582-5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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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반환하면 되므로, 물이 훼손·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되거나 소멸된 경

우에 그 범  내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다고 수익권을 완 히 물권으로 보아 물권  반환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재의 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물권법정주의에도 반한다. 

사견으로는 물권화된 채권̇̇̇̇ ̇ 인̇ 수익권을 침해하 고, 이에 기한 침해부당이득의 

한 유형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할 것으로 보인다.466)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

여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그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

원이 없는 이상 이를 침해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과하여 이익을 얻

은 수익자는 그 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의 손실이 와 같이 완 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 에 한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용

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입법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자 사이의 완

한 공평을 실 할 수 있고, 물권화된 수익권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第六節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I. 신탁 종료의 합의

1.문제

466)침해부당이득의 유형별 고찰에 하여는 양창수·권 (주 368),490면 참조.침해부당이득은 채권

의 권리귀속의 침해에도 발생하는바,채권의 유자에 한 변제(민법 제470조),실제 채권양도

를 하지 않은 채 양도통지를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등에 침해부당이득의 법률

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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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은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를 ① 신탁의 목 을 달성하 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98조), ② 신탁

계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법 제99조), ③ 법원이 신탁의 종료를 명한 경우

(법 제100조)로 나 어 정하고 있다. 

그  합의에 의한 종료의 경우에 신탁 계자  구와 구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합의가 없더라도 신탁 계자 한 명의 의사에 기하

여 신탁의 종료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바, 수익자의 단독으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2.비교법 고찰

가. 동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는 변경

UTC는 탁자와 수익자 원이 신탁의 종료 는 변경에 동의하면, 수탁자의 

의사와 계없이, 신탁이 종료 는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67) 이는 수탁자

는 기본 으로 신임 계를 근거로 하여 신탁재산을 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므로, 탁자와 수익자가 신탁의 종료 는 변경에 동의하면 그에 따를 의무

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만약 탁자는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데 수익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신탁법에서는 철회가능신탁이 아닌 한, 는 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아닌 한, 탁자 단독으로 신탁을 종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468) 수

467)UTC§411(a).

468)Scott&AscheronTrusts,vol.5,pp.2276-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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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

의를 필수 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클래 린 룰(the Claflin rule)

수익자가 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는

지 문제가 된다.469)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신탁법은 신탁설정 이후에는 탁

자는 배후로 물러나고 수익자의 지 가 강조되고 있는바, 이러한 논리를 철하

면 수익자는 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수익자가 일시에 

한꺼번에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매

년 일정액만을 교부하기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수익자가 자유롭게 신탁

을 종료시켜 신탁재산을 한꺼번에 수령하여 소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익자

를 장기간 안정 으로 원조(援助)하려는 탁자의 신탁설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의 신탁종료(변경)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

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 쟁 이 되어서 다투어진 사건이 Claflin v. Claflin, 20 N. E. 454 

(Mass. 1889) 사건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아들인 원고가 21살이 되

었을 때 10,000달러를, 25살이 되었을 때 다시 10,000달러를, 30살이 되었을 때 

나머지 잔액을 각 지 할 것을 수탁자에게 탁하는 신탁을 설정하 다. 그런데 

원고는 25살이 되기도 에 수탁자에게 자신이 신탁을 통해 받기로 한 원 

부의 교부를 청구하 고,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 다. 이에 원고는 수탁자를 피

고로  원 부의 교부를 청구하 는데, 매사추세츠 주 법원은 다음과 같은 

469) 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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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수익자가 꾀하는 신탁의 종료 

는 변경이 신탁의 요한 목 (material purpose)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신

탁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클래 린 룰(the Claflin rule)을 시하면서 

원고가 구하는 신탁의 변경은 신탁의 요한 목 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클래 린 룰은 미국 신탁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효한 법리로 이어져 왔고 

이러한 배경 하에 UTC §411(b)도 이를 그 로 채택하 다. 클래 린 룰하에서

는 원칙 으로 수익자 원이 동의하는 한 신탁의 종료가 가능하나, 그러한 신

탁의 종료가 신탁의 요한 목 을 침해한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

의만으로 신탁의 종료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국 신탁법은 클래 린 룰과는 다른 입장이다. 즉 국에 있어서는 수

익자는 단독으로 신탁을 종료시키고 수탁자에 하여 신탁재산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470) 수익권은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사고에 기 한 것으로, 국

법에서는 종료에 있어서 수익자의 의사가 탁자의 의사보다 우월한 것이다.471) 

다. 소결

미 신탁에 있어서 신탁의 종료와 련하여 수익자의 의사를 철시키는 정

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수익자가 형평법상의 소유자라는 제에서 수익자

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하여 수탁자는 신탁의 

종료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3.우리 신탁법의 해석

470)Saundersv.Vautier(1841)4Beav115.

471)大塚正民· 口範雄 編著(주 133),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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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법은 수익자는 탁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9조 제1항). 원래 의도한 신탁의 목 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신탁의 존속 여부  신탁재산의 분배에 하여 이익을 갖고 있

는 탁자와 수익자가 신탁의 종료에 하여 합의한 경우, 탁자는 신탁에 

한 자신의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실질  소유권자인 수익자의 이익에도 반

하지 않으므로 신탁의 종료를 허용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472)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신탁의 종료와 련하여 

합의의 당사자로 수탁자를 배제하고 수익자가 포함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탁자 앞으로 권리 이 은 근본 으로 재산 리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고, 따라서 수탁자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

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탁자의 소유권의 한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합의 당사자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수익자는 물권화된 수익권을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의 처분과 련

하여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므로 신탁의 종료에 있어서 합의당사자에 포

함된 것이다.

나. 우리 법상 수익자가 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부정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법상 수익권이 

미법상의 수익권과 같은 정도의 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법상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클래 린 룰에서 

보았듯이 수익자의 의사에 으로 따르는 것이 합리 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하여 수익자가 단독으로 신탁을 종료할 수 

472)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744면.



-169-

있는 길이 막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는 신탁행  당시에 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합함이 명백한 경

우에는 단독으로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 제100조). 

II.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

구 신탁법에서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 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신탁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은 탁자에게 귀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구 신탁법 제60조). 그러나 이에 하여 수익자가 신탁재산

의 원본까지 수익할 수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나 수익자가 원본수익권을 유상으

로 취득한 경우에, 잔여재산이 탁자에게 다시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

당하다는 비 이 제기되었고,473) 이를 수용하여 개정 신탁법은 잔여재산은 수익

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법 제101조 제1항). UTC도 신탁이 종료

된 경우에 수탁자는 수익자들̇̇̇ 의̇ 합의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474) 

이와 같은 개정 신탁법의 입장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가지는 권리를 

정확하게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물권화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을 반 하여 잔여재산의 원칙  귀속권리자로 인정한 

것인바, 수익자 보호를 하여 매우 타당한 입법이다.   

第七節 소결

473)이 기(주 163),704-705면.

474)UTC§4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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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자취소권, 수익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

환청구권,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공평의무 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신탁 종료 시 수익자의 권리에 한 신탁법의 규정은 수익권이 

물권화된 채권이라는 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신탁의 본질(수

익권의 성질)에 한 견해가 신탁법을 일 하여 설명할 수 있고, 와 같은 수

익자 보호를 한 신탁법의 제반 규정은 ‘수익권이 물권화된 채권’이라는 

에 의해서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행 신탁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채권설의 입장에서 신탁의 본질, 특

히 수익권의 성질을 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신탁법을 제 로 해석할 수 

없다. 우리 신탁법이 신탁을 표 인 재산 리제도로 반석에 올려놓은 미 신

탁법을 폭 수용하여 개정된 이상,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깨지 않는 범  

내에서 미 신탁법의 논리에 가  충실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 신탁법에서 수익자에게 물권  권리를 부여한 을 상기한다면 그에 상응하

여 우리 신탁법상으로 수익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고 수탁자의 권한남용행 를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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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신탁의 독립재산성 

第一節 문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한 재산 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탁자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특성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475)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의 목  달성과 수익자 보호를 하여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476) 신탁재산을 탁자의 재산이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하여 취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탁자나 수탁자의 경제  사정의 변화에 항

을 받지 않고 신탁이 지속되고 수익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탁은 

탁자나 수탁자에 한 도산 차 개시로 인한 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탁의 요 기능 의 하나인 도산 연기능(insolvency protection, 

bankruptcy remoteness)인 것이다. 그리고 신탁재산이 독립됨에 따라 수탁자는 

탁자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탁자 자신의 고유재산과의 계를 고려하

지 않고 신탁 그 자체의 사업 수행에 온 히 집 할 수 있다. 

신탁 법리에 있어서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

탁의 법률 계에 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밝히는 작

475)오 (b),“신탁재산의 독립성”,민사 례연구 (XXX),박 사(2008),851면.‘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주로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의 계에서 문제가 되는바,‘의의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은 수탁자̇̇ 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하는 법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다만,본 논문에서는 신탁재산은 탁자의 고유재산과의 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에 착

안하여 와 같이 신탁재산을 탁자나 수탁자̇̇̇̇ ̇̇ 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한다

는 의미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개념을 설정하 다.

476)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신탁재산에 실질  법주체성을 주장하는 견해(四宮和夫 교수의 견

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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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신탁의 법률 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의 지(법 제22조), ② 신탁재산의 상속

재산으로부터의 배제(법 제23조), ③ 수탁자 산의 경우 신탁재산이 산재단에 

속하지 않음(법 제24조), ④ 신탁재산의 상계 제한(법 제25조), ⑤ 신탁재산에 

한 혼동의 특칙(법 제26조), ⑥ 신탁재산의 범 의 확장(법 제27조), ⑦ 신탁재산

을 수탁자의 재산과 독립하여 취 하여 민법 첨부에 한 규정 용(법 제28조), 

⑧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⑨ 수탁자의 분별 리의무(법 제37조) 등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비교법 으로 검토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 신탁의 본질과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우리 법상 신탁재산의 독

립성을 수탁자로부터 독립성, 탁자로부터 독립성, 수익자로부터 독립성 세 가

지 측면에서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第二節 비교법 고찰

I. 미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1.문제의 제기

미에서 신탁이 활성화된 이유 의 하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함으

로써 신탁의 목  달성을 매우 용이하게 하 기 때문이다. 수탁자 명의의 재산

이기는 하지만,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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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함으로써, 신탁이 지속 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특수성은 륙법계 국가, 특히 재산의 단일성(l'unité du patrimoine)을 강조하는 

랑스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미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구체 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신탁재산의 탁자로부터의 독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 신탁법에서는 일단 신탁이 설정되면, 탁자는 

연  권리를 가지는 소유자처럼 신탁에 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

고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이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 됨에 따라, 탁

자의 채권자는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하여는 더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따

라서 탁자가 도산하더라도 신탁재산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신

탁은 탁자의 도산에서 발생하는 험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한 탁자가 

사망하는 등의 주  변화가 있더라도 탁자의 의사를 장기간 철할 수 있

다.477) 

그러나 탁자의 채권자가 일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에 하여 외 으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이에 하여 살펴본다.

가. 사해신탁과 채권자의 권리

우리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상응하는 사항을 미국은 통일거래취소법(the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478) 이하 ‘UVTA’라고만 한다)으로 규율하

477)新井 誠 교수는 이를 ‘의사동결기능’이라 칭하고 있다(新井 誠(주 12),86면).

478)사해행 와 련하여 1984년 공표된 통일사해양도방지법(theUniform FraudulentTransferAc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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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UFTA는 (1) 채무자가 합리 으로 동등한 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양

도하 고, 채무자가 그 양도 당시 지 불능이거나 는 채무자가 그 양도로 인

하여 지 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2)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하여 채무자와 

한 이해 계를 맺는 사람이나 법인479)에게 해당 재산을 양도하 고, 채무자

가 그 양도 당시 지 불능이었고, 양수인이 채무자가 지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자는 그 재산의 양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80) 그리고 채권자의 와 같은 청구에 하여 

양수인은 선의의 항변을 할 수 있다.481)

따라서 사해양도로 볼 수 있는 신탁설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탁자의 채권자

는 신탁재산의 이 을 취소하여 자신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482) 다만, 선의의 유상양도를 받은 자에 해서는 그 재

산의 양도를 취소할 수 없는데,483) 이러한 선의의 항변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

자가 하여야 한다.484) 수탁자는 재산 리인에 불과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

을 향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철회가능신탁과 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철회가능신탁에 있어서 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철회하

고 신탁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바, 탁자의 채권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신탁재산

2014년 공표된  통일거래취소법(theUniform VoidableTransactionsAct)으로 체되었다.

http://www.uniformlawcommission.com/Act.aspx?title=Voidable%20Transactions%20Act%20Ame

ndments%20(2014)%20-%20Formerly%20Fraudulent%20Transfer%20Act(2016.1.5.방문)

479)‘채무자와 한 이해 계를 맺는 사람이나 법인’을 원문에는 “insider”라고 표 하고 있는데,

insider의 정의는 UVTA§1(8)참조.

480)UVTA§5(a),(b).

481)UVTA§8(a).

482)UVTA§7(b).

483)UVTA§8(a).

484)Res2nd§63(2);이연갑(e),“신탁법 개정의 쟁 ”,성균 법학 제21권 제3호(2009.12),6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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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통 인 법리, 즉 신탁재산은 탁자의 재산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법

리에 따르면 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철회가능신탁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논리

이다.485) 

그러나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Reiser, 389 N.E.2d 768 (Mass. App. 

1979) 사건에서 매사추세츠 주 항소법원은, 철회가능신탁 탁자의 채권자가 신

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형식을 지나치게 따

르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직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다고 시함으로써 종래의 례법을 따르지 않았다. UTC는  결

을 지지하는 입장을 채택하 다.486) 즉 UTC §505(a)(1)은 “ 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철회가능신탁의 신탁재산은 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한 책임재산

이 된다.”고 규정하여 철회가능신탁에 있어서 탁자의 채권자 지 를 강화하

다.487) 

UTC §505(a)(3)에서도 볼 수 있듯이488) 철회가능신탁을 유언과 동일하게 취

하여 철회가능신탁의 신탁재산을 탁자의 고유재산과 동일하게 취 하고 있

는 것이다.489) 이에 해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신탁의 목 을 무

력화시키고 있다는 비 이 가능할 것이다.490) 

485)Res2nd§330cmt.o참조.종래의 례법에 따르면 탁자의 채권자는 철회권을 행사하여 

탁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탁자가 철회권을 행사하여 신탁재

산이 탁자에게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채권자는 당해 재산에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다.

486)Res3rd§25(2)도 같은 입장이다(Res3rd§25cmt.e참조).

487)원문은 다음과 같다.“Duringthelifetimeofthesettlor,thepropertyofarevocabletrustis

subjecttoclaimsofthesettlor'screditors.”

488)UTC§505(a)(3)은 ‘탁자의 검인 상유산(thesettlor’sprobateestate)이 탁자의 채권자의 채권 

등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철회가능신탁의 신탁재산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489)UTC§505cmt.참조.

490)철회가능신탁에 한 와 같은 근방식은 논리 인 귀결이라기보다는 실질을 시하는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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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의 독립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제2장 제2  Ⅰ. 2.’, ‘제2장 제2  4. 라.’ 참조) 

미 신탁에서는 수익자에 하여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물  권리를 인

정하고 있다. 신탁이 개된 역사를 보면, 신탁재산에는 수익자의 형평법상의 

권리가 수탁자의 보통법상의 권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념하게 되어, 보통

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인 신탁재산은 내재 으로 수익자의 와 같은 강력

한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고 보았다.

재도 마찬가지이다. 미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491)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효용에는 다음

과 같은 이 있다. 

우선, 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의 재산 상태를 수시로 검할 필요가 없

다.492) 탁자와 수익자가 실제에 있어서 수탁자의 재산 상태를 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수탁자가 산에 이르더라도 신탁재산은 안 하게 보

호되므로, 수탁자의 재산상태 악화 여부에 하여 주시를 할 필요가 없다.

둘째, 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신탁재

산이 산일(散逸)되어 신탁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할 필요가 없

즉 실질에 있어서는 탁자의 재산이므로 이에 하여 탁자의 채권자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  단에 기반한 것이다(Res3rd§25cmt.e참조).

491)UTC§507;HenryHansmann& UgoMattei(주 217),p.454;Scott& AscheronTrusts,vol.3,

p.885;PhilipH.Pettit(주 23),p.537; 국의 InsolvencyActof1986§283(3)(a);미국의 11U.S.C.

§541(d).

492)HenryHansmann&UgoMattei(주 217),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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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3)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탁

의 목 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신탁이 

안정 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탁자와 수익자는 수탁자 변경을 비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수탁자

가 신탁재산을 면 으로 지배하는 소유자라면, 수탁자 변경은 신탁재산의 변

경을 래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 변경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재

산은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 변경이 비교  자유로운 것이

다.494)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강제집행의 험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산상

태 보다는 수탁자의 운용능력 주로 수탁자를 선택함으로써 문 인 경 인

을 재산 리인으로 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495)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미 신탁의 핵심을 이루며, 미 신탁이 

리 활용되게 된 결정 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신탁의 거법과 승인에 한 

1985. 7. 1. 헤이그 약’ 제11조도 외국의 신탁이 승인되면, 그 효과로 수탁자

의 고유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산

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 포함되어 있다.496) DCFR도 마찬가지로 수탁

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기 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만족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DCFR Ⅹ-10:101:(1) 참조).

4.신탁재산의 수익자로부터의 독립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형평법 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수익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집행을 할 수는 없다.497) 신탁재산은 엄연히 수탁자 명의이

493)HenryHansmann&UgoMattei(주 217),pp.454-455.

494)UTC§706은 수탁자의 해임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어도 

수익자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95)同旨 이 기(주 163),161면.

496)http://www.hcch.net/upload/conventions/txt30en.pdf(2015.11.20.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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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인 수익권은 수익자의 일반채권

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는 수익권에 하여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다.498) 만약 채무자가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즉시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면, 법원은 수탁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

으로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신탁의 여러 수익자 의 한 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 다른 수익자의 권리를 해하므로 해당 수익자(채무자)의 수익권에 

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산한 경우 수익권이 양도가능한 경우에, 수익권은 산재

단에 속하고, 산 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499)   

미국에서는 탁자가 수익자 보호를 하여 수익권의 양도나 압류를 지하

는 장치를 만들었는바, 이하에서는 낭비방지신탁과 재량신탁에 하여 살펴본

다.

        

가. 낭비방지신탁(spendthrift trust)

1) 수익자의 수익권은 일신 속 인 권리가 아니고 통상의 재산권에 해당

하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는 이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탁설정

에 있어서 탁자의 의도는 수익자가 신탁으로 인한 수익을 리는 데 있는 것이

지 수익자의 채권자가 이를 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탁자로서는 그 의도

를 철하기 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 신탁법에서는 ‘낭비

방지신탁(spendthrift trust)’이 발달하게 되었다.500)

497)Mescev.Gradone,62A.2d394(N.J.1948);Greenv.Green,113P.2d427(Colo.1941).

498)이하의 설명은 Scott&AscheronTrusts,vol.3,p.886참조.

499) 국의 InsolvencyActof1986§283(1);미국의 11U.S.C.§54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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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방지신탁’은 형 으로 수익자가 자신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을 

지하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권을 압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탁을 말한다.501) 수익자가 미성년자 등 사회  약자인 경우에 수익자를 신

탁의 취지에 맞게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난 신탁, 즉 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낭비방지신탁임을 

이유로 수익자( 탁자) 채권자의 압류에 항할 수 없다.502) 

2) 낭비방지신탁은 수익자의 권리에 하여 자발  이 (수익자의 의사에 

의한 이 )과 비자발  이 (채권자의 압류에 의한 이 )을 모두 지하는 내용이

어야 유효하다.503) 왜냐하면 오직 비자발  이 만 지하고 자발  이 을 허용

한다면 신탁이 강제집행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공서양속에 반한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낭비방지신탁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의 권리가 자발 으로 이 되거나 비자발

으로 이 되는 것이 모두 지되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에 하여 

500)이와 달리 국에서는 수익권의 양도 는 압류에 한 직 인 제한은 공서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낭비방지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다(Graham Moffat(주 84),pp.273,276). 신 국은 ‘보호

신탁(protectivetrust)’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특정 사건(를 들면 수익자의 산,

수익자 채권자의 압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익권을 박탈(forfeiture)하고,그 때부터는 재량신탁

(discretionarytrust,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할지 여부에 하여 수탁자가 재량을 가지는 신탁)으

로 변경된다는 신탁조항을 넣음으로써 보호신탁이 된다(Graham Moffat(주 84),p.276이하).수익

권의 앙도는 제한할 수 없다는 공서를 우회 으로 반하는 것이지만,그 유효성이 인정된다(G.

W.Keeton,ModernDevelopmentsintheLaw ofTrusts,NorthernIrelandLegalQuarterly

(1971),p.190).

501)UTC §103(16)참조.; 형 인 문구는 다음과 같다.“Incomeand principalpayableto a

beneficiarymaynotbeassigned bythebeneficiaryorattached byorsubjected tothe

interferenceorcontrolofanycreditorofthebeneficiary,orreachedbyanylegalorequitable

processinsatisfactionofanydebtorliabilityofthebeneficiary,priortoitsactualreceiptby

thebeneficiary”(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138).

502)FarmersStateBankv.Janish,410N.W.2d188(S.D.1987);Spenlinhauerv.SpencerPress,Inc.,195

B.R.543(D.Me.1996).

503)UTC§502(a);Res3rd§58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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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504) 다만 외 으로 (1) 부양료 는 생계비와 련하

여 수익자를 상 로 결이나 법원의 명령을 얻은 수익자의 자녀, 배우자, 

는 (前) 배우자, (2) 수익권의 보호를 한 용역을 제공한 채권자505)등은 수

익권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506)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익자에게 생

필품이나 생활에 필수 인 용역을 제공한 채권자에 하여도 수익권에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다.507) 정책 으로 와 같은 경우에는 에서 열거한 

채권자들의 이익이 수익자의 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미 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채권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제도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이다. 재량신탁은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할지 

여부와 배분하는 경우에 그 액수에 하여 수탁자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신

탁이다.508)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그  재량을 발휘하여 하

다고 생각하는 이익 는 원본(such amount of income or principal as the 

504)UTC§502(c)참조,여기서 주의할 은 수익자가 해당 수익을 수령하여 수 에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수익자의 채권자는 이에 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다(Bogert,Oaks,Hansen &

Neeleman(주 35),p.141;UTC§502cmt.;Res3rd§58cmt.(d)(2)참조).

505)수익자로부터 수익권 보호를 한 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수행을 한 변호인이 표 이다.UTC

§503(b)(2)는 수익권에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를 ‘수익권의 보호를 한 서비스를 제공

한 채권자(ajudgementcreditorwhohasprovidedservicesfortheprotectionofabeneficiary’s

interestinthetrust)’로 한정함으로써 수익자에게 생필품이나 생활에 필수 인 용역을 제공한 채

권자를 제외하고 있다.Res3rd§59(b)는 이와 달리 수익자에게 생필품이나 생활에 필수 인 용역

을 제공한 채권자도 포함하고 있다.

506)낭비방지신탁에 하여 외 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규정으로는 UTC§503

참조.

507)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147;.Wash.Rev.CodeAnn.§11.96A.190;Matterof

Dodges’sEstate,281N.W.2d447(Iowa1979);AmericanSec.&TrustCo.v.Utley,382F.2d451

(D.C.Cir.1967).

508)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150;PhilipH.Pettit(주 23),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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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e in its absolute discretion shall deem advisable)”을 교부할 수 있다는 문

언이 기재된 신탁이 표 이다.509) 

재량신탁인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이익의 분배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는 결국 수익자의 권리에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

게 된다.510) 재량신탁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수익자는 그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수익자가 가졌던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

로, 수탁자가 재량을 남용하 고 볼 수 없는 한, 제3자가 수탁자에게 이익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제3자에 해서도 재량신탁의 취지가 철된다.511)

재량신탁이 설정되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권에 하여 압류를 한 경우

에, 일단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12) 이 이 낭비방지신탁과 구별되는 

이다. 낭비방지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의 압류를 직 으로 제한할 수 있

지만, 재량신탁은 그 지 않다. 따라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압류를 제한하려면 

낭비방지신탁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량신탁과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강제신탁(mandatory trust)’이 있는데, 이

는 탁자가 수탁자에게 수익자에 한 수익의 배분을 강제한 신탁으로 이 경

우에 수익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신탁재산의 범

509) 국에서는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할지 여부와 배분하는 경우에 그 액수에 하여 수탁자가 재

량을 행사할 수 있는 신탁을 ‘비소진 재량신탁(non-exhaustivediscretionarytrust)’이라고 하고,수

익자가 이익을 배분받는다는 은 정해져 있고,단지 그 이익 배분의 방법에 해서만 수탁자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신탁을 ‘소진 재량신탁(exhaustivediscretionarytrust)’이라고 나 다

(PhilipH.Pettit(주 23),pp.79-81).미국의 재량신탁은 국의 비소진 재량신탁에 해당한다.

510)LinebackbyHutchensv.Stout,79N.C.App.292,339S.E.2d103(N.C.CourtofAppeals,1986);

UTC§504(b)참조.

511)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150.

512)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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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미법상의 추 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트 이싱과 팔로잉이 어떻게 

다른지에 하여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 다. 

특히 형평법상의 트 이싱은 신탁재산의 범 의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신탁재

산의 독립성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바, 이 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본

다. 

가. 형평법상의 트 이싱의 일반  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평법상의 트 이싱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

건을 처분한 경우에 수탁자가 받은 그 처분의 가 는 그 가로 취득한 물

건 등 신탁재산의 물에 하여 수익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513) 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인 갑에게 처분하여 갑으로부터 

매매 을 수령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매매 을 신탁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

고, 수탁자가 신탁기 을 이용하여 갑으로부터 보석을 구입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보석을 신탁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형평법상의 트 이싱은 의제신탁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그 범 가 확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물건이 이미 수탁자의 손을 떠나 제3자

의 수 에 있는 경우에 제3자에 해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물건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팔로잉인데, 팔로잉이 인정되는 논리  근거는 수익

자와 제3자 사이에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513) 국에서는 최 에 신임 계(fiduciaryrelationship)가 있는 경우에만 형평법상의 트 이싱이 용

될 수 있다고 하여 최 의 신임 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WestdeutscheLandesbankGirozentralev.

IslingtonBoroughCouncil[1996]AC669등 참조).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AustinW.Scott& William F.Fratcher,TheLaw ofTrusts,vol.Ⅴ,4th ed.,Aspen

Publishers(1989),p.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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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인 갑에게 처분하 고, 갑이 을에게 처분한 경우에 

갑이나 을이 선의유상취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와 을 사이에 의제

신탁이 성립하여 수익자는 을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을이 

병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매매 을 수령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매매

을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514) 이와 같이 의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의 범 가 확장되고 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 가 확

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 는 그 물을 통해 수탁자가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수익자는 트 이싱을 통해 그 이득이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반하여 신탁재산 는 그 물을 통해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득은 신택재산 는 그 물을 표상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신탁

재산에 한 형평법  소유권은 이득에 해서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평법상의 트 이싱은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함으로써 수익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기능을 한다.  

나. 형평법상의 트 이싱과 에 한 우선권 문제

1) 신탁 과 수탁자의 고유 이 혼화된 경우

미 신탁에서 형평법상의 트 이싱의 법리는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

이 섞인 경우, 특히 신탁재산에 속하는 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이 섞인 경우에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련하여 

으로 논의되었다. 수익자에게 트 이싱을 인정하면 수익자는 일반채권자와 달

514)RobertPearce,JohnStevens&WarrenBarr(주 21),p.968참조.의제신탁의 수탁자도 명시신탁의 

수탁자가 지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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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당 에 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바,515)  보유자 산 시에 신탁

재산을 보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516)

가) Re Hallett’s Estate 법리와 그 제한

우선 수탁자가 신탁기 을 자신의  계좌에 입 함으로써 수탁자 고유의 

과 혼화시킨 후, 수탁자가 개인  목 을 해서 을 인출한 경우에 어

느 부분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 을 부 소진(인출)할 때까지는 자신의 

고유 을 먼  인출한 것으로 추정한다(통상 이를 Re Hallett’s Estate 법리라

고 한다).517) 그 에 고유의 과 신탁기   어느 원이 먼  입 되었는

지를 불문한다. 를 들어 수탁자가 동일 계좌에 고유재산 5,000달러를 입

한 후, 신탁재산 10,000달러를 입 하고, 그 다음에 고유재산 5,000달러를 입

한 다음, 개인  목 으로 10,000달러를 인출한 경우(이하 ‘사례 1’이라고만 

한다)에 수익자는 계좌에 남아 있는 10,000달러가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수탁자의 분별 리의무518) 반에 한 제재의 성격이라

고 할 수 있다.519)    

515) 와 같이 우선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미법에서 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그 변형된 형태에 하여 물 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이

러한 권리는, 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유상취득자가 아닌 한,제3자에 해서도 주장할 수 있

기 때문이다(최수정(c)(주 431),13면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가치반환청

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미법과 차이가 있다.그 지만,수익자의 신탁재산의 범 와 련

하여  논의는 우리 법에 시사 을  수 있다.

516)AustinW.Scott&William F.Fratcher(주 489),p.609참조.

517) 국은 ReHallett’sEstate(1880)13ChD696,CA;PhilipH.Pettit(주 23),p.543이하;Robert

Pearce,John Stevens& Warren Barr(주 21),p.1043.미국은 Moodyv.Pitts,708S.W.2d

930(Tex.App.1986);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p.538-539.

518)분별 리의무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

다.우리는 신탁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19)PhilipH.Pettit(주 23),p.543.이러한 추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혼용한 경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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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에서 수탁자가 10,000달러를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경

우에 수익자가 주식에 해서 트 이싱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한 

리딩 이스가 In re Oatway520) 사건이다.  사건에서 수탁자가  계좌에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같이 하 는데, 수탁자가  일부를 인출하 을 

때 신탁된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수탁자는 와 같이 인출

한 원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 다. 그 후 수탁자는   계좌에 입 된 

원 부를 소비하 는바, 수익자가  주식에 하여 트 이싱을 주장하 다.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은 수탁자의 항변, 즉  주식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 매입한 것으므로 수익자가 이에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항변을 배

척하고 수익자가  주식에 하여 트 이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즉 “ 계좌에서 인출된 원이 투자되었는데 수탁자 개인의 이름으로 그 투

자가 이루어졌고, 그 후 수탁자가 계좌의 잔액을 소비되었다면, 수탁자는 

‘그 투자는 수탁자 개인의 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신탁된 원은 이

미 소비된 것이어서 더는 신탁된 원에 기하여 트 이싱을 할 수 없다’는 주

장을 할 수 없다.”고 시하 다.521) 만약 앞서 본 Re Hallett’s Estate 법리를 

 사안에 철시키면 수탁자는 고유재산을 인출한 것이 되어 주식에 해서 

수탁자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Re 

Hallett’s Estate 법리를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익자 보호를 

한 해석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사안에서 수탁자가 계속하여  계좌의 잔고를 신탁된 원 이상

으로 유지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문제가 된다. Turner v. Jacob522) 사건

비된 은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Moodyv.Pitts,708S.W.2d

930(Tex.App.1986)).

520)[1903]2Ch356.

521)[1903]2Ch356,360.

522)[2006]EWHC1317(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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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수탁자가 계좌에 신탁된 원의 액

수에 상응하는 잔고를 유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추 권은 계좌에 치된 

신탁된 원에 한정된다. 이 경우에 수익자는 혼화된 을 이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투자 목 물에 하여 우선특권(lien)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투자한 원이 상당하여 신탁된 원도 그 투자에 포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는 경우나 수탁자가 투자 후에 계좌의 잔액을 소비하여 신탁

된 원 자체를 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고 시하 다.523) 

결국 앞서 본 Re Hallett’s Estate 법리는 In re Oatway 사건과 같이 수탁자가 

인출한 원으로 물을 매수한 후 을 추가로 인출하여 수익자가 에 

하여 트 이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524) Re Hallett’s Estate 법리는 수익자 보호를 한 법리인데 이를 용함

으로써 오히려 수익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리 용을 제한하여야 한

다는 것인바, 수익자 보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나) 최 간잔고(the lowest intermediate balance) 원칙

[사례 1]에서 수익자가 신탁재산 10,000달러 부에 하여 신탁재산으로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의 잔고가 10,000달러를 유지하 기 때문이다. 사

안을 달리하여 수탁자가 동일 계좌에 고유재산 5,000달러를 입 한 후, 신

탁재산 10,000달러를 입 하고, 수탁자가 개인  목 으로 10,000달러를 인출한 

후 수탁자가 고유재산 5,000달러를 입 한 경우에, 수익자가  잔고 10,000달

523)[2006]EWHC 1317(Ch),102.  쟁 에 한 설명으로는 RobertPearce,JohnStevens&

WarrenBarr(주 21),pp.1045-1046.

524)PhilipH.Pettit(주 23),p.545.미국의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theRestatementofRestitution)

는 수익자에게 보다 우호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유 과 타인의 

을 부주의하게 혼화시킨 다음 을 인출한 경우에,타인은 남아 있는 과 인출한 

에 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인출한 으로 매수한 물건에 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statementofRestitution§2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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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가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후 수탁자가 고유재산을 입 한 경우에  입 된 원에 하

여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건이다. 이에 하여 미 신탁법은 부

정 이다.525) 신탁재산이 (일부) 인출되어  잔고가 최 에 달한 후 입 이 

이루어졌고, 그 입 이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수탁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에, 다른 사람(수탁자)이 신탁재산을 보충할 의도로 입 하 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526) 수익자가 입 된 원에 하여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이해 계를 고려하여 수익자의 우선

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수시로  잔고가 변동되는 경우에 최

간잔고만을 신탁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 간잔고(the lowest 

intermediate balance) 원칙’이라고 한다. 원래 신탁재산액과 최 간잔고와의 

차액은 이미 소비된 것으로 트 이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527)   

다) 혼화된 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

만약 수탁자가 신탁 과 고유 이 혼화된 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하여 수익자가 트 이싱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Foskett v. McKeown528) 사건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사건에서 A

는 사망시 보험  100만 운드를 지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는데, 최 의 

525) 국은 JamesRoscoe(Bolton)Ltdv.Winder[1915]1Ch62;Graham Moffat(주 84),pp.738-739.미

국은 Bennettv.Glacier,259Mont.430,857P.2d683(1993);Bogert,Oaks,Hansen&Neeleman

(주 35),p.543.

526)만약 수탁자가 ‘신탁 계좌’에 수탁자 고유의 을 입 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보충할 의도로 

입 하 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개인 계좌’에 수탁자 고유의 을 입 한 경우에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538).

527)만약 그 차액이 수탁자의 권한 없는 인출에서 비롯되었고,수탁자가 이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매

수한 경우에 수익자는 그 물건에 해서 트 이싱을 할 수 있다.

528)[2001]1A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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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고유재산으로 지 하 으나, 1989년도 보험료, 1990년도 보험료는 신

탁재산이 입 된 계좌를 통해 지 하 다. A가 1991년 사망하 는데, 수익자가 

 보험 에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하여 국

의 법원은 “수탁자가 신탁된 원을 그 의무에 반하여 자산을 얻기 한 

비용의 일부로 지출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신탁재산이 기여

한 비율에 따라 그 자산에 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탁자가 법하게 지출한 

원 상당의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채권을 담보하기 하여  자산에 우선

특권(lien)을 주장할 수 있다.”고 시하 다.529) 따라서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에 있어서 신탁재산이 기여한 비율에 따라  보험   일부에 하여 직  

트 이싱을 할 수 있는 것이다.530) 

이와 같이 수익자는 수탁자가 혼화된 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트 이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안에서 보험료가 구의 에서 지

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단해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  

수탁자가 부주의하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혼화한 경우에, 수탁자는 그로 인

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와 같은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 

으로 보험료를 지 하 다는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  부에 

하여 수익자가 트 이싱을 할 수 있다.531) 

2) 신탁재산과 제3자의 고유재산이 혼화된 경우

신탁재산과 제3자의 재산이 혼화된 경우는 앞서 본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

유재산이 혼화된 경우의 법리를 그 로 용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분별

리의무를 게을리 한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론  정당성이 인정되

529)[2001]1AC102,131.

530)같은 맥락의 미국 례로는 Lackeyv.Lackey691So.2d990(Miss.1997).

531)Graham Moffat(주 84),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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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수탁자가 두 개의 별개의 신탁재산을 혼화한 후, 는 신탁재산과 제3자

의 재산을 혼화한 후 수탁자가 을 인출한 경우에 구의 을 인출한 것

인지 문제가 된다. 를 들면, 수탁자가 동일  계좌에 X 신탁에 의한  

1,000달러를 입 한 후, Y 신탁에 의한  1,000달러 는 제3자 B의  

1,000달러를 입 하 고, 수탁자가   계좌에서 1,000달러를 인출한 경우에 

잔고 1,000달러는 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하여는 선입

선출원칙(First in, First out Rule)이 용될 수  있다.532) 즉 최 로 입 된 

에서부터 순차 으로 인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선입선출원칙

은 앞서 본 Re Hallett’s Estate 법리와 구별되며, 그 결과도 다르다.  사안에

서 선입선출원칙을 용하면 수탁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에 해서 Y 

신탁의 수익자 는 B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선입선출원칙은 

인출된 이 어떤 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용되는 것이지 인출된 

의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533)

그런데 와 같은 선입선출원칙에 해서는 와 같이 추정을 할 실제  근

거가 박약하다는 , 기에 입 한 사람을 불합리하게 우한다(왜냐하면, 기

에 입 한 사람의 원은 항상 남아있지 않다는 결론에 달하기 때문이다)는 비

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에서는 그 용범 를 제한하고 있으며,534) 미국

에서는 비율 귀속 원칙(the pro rata distribution rule)이  더 많은 지지를 얻

고 있다.535) 비율 귀속 원칙은 두 사람 이상의 이 혼화된 경우에,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체 합계에서 자신의 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잔액이나 인

532)Devaynesv.Noble(Clayton’sCase)(1816)1Mer572.

533)PhilipH.Pettit(주 23),p.547.

534)RobertPearce,JohnStevens& WarrenBarr(주 21),p.1046. 표 인 결로는 BarlowClowes

InternationalLtd(inliquidation)v.Vaughan[1992]4AllER22.

535)Bogert,Oaks,Hansen&Neeleman(주 35),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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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536) 여러 

개의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수익자들은 자신이 속한 신탁재산이 체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따라 손실과 이득을 보는 것이다.537)  

    

6.소결

미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그 핵심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신탁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요한 은 트 이싱의 법리를 통해 신탁재산의 물, 신탁재산으로 

인한 이익, 신탁재산이 혼화된 경우의 결과물에 해서까지 신탁재산을 확장하

고 있다는 이다. 트 이싱의 법리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형평법 으로 소유̇̇

하고 있다는 은 근거로 하고 있는바, 수익권의 물권성은 신탁재산에 한 독

립성에 있어서 확고한 이론  토 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독일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1.문제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독일의 완 권 신탁  피두키아  신탁은 수탁자가 

아무런 물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 즉 륙법이 제로 하고 있는 단일한 소유

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538) 따라서 그 논리를 엄격하게 철하

536)TheRestatementofRestitution§213.

537)Res2nd§202cmt.n.

538)앞서 본 미 신탁의 형 인 모습과 가장 유사한 것이 독일의 완 권 신탁  피두키아  신탁

이므로,이하에서는 피두키아  신탁에 국한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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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고유재산과 같이 취 하고, 

이를 면 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채권자가 이를 책임재

산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취 하면 신탁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독일에서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539) 독일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신탁재산의 범 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하에서 논하고자 한다.

2.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근거

독일에서는 미와 같은 소유권의 분할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독

립성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독일의 학자들은 신탁재산은 특

별재산(Sondervermöge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540) 특별재산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재산  일부가 특정한 목 을 하여 분리되어 독자 인 재산의 집합

체를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조합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이 특

별재산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는데, 신탁재산도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것

이다.541) 특별재산이 되는 경우에 그 특별재산은 특별재산 명의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취 하여야 하며 별개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바, 신탁재산이 이에 해

당하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로부터 독립된 재산이라는 것이다(신탁재산의 독립

성 인정).542)

미 신탁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트 이싱의 법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이 

539)HeinKötz(주 235),S.137.

540)HelmutCoing(주 239)S.118;HeinKötz(주 235),S.137.

541)KarlLarenz& ManfredWolf,AllgemeinerTeildesBürgerlichenRechts,9.Auflage,C.H.

Beck(2004),§21,Rn.49;HeinKötz(주 235),S.137;HelmutCoing(주 239),S.118.

542)특별재산에 하여 국내에서 자세히 설명한 문헌으로는 이연갑(주 210),21-23면,139-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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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물, 가에 해서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익자를 보호하

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려면 물상 의 법리에 기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특별재산에 하여 폭넓게 물상 를 인정하고 있다.543) 특히, 

유산에 속하는 권리에 기하여, 유산 의 물건의 멸실, 훼손 는 침탈의 배상

으로서 는 유산에 한 법률행 에 의하여 취득된 것은 유산에 속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독일민법 제2041조 제1문), 신탁재산에 하여 특별재산성을 인정

함으로써 제2041조의 유추 용, 즉 물상 의 용을 의도하는 것이다.544) 독일

민법 제2041조는 공동상속에서 상속재산의 최종 인 귀속이 결정될 때까지 상

속재산을 그 가치의 에서 변동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물상 를 인

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  사고는 신탁에도 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545) 다시 말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최종 으로 수익자에게 이 될 때까지

는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 하여야 하므로, 제2041조를 유추 용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그러나 례는 신탁에 하여 물상 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신

탁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매각 에 하여 물상 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546) 즉 미 신탁과 달리  매각 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Surrogationsverbot) 원칙이라고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

에 속하는 권리에 기하여, 는 신탁재산의 괴, 훼손 는 멸실에 한 보상

으로서, 는 신탁재산인 자 을 소비한 유상의 법률행 에 의하여 취득한 목

543)특별재산 의 하나로 인정되는 조합재산에 하여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기하여 취득한 

것 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목 물의 멸실,훼손 는 침탈에 한 배상으로 취득한 것도 조합재

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718조 제2항).

544)HeinKötz(주 235),S.138.

545)이연갑(주 210),22면 이하.

546)RGZ94,305;RGZ,7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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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며, 례는  원칙을 따르고 있

다.547)

결국 독일신탁에서 학자들은 특별재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

을 인정하려고 하나,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범 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의 보호

가. 독일 신탁에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면 이고도 단

일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독일 신탁의 논리를 철하면, 수탁자의 고유채권

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 신탁에서

도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1899년 제국법원의 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은, 신탁의 본질은  

산자(수탁자)에게 양도된 상을 그의 소유권처럼 다루는 것이 허용되지 않

는다는 에 있다고 보아 탁자의 환취권을 인정하 다.548) 연방 법원도  

례를 계승하 다.549) 탁자가 수탁자의 산 시 환취권을 갖고, 그리고 신

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시 독일 민사소송법 제771조에 의해 제3자 이의의 소

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은 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550)    

이에 하여는 륙법계인 독일은 물권과 채권을 별하고 있으므로, 이미 소

유권을 이 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탁자에게 환취권과 

제3자 이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법체계에 반한다는 쾨츠 교수의 지 이 

547)HeinKötz(주 235),S.136.

548)RGZ45,80;RGZ79,121.

549)BGHNJW 1959,1223.

550)HelmutCoing(주 239)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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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51) 다만, 쾨츠 교수는 형평(fairness)을 이유로  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다.552) 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 하 으나 이는 법 인 

에서 이 한 것이지 경제 인 , 실질 인 에서는 이 한 것은 아니

므로 독일의 습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리할 의무가 인정된다.553) 특히 수

탁자는 신탁사무의 집행에 하여 취득한 을 신탁재산을 한 별도의 계

좌에 입 하여야 한다.554)  

나.  논의에서 주의할 은 미 신탁과 달리 수익자에게는 환취권이

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다. 수익자는 제

3자를 한 계약에 기한 부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다. 그리고 탁자의 환취권 는 제3자 이의권은 수탁자가 탁자로부터 직

 이 받은 재산에 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직 성의 원칙

(Unmittelbarkeitsprinzip)이라고 한다.555) 즉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직  이

된 재산만이 신탁재산을 구성하고,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설

령 수탁자가 탁자를 해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독일 례의 입장이다.556) 직 성의 원칙에 따르면, 수탁자

가 신탁계좌에 있는 원을 지출하여 물권을 매수한 경우에 그 물건, 수탁자

551)HeinKötz(b)(주 246),p.57.

552)HeinKötz(b)(주 246),p.57.

553)StefanGrundmann(주 242),p.415.

554)이연갑(a)(주 8),110면.

555)StefanGrundmann(주 242),p.408;HelmutCoing(주 239)S.45;HeinKötz(b)(주 246),p.57.

556)RGZ84,214;BGHNJW 1959,1223;BGHWM 1964,179.독일 례의 흐름에 한 개 인 설

명으로는 HelmutCoing(주 239)S.45ff.신탁을 간 리의 법률 계와 구별하기 하여 탁자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직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탁 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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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가 모두에 해서 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물건이나 가에 하여 탁자가 환취권 는 제3자 이의권을 행사

할 수 없다.557)  

   

4.소결

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

산으로 취 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 원칙, 직 성

의 원칙의 용으로 신탁재산은 오로지 탁자가 수탁자에게 이 된 재산으로

만 구성된다고 보고 있는 , 수익자에게 환취권이나 제3자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정도는 미 신탁에 비하여 약화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랑스의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

1.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목 재산

가. 랑스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부로써 채무에 한 책임을 져

야 하므로(동법 제2285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신탁 도입에 있어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fiducie를 도입하면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

557)직 성의 원칙에 한 비 으로는 HeinKötz(b)(주 246),p.59이하.신탁계좌에 제3자가 입 한 

경우에는 직 성원칙의 외가 인정된다(StefanGrundmann(주 242),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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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탁자의 도산은 신탁재산에 아무런 향을  수 없고(동법 제2024

조), 신탁재산은 그 재산의 보존과 리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명의자들에 

의하여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2025조)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 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부로서 채

무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재산의 단일성 원칙, l'unité du 

patrimoine)의 한 외를 인정한 것이다.558)

 

나. fiducie를 입법하면서 입법 안을 만든 사람들은 목 재산

(patrimoine d’affectation)의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 고, 실제 fiducie를 규정하

면서 ‘목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을 기 로 신

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 다.559)

목 재산은 피에르 르폴(Pierre Lepaulle)이 미 신탁에 한 이해를 돕고 이

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안한 개념이다.560) 르폴은 미 신탁의 유연

성, 미 신탁이 도산처리 차에서 가지는 다양한 효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랑스에서도 미 신탁 제도를 체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561)

그는 ‘신탁은 어느 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그 

재산은 공공질서(l’ordre public)의 범  내에서 탁자가 원하는 목 에 용

(專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미 신탁제도를 목

재산으로 설명하 다.562) 

이러한 목 재산 이론에 해서는 미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라

558) 粱吉章,フランス信託法,信山社(2011),78면.

559)PaulMatthews(a)(주 258),pp.23-24;LaurentChambaz(주 257),p.255참조.

560)PierreLepaulle,TraitéThéoriqueetPratiquedesTrustsenDroitInterne,enDroitFiscaleten

DroitInternational(1932),pp.23-40.

561)PierreLepaulle,“CivilLawSubstitutesfortrusts”,36YaleL.J.1126,1147(1927)참조.

562)PierreLepaulle(주 560),p.31.원문은 다음과 같다.“letrustestuneinstitutionjuridiquequi

consisteenunpatrimoineindépendantdetoutsujetdedroitetdontl'unitéestconstituéepar

uneaffectationquiestlibredansleslimitesdesloisenvigueuretdel'ord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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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수탁자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구의 소유

도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미 신탁을 오해한 것이라는 비 이 있다.563) 그

리고 신탁은 법인이 아님에도 신탁을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이론구성을 시

도한다는 에서 이론  난 이 있다.564)  

르폴의 이론은 이러한 이론  약 에도 불구하고 륙법 국가에서 신탁재산

의 독립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  틀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는바, 랑스민법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허용되기 어려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허용하기 해(신탁재산의 도산 연기능을 인정하기 해) 그의 목 재산 개

념을 이론  근거로 수용한 것이다.565) 

주의할 은 fiducie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철 히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신탁행 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

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탁자가 그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동법 제2015조).

2.신탁재산의 범

랑스민법상 fiducie 설정시 수탁자에게 이 된 재산이 처분, 멸실, 훼손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물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가에 하여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한, 랑스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에서와 같은 일반 인 물상 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법률의 규

563)MaurizioLupoi,“TheDevelopmentofProtectedTrustStructuresinItaly”,inExtendingthe

Boundaries ofTrusts and Similar Ring-Fenced Funds(David Hayton ed.,Kluwer Law

International,2002),p.90.

564)LionelD.Smith,“TrustandPatrimony”,Revuegénéralededroit,Vol.38,2008,pp.401-402.

565)한편,PierreLepaulle이 제시한 목 재산의 개념의 효용 의 하나는 륙법계 법률가로 하여  

신탁의 기능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틀을 제공해 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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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으면 물상 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566) 따라서 

신탁재산의 물에 해서 신탁재산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이다.567)

3.소결

랑스에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철

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신탁재산의 범 ,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침해된 경우

의 구제수단에 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개될 학설, 

례에 맡겨진 상황이다. 

다만, 랑스는 수탁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자는 채권을 가진다는 틀에서 

fiducie를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정도는 미 신탁만큼 강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第三節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I. 문제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이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핵심 으로 요구되

566) 랑스의 물상 에 하여는 김형석(a),“ 당권자의 물상 와 부당이득”,서울 학교 법학 제

50권 제2호(2009.6),524면 이하 참조.

567)다만,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가장 넓은 권한,즉 소유자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

는 (랑스민법 제2023조),신탁계약 종료시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형성하는 권리,

자산,담보를 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동법 제2030조)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물에 해서

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 이라는 견해가 있다(심인숙(주 269),p.273).

만약 신탁재산의 물을 신탁재산으로 보지 않으면,수탁자와 그의 채권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

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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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이다. 따라서 신탁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수탁자의 산의 험으로부터, 수탁자의 고유채권자

의 공취력으로부터 각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구체 인 내용을 보면 나라마다 편차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신탁의 본질과 어떤 련이 있는지에 하

여 앞서 본 비교법  연구를 토 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신탁법에

서 인정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비교법 연구가 주는 시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

정하는 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개념이 강하고 이를 보장하기 한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우선 수탁자 산 시에 수익자는 수탁자의 고유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하여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트 이싱과 팔로잉을 통

해 신탁재산의 물에 하여도 신탁재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보존

하고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한 소유권을 제로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 가 채권자의 지 에 

불과한 독일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개념이 약화되어 있고 신탁재산

의 추 의 범 가 축소되어 있다. 신탁재산을 오로지 탁자가 수탁자에게 이

된 재산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범 를 축소하고 있으며,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존하기 한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랑스의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인정되나 이를 철 히 철시키고 

있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물에 해서 미 신탁보다는 좁은 범 에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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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많다.568) 

이와 같이 미법계와 륙법계 국가가 신탁의 독립재산성의 구체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으

나, 근본 으로는 그것은 신탁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III. 신탁의 본질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의 내용

 

미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보통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형평

법 으로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소유권은 신임 계와 수

익자의 형평법상의 소유권에 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 결과 신탁재

산은 수탁자나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수익자가 이를 배타

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미의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당연한 

귀결이며, 이에 따라 미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요시하는 강조하는 해

석론이 개되는 것이다. 나아가 미 신탁에서 수익자의 권리는 세 인 권리

로 볼 수 있는바(‘제2장 제2  Ⅱ. 4. 라.’ 참조), 제3자에게까지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추 의 범 가 확 되어 신탁재산의 범 의 확장을 가

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랑스와 같이 신탁의 본질을 채권설의 입장에서 보면 신탁재

산의 독립성은 매우 외 인 것이다.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는 아무런 물권

 제한이 없는 단일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재산

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에 한 例外이다. 신탁

568)앞서 본 바와 같이 랑스의 fiducie는 미식의 복귀신탁,의제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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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독립성은 외 인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요시하는 해석론을 

개하기 어려우며,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해석 하는 데 주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독일에는 직 성의 원칙, 

지의 원칙을 용하여 신탁재산을 매우 한정 으로 보고 있다. 랑스의 

경우에는 우리 신탁법 제27조와 같이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는 규정

을 두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의 본질은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의 내용에 구

체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V. 우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해석

1.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리 신탁법은 미 신탁법이 수익자에게 형평법상의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  지 를 부여한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하 으므로, 수익권

은 물권 그 자체는 아니지만 물권  보호를 받는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

야 한다. 그리고 신탁재산에 한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

에 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이러

한 수익권의 성질을 그 로̇̇  ̇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탁자의 소유권

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도 물권화

된 수익권을 존 해야 하는바,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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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하면,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우리 신탁법상 ‘물권화된 수익권의 

발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외 인 것이 아니라 원칙(原則)이다.  

나아가 신탁재산의 범 에 하여 보면, 우리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

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하여 정하고 있고, 나아가 

미 신탁의 추 권을 변용한 수익자취소권(법 제75조)을 인정하고 있는바, 신탁

재산의 범 가 미 신탁보다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도 독일, 랑스보다

는 확 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하

려는 은 우리 신탁법이 미 신탁과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원칙으로서 

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가 된다. 

 

2.특별재산 개념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은 미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의 분할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근거를 특별재산(Sondervermögen)이라는 개념으

로 설명하는바, 우리 신탁법에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특별재산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다.569) 즉 우리 법에 나타난 특별재산으로는 조합재산(민

법 제704조), 상속의 승인, 포기 의 상속재산(민법 제1022조),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상속재산(민법 제1028조, 1039조), 산 차가 개시되어 구성된 산재단 

등이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은  재산 모두 그 자체로 독립된 책임재산을 구

성한다는 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탁재산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

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취 되어야 하므로, 신탁재산도 특별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69)이연갑(주 210),1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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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이 물권과 채권을 별하고 소유권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륙법체

계를 따르고 있다는 을 감안한 것으로, 민법의 다른 규정(민법 제704조, 민법 

제1022조, 제1028조 등)을 통해 신탁의 독립재산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특별재산에 하여 폭넓게 물상

를 인정하고 있는 계로, 신탁재산에 하여도 물상 를 인정하기 하여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이 주장되었는바, 우리 신탁법에서는 물상 에 상응하

는 신탁법 제27조가 있어서 독일과 같이 특별재산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반감되

는 , ②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미 신탁법의 역사  산물인바, 특별재산으로 

인정되는 제도(조합,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상속재산, 산재단 등)와 그 법률

계가 이질 인 , ③ 우리 법상 ‘특별재산성’은 아직까지는 명료하다고 보기 

어려운 생경한 개념인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한 설명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

은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을 그 로 표 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으로 보

아야 할 것임에도, 독일과 같이 특별재산성을 인정하게 되면 신탁재산의 독립성

은 원칙에 한 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등에 비추어 우리 신탁법에서 

특별재산 개념을 차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第四節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I. 문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핵심은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570) 신탁재산

570)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해서는 신탁재산으로서 외 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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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탁자 명의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혼화되기 쉽고 수탁자

의 고유채권자에 의하여 책임재산으로 오인될 수 있다. 특히 수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기 쉽다.

신탁법은 이러한 상황을 비하여 신탁재산을 온 히 보 하고자 수탁자로부

터 독립성에 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규정의 의미

를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한다. 특히 수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 신

탁이 갖는 기능인 ‘도산 연기능’이 구체 으로 어떻게 실 되는지, 신탁재산 

범 를 어떻게 획정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II.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 지

1.수탁자의 고유채권자의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 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을 한 경매, 보 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고만 한다) 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타인을 한 재산 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

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한다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법에서는 강제집행 외에 신탁재산에 한 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에 한 명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 면이 있었으나 개정 신탁법은 보 처분

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 다. 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

방법을 갖추었음을 제로 한다.우리 법이 신탁의 공시와 련하여 항요건을 취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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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등을 할 수 없는지에 하여는 ‘제5  탁자로부터의 독립성’ 부분에서 

논한다. 

2. 외 으로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서는 외 으로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된다(법 22조 제1항 단

서).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가지는 부청구권도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권이다.571) 이하에서는 수익채권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하

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신탁채권’이라 하고, 이에 하여 논하기로 한

다(다만, ‘신탁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탁자의 채권자와 신탁재산과

의 계이므로 ‘제5  탁자로부터의 독립성’ 부분에서 논한다).  

  

가. 제3자의 신탁채권

1) 제3자의 신탁채권의 일반 인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에 하여

는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바,572) 그 는 아래와 같다.

가장 형 인 것으로 신탁재산을 수리한 경우의 그 비용에 한 채권573), 신

탁목 의 수행을 하여 수탁자가 법하게 차용한 경우 상 방의 채권을 들 

571)四宮和夫(주 282),184면.

572)이 경우에 제3자는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제119조)을 설정하

여야 한다.

573)新井 誠(주 12),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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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신탁재산 자체로부터 유래한 권리, 를 들면 신탁재산에 한 조

세·공과 채권, 신탁사무의 처리한 매각한 신탁재산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

임, 신탁재산과 타인의 재산의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이 수탁자에게 귀속한 

경우 상 방의 구상권(민법 제261조)도 신탁채권에 해당한다.574)

법원은 수탁자575)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반하여 입 이 지연되어 지체상

이 발생한 경우에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576) 신탁

재산을 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577), 수탁자가 수분

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 으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제3자가 가지는 매매

반환채권578) 등을 신탁채권으로 보았다. 

2) 수탁자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신탁채권인지 여부

신탁채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던  불법

행 를 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신탁사

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인지에 있다. 

이에 하여는 아래와 같이 견해의 립이 있다. 

574)四宮和夫(주 282),184면.

575)  사안에서 수탁자는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다.

576) 법원ﾠ2004.10.15.ﾠ선고ﾠ2004다31883,31890ﾠ 결 (공 2004,1829); 법원 2004.10.15.선고 

2004다31906 결 (미간행).

577) 법원 2005.5.27.선고 2005다5454 결 (미간행).정확한 사실 계는 아래와 같다.「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함)가 신탁재산인 아 트 부지 에 아

트를 신축하고자 A회사와 사이에 선  130억 원의 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 계약을 체결

하 고,원고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함)가 A회사가 한국부동산신

탁에 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  지 채무,선  잔액 반환채무를 각 보증하기 하여 이

행(선 )보증보험증권을 발 한 사안이다.이후 A회사가 공사를 단하여 한국부동산신탁은 서

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 지 을 구하 는데,정당한 액수보다 많은 액을 지 받았다.」 이에 서

울보증보험이 한국부동산신탁에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 는데,  채권이 신탁채권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578) 법원ﾠ2014.10.21.자ﾠ2014마1238ﾠ결정ﾠ(공 2014하,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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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說  첫 번째 견해는 앞서 본 실질  법주체성설에서 제기된 것인데, 신

탁은 신탁재산과 수탁자 사이의 신뢰에 기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수탁자가 

법행 를 한 경우에는 와 같은 신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이 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579)  否定說  두 번째 견해는 수익자 보호를 

해서 신탁채권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수탁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580)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 제3자의 불법행  채권은 신탁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81)

이에 반하여 肯定說은 법인의 경우에 그 표자나 종업원의 불법행 가 법인

의 사업과 련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인 자신이 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책

임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집행에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자 개인과 함께 신탁재산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견해이다.582) 미국 UTC583)와 일본 신탁법584)도 肯定說의 입장이다. 

579)四宮和夫(주 282),66-67면.

580)신탁법 제46조 제3항의 내용이다.

581)이연갑(d),“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앙법학 제11집 제4호(2009),291면 이하.

582)能見善久(주 444),231면;최동식(주 5),297면.

583)UTC§1010(c)“수탁자가 수탁자의 자격으로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에 기 한 타방 당사자의 채권,

신탁재산의 소유나 리로 인하여 발생한 타방 당사자의 채권 는 신탁재산의 운 과정에서 발

행한 불법행 에 기한 타방 당사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련하여,채권자는,수탁자가 그것에 하

여 개인 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 없이,수탁자의 지 에 있는 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A claim basedonacontractenteredintobyatrusteeinthetrustee’sfiduciary

capacity,onanobligationarisingfrom ownershiporcontroloftrustproperty,oronatort

committedinthecourseofadministeringatrust,maybeassertedinajudicialproceeding

againstthetrusteeinthetrustee’sfiduciarycapacity,whetherornotthetrusteeispersonally

liablefortheclaim).”

584)일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8호는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법행 에 의해 발생된 

권리도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입법을 하게 된 근거에 하여 

‘거래  불법행 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지만,불법행

로 구성하면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는다는 것과 수탁자가 불법행 를 할 

험을 신탁재산이 부담할 것인가,피해자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에서는 신탁재산이 그 험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 제시되었다고 한다(補足說明,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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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07. 6. 1. 선고 2005다5843 결 (미간행)에서 불법행 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585)도 신탁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사안은 수탁자가 코 트신

탁주식회사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상에 아

트를 신축한 다음 이를 일반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탁자에게 다시 환원하여

야 하는 사안이었다(자익신탁에 해당됨). 이 경우에 수탁자가 허  내지 과장의 

분양 고로 수분양자들에게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 수분양자들의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신탁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이를 정하 다.  

 ‘신탁사  처리상 생한 채 ’  가지고 는 채 는 수탁  채

는 달리 신탁재산에 하여 강 집행  할 수 는 , 여  말하는 ‘신탁사

 처리상 생한 채 ’에는 신탁재산  리 또는 처  등 신탁업  수행

하는 수탁  통상  사업 동상  행  하여 3 에게 해가 생한 

경우 피해  3 가 가지는 행 에 한 해 상채 도 포함 는 것

  상당하다. 냐하 , 탁  또는 수탁  고 재산  신탁재산

 독립  보 하 는 것  신탁  고 한 목  감안한다 하 라도, 

늘날 수탁  사 가 통  역  단순한 재산 리  수준  어  

한  동  수 하 에  만큼 그에 상 하여 피해 에 한 보

안  필  하  어 고, 다  한편  리 나 고용  그 신

  한 내에  행동한 경우 본 나 사용 에게 책  귀 시킬 수 

듯  그 신   한 내에  행동하는 수탁 는 비  신탁  개 에

게 책  귀 시킬 수는 없다고 하 라도 신탁재산에 하여는 책  귀 시

킬 수 다고 보는 것  공평에 합한다고 할 것  다. 그리고 러한 

에  피해  3  하여  신탁재산에 한 강 집행  할 수 도  

허용하는 것 므 , 신탁업  수행하는 수탁  통상  사업 동상  행

 하여 3 에게 해가 생한 경우  상, 신탁재산에 하는 공  

585)  사안에서는 수탁자가 코 트신탁주식회사로,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

인 토지상에 아 트를 신축한 다음 이를 일반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탁자에게 다시 환원하여

야 하는 사안이었다(자익신탁에 해당됨).이 경우에 수탁자가 허  내지 과장의 분양 고로 수분

양자들에게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수분양자들의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신탁채권

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와 같이 설시하며 이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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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하 에  생 는 행 에 한 해 상채 나 신탁사  처리  

매각한 신탁재산  숨  하 에 한 담보책 과 같  신탁재산 체에  연

하는 리  비하여 원심  지 하는  같   ‘신탁재산에 하지 

않  행  한 해 상채 ’ 중에  그 행  증가  신탁재산  

가치  채  실 사 에 어 한 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탁사  처리상 생한 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하여 

강 집행  허용 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줄-필 )

검토하건 ,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하여 취 하여야 하는 가

장 큰 이유는 신탁의 목  달성을 한 것이다. 신탁의 목  달성과 무 한 것

이라면 신탁재산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그런데 신탁의 목  달성을 한 수

탁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 에 하여 신탁재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면 그것이 수탁자의 불법행 로 인한 채권이라도 신탁재산은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에서 肯定說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탁자가 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

로, 피해자 보호를 해 肯定說이 타당하다. 否定說  수탁자 자신의 귀책사유

가 있는 불법행  채권은 신탁채권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수탁자 자

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신탁채

권으로 인정하고 불법행 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신탁채권으로 인정하지 않

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肯定說에 따를 때 신탁재산으로 인한 책임의 범 가 무한정 확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으로 인한 책임의 범 가 지나치게 확 되면 

수익자 보호에 미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책임(민

법 제756조 참조)에서 용되는 외형이론586)을 수탁자의 불법행 에 하여 

용함에 있어 다소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주의할 은 공작물책임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이므로 수탁자가 부담하는 불

586)외형이론에 하여는 김형석,사용자책임의 연구,박 사(2013),123면 이하;김재형(b),“사용자책

임에서의 업무집행 련성”,민법론 Ⅱ,박 사(2010),29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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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제2항 참조)은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된다

는 이다. 이는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는 신탁재산 자체̇̇̇̇ ̇ 로̇부터 유래한 권리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신탁재산으로 부담하는 채무와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채무와의 계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지 않는 한, 신탁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587) 이 경우에 신탁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이하 ‘신탁재산부

담부채무’라고 한다)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고유

재산부담부채무’라고 한다)와의 계가 문제가 된다.

이에 하여는 고유재산부담부채무는 신탁재산부담부채무와 ‘부담부분이 없

는 연 채무’와 유사한 채무를 진다고 해석되고 있다.588) 신탁채권의 경우 신

탁재산만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 이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

의자이고 실 으로 제3자에 하여 법률행  등을 한 행 자이므로 수탁자가 

그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뿐이라는 해석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이다.589) 와 같은 해석론은 수탁자가 신탁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고유재산으로 

변제를 한 이후에 신탁재산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탁법의 규정(법 

제46조 제2항)과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590)

587)신탁법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수탁자가 고의 는 과실로 법행 를 한 경우에 유한책임신탁임

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입법 의도는 수탁

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 개인 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847-848면),불법행  신에 ‘법행 ’라는 용어를 선

택함으로써 의미에 혼란이 있다.  신탁법 제118조 제2호에 따르면,수탁자가 고의 는 과실로 

불법행 를 지른 경우에 유한책임신탁이 설정되더라도 신탁재산도 책임재산이 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도 책임재산이 된다.

588)四宮和夫(주 282),73면;新井 誠(주 12),321면.

589)四宮和夫(주 282),73면.

590)다만,법 제46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수탁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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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탁자는 연 채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채권자는 신탁재

산에 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고서도 고유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탁채권자는 존액주의591)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428조에 따라 ‘수탁자

가 산한 경우에’ 산선고 시에 가지는 채권 액에 하여 산재단에 

하여 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592) 수탁자가 산한 경우에 신탁

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독립된 재산이므로(법 제24조) 존액주의 논

의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수탁자에 한 산 차에서 수탁자에 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 신탁채권자가 여 히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한 계에서

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593) 따라서 신탁채권자는 종  권리 그 로 수탁자 명의

의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594)

수탁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前受託者)가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채

무는 신수탁자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법 제53조 제2항). 그러나 신탁재산을 책

임재산으로 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부담부채무는 신수탁자에게 승계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경우에 그 차는 신수탁

수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그 경우에 채무의 최종 인 부담은 수탁자가 지는 것이다.

591)채권자가 산 차개시 이후에 동일한 부에 하여 각자 그 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더라도 산 차개시 당시에 가진 채권 액을 가지고 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존액주의’라고 하는데,이에 하여는 양형우,“다수당사자의 채권

계와 산 차상 존액주의”,민사법학 44호(2009.3)참조.

592)同旨 법원ﾠ2004.10.15.ﾠ선고ﾠ2004다31883,31890ﾠ 결 (공 2004,1829).

593)寺本振透 編集代表,解說 新信託法,弘文 (2007),53면.

594)일본 신탁법 제25조 제3항은 산법에 따라 수탁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과의 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원 결

정은 2014.10.21.자ﾠ2014마1238ﾠ결정ﾠ(공 2014하,2303)인데,“수탁자가 산한 경우에 신탁재산

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산하 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하여

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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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하여 속행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3항). 신탁채권자는 신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신수탁자 소유의 고유재산에 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수탁자의 신탁채권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실 없이 채

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법 제46

조 제1항, 제3항), 신탁행 에 정함이 있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수탁자가 와 같이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나,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이므로 수탁

자가 자신 명의의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정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임의매각하여  채

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제2항).

그러나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는 더는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논의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임을 주장하여 신탁법 제22조 본

문에 따라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95)

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반의 효과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을 반하여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탁자, 수익자 

595)同旨 법원ﾠ2005.12.22.ﾠ선고ﾠ2003다55059ﾠ 결ﾠ(공 20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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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2항). 이 경우 민사

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의 규정이 용된다.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 물에 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 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에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수익자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물권화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신탁법 제23조 제5항과 달리 탁자에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일단 신탁이 형성된 이후에는 신

탁을 탁자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악하여 탁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수익자

가 신탁의 법률 계에서 주도 인 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에

서 탁자에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에 있어서 문제

가 있다.

신탁법 제4조는 신탁을 공시하여야만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 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공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재산에 하여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 수익자 등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자의 강제집행은 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596)

III. 신탁재산의 도산 연성

1.의의

596)同旨 오 (b)(주 475),869-8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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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수탁자 앞으로 명의가 이 되지만 수탁자의 고유채권에 한 책

임재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탁자에 하여 도산 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

재산은 산재단, 회생 차의 리인이 리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고

유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법 제24조). 이처럼 신탁재산은 수탁

자의 도산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에 하여 이해 계를 맺은 

수익자의 권리나 신탁채권자의 권리가 안정 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바, 이것이 

신탁의 표 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산 연’기능이다.597) 

2.신탁재산의 리주체 변경

가. 수탁자가 산한 경우

  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법 제11조), 수탁자에 한 

산선고 결정으로 산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311조).598)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혼융을 방지하기 하여 산 재인에게 신탁에 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3항 제2호). 

한편, 수탁자에 한 산선고로 인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신

수탁자가 선임되기까지 수탁자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 신탁법은  문제를 해결

597)유동화 문회사가 자산 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리를 탁한 경우에 자산 리자가 산하더라

도 유동화자산은 자산 리자의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바(자동유동화에 한 법률 제12조),이 

규정 역시 도산 연기능을 가져온다.이에 한 설명으로는 임채웅(d),“도산격리의 연구”,신탁

법연구,박 사(2009),295면.

598)일본의 경우에는 산자가 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를 들면 신탁재산)의 리처분권한

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산한 것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징벌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어,수탁자 부 격자에서 산자를 제외하 다(寺本振透 編集代表(주 

59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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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신탁재산 리인 선임제도를 신설하 다.599) 수탁자가 산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는 일시 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고 신탁재산을 보 하는 신탁재산 리인을 반

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법원은 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 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와 같이 선임된 필수  신탁재산 리인의 업무 범 는 ‘신탁재산을 보

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 ’로 한정된다(법 제18조 제1항). 따라서 신탁

재산에 요한 변동을 래하는 것은, 설령 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범 에 포함될 수 없는바, 부동산개발신탁에서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등기 차를 이행해 주는 것은 업무 범

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600)  

필수  신탁재산 리인이 소송수행권이 있는지 문제가 되나, 원칙 으로 소송

수행권은 리처분권한이므로 부정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01) 따라서 

수탁자의 소송을 필수  신탁재산 리인이 수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법 제17조의 신탁재산 리인은 수탁자가 당사자 던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5항 참조). 다만, 외 으로 소멸시효 단 등 오

로지 신탁재산의 보존을 한 경우라면 필수  신탁재산 리인에게 소송수행권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602)

나. 수탁자에 한 회생 차의 경우

599)구 신탁법에서는 신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신탁재산의 리를 산 재인에게 맡겨두었으나(구 

신탁법 제11조 제2항), 산 재인은 기본 으로 수탁자나 수탁자의 산채권자를 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에서 수익자 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600)同旨 임채웅(c),“수탁자가 산한 경우의 신탁법률 계 연구”,신탁법연구,박 사(2009),334면.

601) 법원ﾠ2008.9.11.ﾠ선고ﾠ2006다19788ﾠ 결(미간행)은 구 신탁법에 한 사안이기는 하나,소송수

행권은 ‘신탁재산을 보 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 ’로 볼 수 없다고 하 다.

602)同旨 임채웅(c)(주 600),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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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회생 차가 개시된 경우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는지 문제가 

된다. 신탁법 개정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회생 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수탁자

로서 선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에 하여 의문이 발생하 음을 의미하며, 

회생 차에 있는 자̇̇̇̇̇ ̇̇ 로̇서 회생채권자의 이해 계를 증진시켜야 하는 지 와 수̇

탁자̇̇로서 수익자 등 신탁의 이해 계인을 해 행동하여야 하는 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자에 한 회생 차개시결정 는 개

인회생 차개시결정을 임무 종료사유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603) 그러나 

회생 차는 산과 달리 경제활동의 계속을 제하고 있으며, 유상수탁자의 경

우 수탁자로서 임무를 종료시키면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산할 우려가 있는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탁자의 임무 종료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604)

이처럼 신탁행 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수탁자에게 회생 차가 개시되더라

도 수탁자로서의 임무는 계속된다. 다만, 회생 차에서 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리  처분에 한 권한은 리인에게 속

하게 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605) 채무자가 수탁자로서 하는 신탁재

산에 한 업무 수행도 리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비록 

신탁재산은 회생 차의 리인이 리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지

만, 리인의 권한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한 업무’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채무자가 수탁자로서 하는 업무 수행도 

리인에게 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06)

603)신탁법 개정안 해설,법무부(2010.2),109면.

604) 장신탁법연구회(주 400),104면;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120면.

605)개인회생 차의 경우에는 회생 차와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는 에 주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이에 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진석,“통합도산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 – 개인 산과 개인회생을 심으

로”,인권과정의 355호(2006)참조.

606)同旨 허 서,“도산 차개시와 신탁법률 계 – 신탁당사자의 도산을 심으로”,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2014.12),64면;임채웅(c)(주 600),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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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로서는 리인이 신탁재산의 리자로서 수익자̇̇ 의̇ 이익을 우선시하

여야 할 의무와 회생채권자̇̇̇̇ 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충돌할 여지가 있

다. 를 들면 신탁재산을 제 로 분별 리하지 않음으로써 신탁재산이 채무자

의 고유재산과 혼화되도록 하여 회생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업무 수행을 할 가

능성이 있다.

와 같이 상반되는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리인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탁자의 지 를 사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사임을 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법 제14조 제2

항), 와 같은 이해 계 충돌은 사임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607) 다만, 리인이 수탁자의 지 를 사임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직무수

행권이라는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권리

포기에 한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

항 제7호).608)

리인이 한 업무 수행을 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탁에 하여 

일반  감독의무를 가지고 있는 법원의 극 인 감독권의 행사일 것이다.

   

3.환취권

채무자에 하여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만이 

산재단이나 회생 차의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산 재인이

나 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이 散逸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유하거나 외형상 채

607)일본에서도 리인이 와 같이 상반되는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탁

자의 지 를 사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信託と倒產実務硏究 編,信託と倒產,商事法務(2008),

186면 이하).

608)同旨 森 倫洋,“倒産手續から見た新信託法の問題-受託の再建型倒産を中心に-”,事業再生と債權管理

122号(2008.10),金融財政事情硏究 ,120-121면;허 서(주 606),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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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유· 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산 재

인이나 리인이 사실상 지배 내지 유하는 재산 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이 있을 수 있는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제3자가 산 재인 등의  

유 내지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환취권이

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497조).609)  

환취권의 기 가 되는 가장 형 인 권리는 소유권이나, 리인이나 산

재인이 당해 재산에 한 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원이 되는 

법률 계를 소멸시켜야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610) 를 들면, 환취의 목

물에 하여 용익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유의 권원인 

용익물권을 소멸시킨 후에 비로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 환취권을 둘러싼 법률 계

가 어떻게 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탁자에 한 산 차의 경우

신탁법 제24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재단의 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하나 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특히 수익자에게 환취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수익자에게 환

취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 고,611) 이를 부정하면서 수탁자만이 환취권을 행

609)斎藤秀夫‧·麻上正信 編,注解 破産法(改訂 第二版),靑林書院(1994),465면;윤남근,“일반환취권과 

리인· 산 재인의 제3자  지 ”,인권과정의 386호(2008.10),92면.

610)윤남근(주 609),93면 이하 참조.

611)한민·박종 ,“신탁과 도산법 문제”,BFL제17호(2006.5),서울 학교 융법센터,38면;오

(b)(주 475),869면;이연갑(b)(주 11),914면.일본의 경우에 伊藤眞,破産法,第4版 補訂版,有斐閣

(2006),308면;四宮和夫(주 282),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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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612) 신수탁자 는 귀속권리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된

다고 보는 견해613) 등 의견 립이 있었다. 

2013년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문제는 입법 으로 해결되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는 신탁재산

리인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

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하 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신탁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신수탁자 는 신탁재산 리인614)이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익자나 잔여재산수익자 등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문에는 없지만, 수

탁자가 여럿인 경우 산선고를 받지 않은 다른 수탁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615) 물론 환취권 행사의 상 방은 산 재인이다. 

 입법에서 아쉬운 은 신탁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에 하여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탁재산에 하여 가장 직 인 이해

계를 가지고 물권화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배제한 것은 논리 으로나 

정책 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신탁재산 리인은 그 지  자체가 일시 인 재산

리자에 불과하여 환취권 행사에 소극 일 가능성이 많고, 신수탁자가 선임되

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동안 신탁재산이 산재단에 혼융됨으

로써 신탁재산이 散逸되거나 신탁재산에 멸실·훼손 기타 가치 하락 요인이 발

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신속한 보호를 하여 직  이해 계인인 

수익자에게 환취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단

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화된 채권이므로 환취권을 인정할 수 있는 권원에 해

612)임채웅(c)(주 600),327면.

613)이 기(주 163),182-183면.

614)앞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가 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필수 으로 신탁재산 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제2호).

615)同旨 이연갑(주 210),2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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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따라서 환취권을 인정하여도 법리 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익자에

게 환취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수익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리인이나 신수탁자 앞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취권을 통해 수익자가 종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수탁자에 한 회생 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에 한 회생 차가 개시되더라도 수탁자의 임무는 

원칙 으로 종료하지 않고, 수탁자의 리인이 수탁자의 신탁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리인이 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과 분리되

지 않고 그 의 일부로 취 되어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

이 발생하 다면, 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회생 차의 경

우에는 산 차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논

의의 실익이 있다.616)

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의 리인은 신탁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환취권 행사의 상 방이 되는 것이지 환취권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탁자의 

경우 수탁자에게 권리가 이 된 이상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  청구권만을 가지

므로 환취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수익자는 와 같은 경우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수익자로서는 신탁재

산에 하여 물권화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신탁재산의 보호에 직 으로 이해

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극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617) 환취권 행사시 상 방은 회생 차의 리인이다. 

616)참고로 개인회생 차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를 용하는 

것처럼 보이나,수탁자에 한 개인회생 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수탁자의 변경이 필수 으로 

정된 것이 아니라는 에서 개인회생 차에서  제407조의2가 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617)앞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에 한 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 수익자에 하여 환취권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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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구 앞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등기 

는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 계인은 법원

에 신탁재산 리인의 선임을 구할 수 있는바(법 제17조 제1항), 수익자로서는 이

에 따른 신청을 하여 신탁재산 리인이 선임되도록 한 후, 회생 차의 리인을 

피고로 하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 리인 앞으로 등기 는 등록할 것을 구하면 

된다.618) 즉 신탁재산 리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익자가 극 으로 환취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행 에서 회생 차개시를 신탁의 종료사유로 규정한 경우나 이로 인하여 

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제2항을 유추 용하여 수익

자 는 귀속권리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 상

당하다.619)

다. 신탁재산이 인 경우 환취권 행사의 문제

신탁재산이 인 경우에 환취권 행사에 있어 다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통 으로 이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물건으로서 개

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 은 그 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보

는 것이 통설인바,620) 이를 신탁의 법률 계에 용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견해가 다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18)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익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등기 는 등록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즉 수탁자 지 를 가지는 신탁재산 리인 앞으로 등기 는 등록하는 것이다.

619)同旨 허 서(주 606),79-80면.

620)곽윤직·김재형(주 367),162면;송덕수(주 368),198면;김상용,물권법,제2 ,화산미디어(2013),

220-221면. 에 있어서 유와 소유를 일치시키는 통설에 하여 비 인 견해로는 서을오,

“ 의 선의취득:민법 제250조 단서의 학설사”,법학논집 제19권 제2호(2014.12),이화여자 학

교 법학연구소;정병호,“‘ 은 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 비  – 이론의 원조에 한 비

을 심으로”,법조 제712호(2016.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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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어 환취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론 구성을 하게 되면 신탁재산이  이외의 물건인 경우에는 환취권 

행사를 통해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반면, 신탁재산이 인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자가 산채권 는 회생채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우선변제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특히 신탁재산인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인 과 혼화된 경우에 환취권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된다. 와 같은 의 혼화의 문제는 계좌에서의 

채권의 혼화와 본질 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621)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채권의 혼화의 문제에도 용되는 논의이다. 

1) 환취권을 부정하는 견해

환취권 행사를 해서는 해당 재산의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의 신탁에 있

어서 그 특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견

해이다.622) 

2) 환취권을 인정하는 견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리하여야 하고, 신탁의 이익을 

621)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지 이 확실한 채권

을 취득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과 고유재산인 을 합쳐서 리한 행 는 수탁자가 자신의 고에 을 혼화하여 리한 

경우와 본질 으로 같다고 할 것이다.다만,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채권의 혼화의 문제는 ‘채

권’의 혼화이므로 신탁법 제37조 제3항이 용되지 않아 계산에 의한 분별 리로는 부족하고 독

립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에서 분별 리의무가 좀 더 엄격하게 용된다는 견해로는 이

기(c),“분별 리의무 반으로 인한 신탁 의 혼화,혼화 의 처분, 처분에 한 수익자

취소권의 행사  수탁자 산 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홍익법학 9권 2호(2008.6),202면 참조.

622)三ケ月章 等 著,条解 社更生法(上),弘文 (2001),5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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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의 내 계에서 신탁 의 유는 소유의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신탁 에 해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623) 이 

체로서 특정되어 있고 신탁재산에 속하여야 하는 의 내역이 장부상 명확

히 되어 있으면 외형상 고유재산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독

립성을 부정할 실질 인 이유가 없으므로 에 하여 환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624)가 있다. 

 

3) 검토

신탁재산인 에 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사법원리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가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고, 해당 의 특정이 어려

운 경우에는 소유권에 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고, 수탁자에게 의 소유권

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상 

에 한 가치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제4장 제2  Ⅳ. 2. 

나.’ 참조), 이 혼화된 경우에 가치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신탁 에 한 

환취권을 인정할 수 없다.625) 

이와 달리 해당 에 한 특정이 가능한 경우, 를 들면 신탁 이 

623)이 기(c)(주 621),197면,216면.

624)金融法委員 ,“信託法に關する中間論点整理”,ジュリスト 1217号(2002.2.15),有斐閣,151면;道垣

內弘人·大村敦志·瀧澤昌彦 共編,信託取引と民法法理,有斐閣(2003),165-166면.

625)만약 에 한 환취권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는 환취권이 인정되

는 경우의 상 방인 산 재인이나 회생 차의 리인이 법 제4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법 제4조 제2항은 등기 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하여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는바, 의 혼

화의 문제는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일본의 통설· 례는 산

재인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鈴木秀昭,“信託の倒産隔離機能”,信託法硏究 第28号

(2003),信託法學 ,101면;최고재 소 2002.1.17.(민집 56-1,20.  결에 한 평석은 岩藤美

智子,“信託契約の成立と受託 破産時の信託財産の帰趨--一 判平成14.1.17を手がかりとして”,金

融法務事情 No.1659(2002.11)).본 논문에서는 에 한 환취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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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투에 있어 다른 과 혼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 에 한 환취

권을 인정할 수 있다.626)

입법론으로는 수탁자에 한 도산 차 시 신탁 에 해당하는 액에 한 

수익자 등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재산이 이 아닌 특정이 가능한 물건인 경우에는 환취권을 행

사할 수 있어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인정함에 반하여 신탁재

산이 이라는 이유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수탁자로 하여  신탁 에 한 분별 리의무를 게을리 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신탁 의 경우에도 철시킴

으로써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입법이 요구된다.627)

4. 방 미이행 무계약의 해제의 문제

가. 무계약에 하여 채무자와 그 상 방이 모두 회생 차개시 당시에 

는 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인 는 

산 재인은 그 계약을 해제 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

방의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335조). 만약 리

626) 이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가 되는 경우나 이 투 속에 들어 있는 경우로 특정이 가능

한 경우에는 물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환취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편집 표 곽윤

직，민법주해(Ⅴ),물권(2),박 사(1999),436면(이인재 집필)). 계좌의 경우에 처음부터 신탁

만 치되어 있고 수탁자 고유 이 치된 이 없는 경우에는, 이 투 속에 들어 있어

서 물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유사하게 보아, 채권에 하여 환취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27)同旨 한민·박종 (주 611),40면.참고로 자산유동화에 한 법률은 자산 리자는 리를 탁받은 

을 자산 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리할 의무가 있고(동법 제11조 제1항),자산 리자가 

산하는 경우 유동화 문회사는 그 자산 리자 는 산 재인에 하여 탁한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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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는 산 재인이 상 방의 채무이행을 택한 경우에 상 방이 가지는 채

권은 회생 차의 공익채권, 산 차의 재단채권이 되고(동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473조 제8호), 만약 리인이나 산 재인이 해제 는 해지를 택한 

경우에 상 방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은 회생 차의 공익채권, 산 차의 

재단채권이 된다(동법 제121조 제2항, 제337조 제2항).

이 규정은 방 미이행의 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에 하여 회생

차가 개시되거나 그 일방이 산한 경우에 리인 는 산 재인에게 선택

권을 인정함으로써 첫째, 산재단의 이익 내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지키

고628), 둘째, 산 재인이 한 선택에 응한 상 방을 보호함으로써 계약당사

자의 형평을 기하기 하여 마련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629)   

나. 수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 수탁자의 산 재인이나 

리인이  방 미이행 무계약에 한 규정에 근거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련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은 

산재단이나 회생 차의 리인이 리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고유재산

을 구성하지 않으므로(법 제24조), 산 재인이나 회생 차의 리인은 신탁

재산에 하여 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탁계약은 신탁재산에 

한 계약으로 산 재인이나 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이 아

니다. 따라서 산 재인이나 회생 차의 리인은 신탁계약에 하여 해제권

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630) 

628) 리인 등은 불리한 계약은 해제를 통해 그 이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유리한 계약은 

계속 유지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박재완,“도산법 분야의 

최신 례와 실무례”,인권과정의 383호(2008.7),26면).

629) 방 미이행 무계약의 취지에 한 상세한 논의는 伊藤眞,民事再生法·破産法,第3版,有斐閣

(2014),350-356면 참조.

630)同旨 信託と倒產実務硏究 編(주 607),53-54면;補足說明 27면;김춘수,“도산 차에서의 신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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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제3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

하 는데, 수탁자와 제3자가 모두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탁자에 하여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 수탁자의 산 재인이나 리인이 

 방 미이행 무계약에 한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 문제가 된다. 

  우선 산 차의 경우 수탁자의 산 재인은 고유재산의 리처분권만을 

가지고 신탁재산에 하여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회생 차와 련하여서 살펴본다. 수탁자에 한 회생 차가 개시되

는 경우에는 리인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리인의 지 와 함께 신탁재산

의 리자의 지 도 겸하게 된다.631) 그러나  신탁재산에 한 계약에 한 

해제권의 행사는 신탁재산에 하여 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제로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원칙상 회생 차의 리인

이 신탁재산에 하여 리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리인은  

신탁재산에 하여 제3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632)  

라.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에서는 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

결되어 신탁이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방 미이행 무계약의 해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633)

동산의 취 ”,도산 계소송(편집 표 고 한·강 호),한국사법행정학회(2009),155면;한민·박종

(주 611),44면;허 서(주 606),72면.

631)회생 차에서 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리  처분에 한 권한

이 리인에게 속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632)同旨 허 서(주 606),74면.

633)同旨 深山雅也,“事業資金の調達方法の多様化と倒産法――信託スキームに対する倒産法理の適用”,

ジュリスト 1349号(2008.２.1),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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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탁재산과 상계 지

1.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채권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고(수탁자 지̇̇̇ ̇ 에̇

서의 채권),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수탁자인바(수탁자 개̇̇̇ ̇

인̇의 채무), 외 상 서로 립되는 채권·채무로 볼 수 있어 상계가 가능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타인을 한 재산

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의 재산으로 취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

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의 상계를 법은 원칙 으로 지하고 있다(법 제25조 

제1항 본문). 

상계를 지해야 하는 구체 인 논거에서는 견해의 립이 있다. 신탁재산을 

실제로 어느 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주체로 보는 실질  법주체성설에 

따르면 와 같은 경우 서로 립되는 채권·채무로 볼 수 없어 상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으므로 당연히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634) 이에 따르면 외

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이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채권설 등)에 따르면 서로 립되는 채

권·채무로 볼 수 있어 상계의 요건을 외 상 갖추었으나, 이를 인정하면 수탁

자의 충실의무 반이 되므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635) 이에 따르

면 수탁자의 충실의무 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를 들면 상계를 인정하는 

634)四宮和夫(주 282),158면 이하.

635)能見善久(주 444),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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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수익자의 이익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검토하건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에게 물권화된 채권을 인정하다고 하여 

수탁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수탁자에

게 귀속된다는 제에서 논의를 하여야 하므로 실질  법주체성설에 따른 논거

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수탁자에게 상계를 지하는 이유는, 상계를 허용하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리

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636) 이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법 제33조, 제36조), 신탁재산의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제3자

에 해서도 상계를 지하는 이유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신탁재산의 감소를 

가져와 수익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637) 

결국 와 같이 상계를 지하는 근본 인 이유는 신탁재산을 보존하여 신탁

재산에 직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보호하기 함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638) 

2.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 간의 상계 지

가. 지되는 유형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원칙 으로 상계

하지 못한다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과 그 논거에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636) 표 인 인 A신탁(수탁자 을)이 제3자 갑에 하여 가지는 채권과 제3자 갑이 수탁자 을에 

하여 가지는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는 경우에  논리가 용된다.

637)오 (b)(주 475),895면.

638)同旨 법원 2007.9.20.선고 2005다48596 결 (공 2007하,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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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리·처분에 의해 발생

한 채권, 신탁재산의 멸실·훼손에 의해 발생한 채권,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수

용된 경우의 보상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639) 그리고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에는 수탁자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수탁자가 리하는 다른 신탁

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640)  

따라서 ① A 신탁(수탁자:을)이 제3자 갑에 하여 가지는 채권과 제3자 갑이 

수탁자 을에 하여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허용하면 

수탁자의 이익취득 지원칙(법 제36조)에 배되므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② A 신탁(수탁자:을)이 제3자 갑에 하여 가지는 채권과 제3자 갑이 B 

신탁(수탁자:을)에 하여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허용

하면 수탁자의 공평의무(법 제35조)641)에 배되어 수탁자의 충실의무 반이 

되는 것이므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642)

나. 외  허용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와 같은 상계 지의 제한을 받

는다는 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보존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기 

함이다.

그런데 신탁에 속하는 채권·채무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3자로서는 

실제로 그 채권·채무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 개인에게 속

639)김진우(b),“신탁재산의 특수성”,법조 제553호(2002.10),213면.

640)최수정(d),“신탁법상의 상계 – 일본 신탁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앙법학 제9집 

제4호(2007.12),120면;김진우(b)(주 639),213면;최동식(주 5),119면.

641)‘공평의무’란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

야 할 의무를 말한다.

642) 법원 2003.1.10.선고 2002다12741 결 (미간행)에서도  ② 유형에 해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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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상계에 한 기 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를 

들면, 수탁자 갑이 신탁재산인 을 A은행에 치를 한 상황에서 A은행은 그 

채권이 수탁자 갑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오인하 고, 그 게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은행이 수탁자 갑 개인

에게 출을 해  경우에 A은행으로서는 수탁자가 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

는 경우에 자신의 출 채권과 수탁자 갑 고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는 에 하여 정당한 기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과

연 A은행의 외 에 한 신뢰를 보호해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에 하여는 제3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여 상계를 외 으로 허용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643) 그 결과 개정 신탁법은 제3자가 양 채권·채

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을 알지 못하 고(앞의 에서 A은행

이 채권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을 알지 못하 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

이 없는 경우에는 외 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 다(법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미국의 Res 2nd §323의 취지와 기본 으로 일치한다.644)

에서 논한 경우 이외에 상계 지가 외 으로 허용되는 로는 수탁자·

수익자 간의 상계계약에서 허용한 경우, 수익자가 상계를 허용한 경우, 신탁행

643)최동식(주 5),123면;최수정(d)(주 640),141면.

644)미국의 Res2nd§323은 ‘제3자가 수동채권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 상계를 허용하

면서(제1항),제3자가 자동채권을 무상으로 취득하 고 그 취득시기가 수동채권 성립 이후인 경우

에는 선의라도 상계할 수 없다(제2항,유상취득자가 아닌 제3자를 보호범 에서 제외한 것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원문은 다음과 같다.

“§323Set-offofClaim ofThirdPersonagainstTrustee

(1)ExceptasstatedinSubsection(2),ifaclaim againstathirdpersoninheldintrust,the

thirdpersoncansetoffaclaim heldbyhim againstthetrusteepersonally,providedthat

theclaimscouldbesetoffagainsteachotherifheldfreeoftrustandthatwheneachof

theclaimsarosehehadnonoticethattheclaim againsthim washeldintrust.

(2)Iftheclaim ofthethirdpersonagainstthetrusteeiscreatedgratuitouslyandsubsequent

tothecreationoftheclaim ofthetrusteeagainsthim,hecannotsetoffhisclaim against

thetrusteealthoughhehadnonoticethattheclaim againsthim washeldin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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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645)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를 지한 이유

가 수익자 보호에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한 것이다. 그

리고 개정 신탁법은 이익상반행 의 지와 련하여 외 으로 허용되는 경

우를 범 하게 규정하고 있어서(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익상

반행 지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는바,646) 이에 비추어 상계 지를 규정한 

법 제25조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계약 등에서 허용한 경

우에는 상계 지가 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과 상계 지

가. 유한책임신탁(법 제114조)이나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특약(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는 신탁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바, 상계에 있어서

도 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의 경우에,  

제3자는 신탁재산에 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탁자 개인의 제3자에 

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제2

항 본문). 만약 와 같은 상계를 허용하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수탁자 개인의 

제3자에 한 채권)으로 신탁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 유한책임신탁이나 책

임한정특약을 한 신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다만, 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제3자가 신탁재산에 한 채권을 수탁자 개인

에 한 채권으로 오인하 고, 그 오인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외 을 

645)이 을 논의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能見善久(주 444),52-54면;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

(2012),211-212면.

646)同旨 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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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한 제3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상계는 외 으로 허

용된다(법 제25조 제2항 단서). 마찬가지로 제3자가 수탁자 개인에 한 채무

를 신탁재산에 한 채무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

25조 제2항 단서가 용되어 제3자의 상계가 허용된다.    

나. 이와 달리 만약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와 같은 신탁이더라도 수탁자의 충실의무 반은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 으로 상계는 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 제25조 제2항이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

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

는 상계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논의를 한 것이다).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탁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상계 지의 용을 받는지 여부이다.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

탁에 있어서 수탁자 개인이 제3자에 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제3자의 

신탁재산에 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탁자가 와 같이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탁

자 자신이 사실상 유한책임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신탁

재산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647)  

 

4.상계허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647)同旨 최수정(d)(주 640),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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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 간의 

상계의 문제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이 아닌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와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를 들어 수탁자 갑이 개인의 지 에서 제3자에게 원을 여함으로써 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수탁자 갑이 수탁자의 지 에서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

수하여 제3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매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3자 

는 수탁자가 한 상계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문제가 된다.

검토하건 , 와 같은 경우를 신탁법이 지하고 있지 않은 ,648) 와 같은 

상계로 수탁자의 개인 채권이 소멸하는 것인바 신탁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

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로서는 신탁채권에 하여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  

어느 것으로 변제를 받아도 상 없는  등에 비추어 제3자나 수탁자가 한 상

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이 타당하다.649) 따라서 앞서 든 로 설명하면, 

수탁자 갑은 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제3자의 매매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고, 역으로 제3자는 매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수탁자 갑의 

여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하여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한 것

이므로 신탁재산에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법 제46조 제3항), 이

에 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법 제48조).

648)신탁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같은 경우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에 해서

만 상계를 지하고 있다(법 제25조 제2항 본문).

649)同旨 최동식(주 5),120-121면.뒤에서 살펴볼 법원 2007.9.20.선고 2005다48956 결 (공 2007

하,1622)에 비추어 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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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상계 

수탁자가 수익자에 하여 가지는 고유채권으로 수익자의 수익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를 들어 수탁자가 은행인 경우에 수탁자 은행이 수익

자에 하여 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익자

의 수탁자 은행에 하여 가지는 수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하여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650) 법원은 구 신탁법

이 용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정하 다.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

료시 수탁자에 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은, 우선 신탁법 

제20조가 지하는 상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감소가 래되거나 래될 험이  없는 , 수익자는 상계로 소멸하는 원본

반환채권 등과 등액의 범  내에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경제  이익을 향수하게 되는 

, 신탁법 제42조 자체가 수탁자에게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일단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비용을 신탁의 이익이 귀속하는 신탁재산 는 수익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 수탁자가 수익자와의 거래로 생긴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할 것을 기 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법

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비합리 인 기 라고 볼 수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탁

자의 와 같은 상계는 수익자의 반 채권과의 상계를 통한 채권회수를 둘러싸고 신탁재산

에 속하는 채권과 수탁자 고유의 채권이 경합하는 계에 있어 이익상반행 에 해당한다거

나 일반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유효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필자)651)

 문제는 신탁법 개정과정에서 입법 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부의무는 유한책임이므로(법 제38조), 앞서 본 

650)그 논의에 하여는 오 (a)(주 316),36면 이하 참조.

651) 법원 2007.9.20.선고 2005다48956 결 (공 2007하,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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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한 신탁과 상계 지’ 부분에서 다룬 

논의가 그 로 용된다. 따라서 수탁자의 상계(수탁자 자신의 고유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익채권과의 상계)는 신탁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652)

그러나 사안을 달리하여 수익자가 수탁자에 하여 가지는 수익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하여 가지는 고유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유한책

임의 취지를 몰각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53)

V. 신탁재산의 범 – 추 권의 문제

1.의의와 법 성질

앞서 미 신탁의 추 권  형평법상의 트 이싱에 하여 설명하 다(‘제2

장 제2  Ⅱ. 4. 나.’, ‘제5장 제2  Ⅰ. 5.’ 참조). 형평법상의 트 이싱 법리

는 신탁재산의 물에 해서도 수익자가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

다는 것으로 최  신탁재산(the original asset)에 한 물  권리에 근거하여 이

를 표상하는 물에 해서도 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連繫

(descent of title)를 구 하는 과정이다. 형평법상의 트 이싱은 수익자가 우선

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수익자 보호에 크게 공

헌하 다. 

우리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

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

탁재산의 물, 변형물에 하여도 신탁재산에 해당함을 밝힘으로써 신탁재산

652)  2005다48956 결의 취지를 반 하여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53)同旨 장신탁법연구회(주 400),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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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하여 구법에서는 이를 민법의 물상 의 법

리에 기 하여 설명하려고 하 고,654) 실제 구 신탁법에서 조문의 표제도 “물

상 성”이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범 를 정한 법 제27조는 민법상의 물상 (민법 제342

조, 제355조, 제370조)655)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담보물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의 취득을 목 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표하는 다른 물건

이 존재하면 그 물건 에 담보물권이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담보물권의 본질

에 부합한다. 이처럼 민법상의 물상 는 와 같은 담보물권의 성질에 근거한 

것이다.656) 그러나 법 제27조는 이와 다르다. 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익권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수익권의 상이 되는 신탁재산은 수탁자

의 고유재산과는 별개로 취 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생된 체물에 

하여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익권이 미친다는 을 명확

히 한 것이다(수익권이 ‘물권화된 채권’이라는 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형평법상의 트 이싱이 최  신탁재산(the original asset)에 한 형평법  소

유권에 근거하여 그 물 내지 변형물에 하여 추 을 하는 과정인바, 법 제

27조도 최  신탁재산에 한 물권화된 권리(수익권)에 근거하여 그 물 내

지 변형물에 하여 추 하는 것이다. 그 다면, 법 제27조는 미 신탁의 형평

법상의 트 이싱 법리를 변형하여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상의 물상 와 법 제27조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 제27조는 신탁의 법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임의무 등 신탁의 

654)가령 김진우(b)(주 639),212-213면.

655)상속법에도 물상 의 규정이 있으나(민법 제1083조,제1084조),상속법에 따른 특수한 규정이므

로 물상 에 한 일반 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물상 ’로 논의 범 를 한정한

다.

656)곽윤직·김재형(주 367),372면;이은 ,물권법,개정신 ,박 사(2002),565-566면;편집 표 곽윤

직,민법주해(Ⅶ),물권(4),박 사(1999),235면(남효순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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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리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를 들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

여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이익취득 지원칙, 법 제36조), 신

탁재산으로 인한 이득 부가 그 액수의 과다 여부를 논할 필요 없이 법 제27

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민법상의 물상 와 법 제27조

의 차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657) 

우선 민법상의 물상 는 물의 취득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즉 ‘담보물

의 멸실, 훼손 기타 공용징수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기타 물건’

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27조는 물의 취득방법에 하여 제

한이 없다. 둘째, 민법상의 물상 는 물에 한 환가처분을 제로 하고 

있으나, 법 제27조에서는 물은 신탁재산을 구성하고 그 상태로 신탁으로서 

지속되는 것이 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탁에서는 물의 압류가 요구되지 않

는다.658)  

2.신탁재산의 범 – 추 권이 미치는 범

가. 신탁재산의 범 를 논하는 실익

신탁재산의 범 (법 제27조)를 논함에 있어 이를 논하는 실익을 미 신탁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 신탁에서 형평법상의 트 이싱을 논하는 가장 요한 실익은 다음과 같

657)能見善久(주 444),61-62면 참조.

658)신탁법 개정 이후에도 법 제27조를 ‘물상 의 법리’에 기하여 설명을 시도하려는 견해가 있다

(오 걸(b),“사법상 물상 법리에 한 통일  요건정립을 한 시안”,민사법학 제56호(2011.

12),71면 이하 참조).그러나 법 제27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물상 와 그 연 과 성

질이 다른 ,신탁의 법리는 독특한 미법의 소산이라는  등에서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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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신탁재산이 인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과 혼용된 경우에도 트 이

싱을 인정하여 수탁자 등  보유자 산 시에 수익자로 하여  해당 이

나 에 한 우선권을 보장한다는 이다.659) 그리고  하나의 실익은 탁

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직 으로 이 받은 수탁자 이외에도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수탁자 지 를 부여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추 의 범

를 넓혔다는 에 있다(이를 미 신탁에서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이라고 

한다는 은 ‘제2장 제2  Ⅱ. 4. 나. 2)’에서 언 하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에서는 에 한 가치반환청구는 인

정되지 않으므로  혼화시 는  혼화시 수익자에게 해당 이나 

에 하여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의제신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범 는 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직 으로 이 받은 수탁자 는 

그 지 를 양수한 신수탁자, 신탁재산 리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범

를 논하는 실익이 미 신탁에 비하여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지만, ① 수탁자가 취득한 물이 특정 가능한 물건인 경우에는 수탁자

가 산한 경우에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 ② 수탁자가 산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신탁 과 고유 이 혼화된 상황에서 신탁 의 범 를 정확하게 

획정할 필요가 있고,660) 이를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수익자를 보

호할 수 있는 , ③ 수익자취소권(법 제75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탁재

산의 손실을 보할 수 있는 (법률행  상 방이나 득자에 해서 수익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수탁자가 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신탁재

산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신탁재산의 손실의 보를 꾀할 수 있다) 등 여 히 신

탁재산의 범 를 논하는 실익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59)이 부분은 ‘제2장 제2  Ⅱ.4.나.’에서 이미 논하 다.

660) 를 들면 수탁자 변경 시에 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하여야 하는데(법 제53조 

제1항),그 경우에 신탁 의 범 가 정확하게 획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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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 인 신탁재산의 범    

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이용하여 개인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서도 수익자는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그 의무를 반하여 재산을 취득하 을 것이 

요건은 아니다.661) 이 은 앞서 본 형평법상의 트 이싱과 마찬가지다. 

법 제27조를 세부 으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신탁재산의 리,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에는 신탁재

산의 처분으로 얻은 가, 신탁 으로 취득한 물건, 신탁재산인 주택을 임 하

여 얻은 차임채권, 신탁 을 여하여 얻은 채권이나 담보물권, 신탁재산에서 

생긴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등이 해당된다.662) 한  재산에는 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 신탁재산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 신탁재산을 수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채무도 이에 해당된다.663) 

2)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운용, 개발’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에는 신탁

재산의 운용, 개발로 얻은 이익,664)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 신탁재산의 개발을 하여 차용한 채무가 이에 해당된다.665)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탁자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

는 경우에 그 건물은 신탁재산인 자 을 조달하여 신축되었다고 볼 경우가 많은

661)同旨 이연갑(주 210),163면.

662)四宮和夫(주 282),177면 참조.

663)新井 誠(주 12),371면;이연갑(주 210),162면 참조.

664)만약 수탁자가  이익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득반환청구권(법 제43조 제3항)을 

행사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65)김진우(b)(주 639),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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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건물도 신탁재산의 운용, 개발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666)

3)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멸실, 훼손’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에는 신

탁재산이 멸실·훼손된 때의 보험 청구권, 신탁재산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를 실제로 행사하여 수령한 , 신탁재산인 토지

가 수용되어 받은 수용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667) 

4) 끝으로 ‘그 밖의 사유’로 신탁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충실

의무 는 분별 리의무 등을 반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수탁자가 손해배상으로 지 한 ,668) 신탁재산 자체에서 발생한 이익

( 를 들면 행정처분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의 명의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

리, 신탁재산인 토지를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지역권)이나 신탁재산 자체에

서 발생한 채무( 를 들면, 공작물책임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로서 수탁자가 부담

하는 불법행  채무,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시에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가 이

에 해당된다.669)

5) 만약 법 제27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666)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

을 한 차용 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 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 에 신탁계약

이 해지된 경우,완공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신축 인 건물도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 는바(법원 2007.9.7.선고 2005

다9685 결 (공 2007,1548), -필자),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667)四宮和夫(주 282),177면 참조.

668)법 제43조 제1항 단서,제2항 참조.

669)四宮和夫(주 282),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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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에 법 제27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에도 법 제

27조가 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를 들면 신탁재산인 주택이 소실되어 

수탁자가 보험 을 수령하 는데, 그 보험 을 주식에 투자하여 이득을 얻은 경

우에 그 이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검토하건 ,  에서 보험 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

고, 편입된 신탁재산도 신탁재산인 이상 법 제27조가 당연히 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에서 든 주식 투자로 인한 이득도 신탁재산에 해당된다. 

  

3. 혼화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범 획정

미 신탁에서 형평법상의 트 이싱의 법리는  혼화, 즉 신탁재산에 속하

는 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이 섞인 경우에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Re 

Hallett’s Estate 법리, 최 간잔고 원칙, 혼화된 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

의 법리 등이 발 하 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 우리 신탁법에서도 과연 같은 논의를 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

고자 한다.

가. 련 규정

민법 제258조는 과 같은 고형(固形) 종류물이 한데 섞여서 원래의 물건을 

식별할 수 없는 ‘혼화’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28조는 신탁

과 수탁자의 고유  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이 혼화된 경우 각

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8조를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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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르면 신탁 과 수탁자의 고유 이 혼화된 경우 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공유물로 볼 수 있다(민법 제258조, 제257조 제2

문 참조).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분별 리의무를 반한 수탁자가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670)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에 하여도 공

유를 용인하므로 수탁자의 이익취득 지원칙(법 제36조)에 배된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신탁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

속 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의 혼화의 경우에 민법 제258조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 신탁법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과 고

유재산에 속한 재산을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유지분이 신탁

재산과 고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공유지분의 분할은 식별할 

수 없게 된 당시의 각 재산 가격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

과 수탁자의 고유 이 혼화된 경우 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공유물로 보는 그릇된 논리를 용한 결과이다. 일본 신탁법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 법 제29조 제1항은 타당한 입법이다.) 

나.  혼화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범  획정 방법

신탁재산의 범 에 한 법 제27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에 한 법 제29조

670)신탁 과 수탁자의 고유 의 혼화가 이루어진 후 수탁자가 수시로 을 인출하여 신탁

의 잔고가 불명확한 경우에,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공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미 신탁은 와 같은 경우에 분별 리의무 반

에 한 제재로 수탁자가 인출한 은 수탁자 고유 으로 추정하고 있다(ReHallett’sEstate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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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하여 보면 신탁 과 수탁자의 고유 이 혼화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탁재산의 범 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수탁자가 신탁 을 수탁자 개인의  계좌에 입 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 을 수탁자 개인의  계좌에 입 한 것만

으로는 수탁자가 분별 리의무를 반하 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

탁재산이 인 경우에는 물리  분리를 요하지 않고 장부상에 계산만 

명확히 하면 분별 리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법 제37조 제3항).671) 

이와 같이 장부상 계산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추정 

규정이 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 을 수탁자 개인의  계좌에 입 하여 수탁자 

고유 과 혼화시킨 후 계산상의 분별을 그르친 경우에는 법 제29조가 용

된다. 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재산 1,000만 원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1,000만 

원이 치되어 있는 계좌에 입 한 다음, 수탁자가 1,000만 원을 인출하 는

데, 수탁자가 그 1,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 는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의 잔고 1,000만 원에 하여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귀속 계를 구분

할 수 없으므로  1,000만 원은 법 제29조에 의해서 신탁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본 Re Hallett’s Estate 법리와 유사하다. Re Hallett’s Estate 법리

는 수탁자가 신탁 과 고유 을 혼화한 후 수탁자가 개인  목 으로 

을 소비한 경우에 수탁자 고유 부터 소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이

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신탁재산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결국 법 제29조나 Re Hallett’s Estate 법리나 수탁자의 분별 리의무 반에 

한 제재로 수익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하는 것인바, 법 제29조는 Re 

671)이와 달리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에 하여도 물리  분별 리가 

필요하다(자산유동화에 한 법률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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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ett’s Estate 법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에서 든 

사안에 Re Hallett’s Estate 법리를 용하면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나) 만약 수탁자가 신탁재산 1,000만 원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1,000만 원이 치되어 있는 계좌에 입 한 다음, 수탁자가 장부상 계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500만 원을 인출하 고, 수탁자가 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 는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 의 귀속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법 제29조의 취지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최 한 유리한 방식으로 귀속 계를 정

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좌의 

잔고 1,500만 원  1,000만 원을 신탁재산으로 추정하고, 500만 원을 고

유재산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며,  추정은 Re Hallett’s Estate 법리를 

용한 것과 동소이하다.672)

다) 사안을 달리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 1,000만 원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1,000만 원이 치되어 있는 계좌에 입 한 다음, 수탁자가 500

만 원을 인출하여 수탁자 개인을 해 주식을 매수하 고, 그 후 수탁자

가 계좌에 입 된 원 부를 소비한 상황에서 수익자가  주식이 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In re Oatway 사건에서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식을 신탁재산이라고 보았고, 미국의 the Restatement of Restitution §211

도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같은 법리를 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

672)만약,법 제29조를 용하지 않고 민법 제258조를 용하면,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공유로 보므로,잔고 1,500만 원  2분의 1에 해당하는 750만 원만 신탁재산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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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처럼 계좌에 신탁된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탁

자는 고유 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주식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673)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부 소비한 행

에 해서는 별도로 수탁자에 한 손해배상청구(법 제43조)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

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신탁재산 1,000만 원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1,000만 

원이 치되어 있는 계좌에 입 한 다음, 수탁자가 장부상 계산을 명확히 하

지 않고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탁자 개인을 해 주식을 매수하 고, 그 

후 수탁자가 계좌에 입 된 원 부를 소비한 상황에서 수익자가  주식

이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674) 앞의 경우와 달리 수탁

자가 1,500만 원을 인출하 을 때 신탁된 원 이하의 잔고가 남아 있어서 수

탁자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신탁 이 틀림없이 사용된 경우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 주식 매수와 련하여 신탁 과 고유 이 차

지하는 비율에 따라  주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나,675) 그 비율이 불분

명하다는 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검토하건 , 법 제29조의 취지에 따라서 단을 하여야 한다. 신탁재산과 고

유재산 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최 한 유리한 방식으로 

귀속 계를 정해야 하므로, 신탁  부가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보

673)  논의는 수탁자가 장부상의 계산을 제 로 하지 않은 경우임을 제로 한다.장부상의 계산을 

제 로 하 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와 같은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674)만약  사안에서 수탁자가 1,500만 원을 가지고 ‘신탁사무의 처리를 하여’주식을 매수하 다

면,  주식 부가 신탁재산이 되고,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권(법 제46조 제1항)으로 주식 매수를 

해 지출된 수탁자 고유 의 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675)앞서 본 미국의 비율 귀속 원칙(theproratadistributionrule)의 논리와 기본 으로 같으며,우리 

민법 제257조 제2문을 유추 용하면 물건의 매수에 수인의 원이 사용된 경우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물건의 매수에 사용된 원 비율에 따라 해당 물건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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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탁재산의  주식에 한 공유지분을 3분의 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최 간잔고 원칙의 용 여부

우리 신탁법에서도 최 간잔고 원칙을 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다. 용수탁자가 계좌에 고유  500만 원을 입 한 후, 신탁  1,000만 

원을 입 하고, 수탁자가 장부상 계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개인  목 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탁자가 고유  500만 원을 입 한 경우에 수익자가 

여 히  잔고 1,000만 원 부가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하여 미 신탁에서는 ‘최 간잔고(the lowest intermediate 

balance)’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이 (일부) 인출되어  잔고가 최 에 달한 

후 입 이 이루어졌고, 그 입 이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수탁자)에 의해 이루

어진 경우에, 다른 사람(수탁자)이 신탁재산을 보충할 의도로 입 하 다는 특별

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가 입 된 원에 하여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사안에서  잔고  500만 원만 신탁재

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신탁법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법 제29조에 

의해서 수탁자의 사후 입 이 신탁재산을 보충할 의도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추

정하는 것은 법 제29조의 용범 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신탁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최 간잔고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혼화된 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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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oskett v. McKeown 결을 심으로 미 신탁법에서 신탁 과 고유

이 혼화된 을 이용하여 수탁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의 귀속

을 어떻게 처리하 는지 검토하 다. 

우리 신탁법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를 

들어 신탁재산 500만 원, 수탁자의 고유재산 500만 원으로 수탁자 개인을 해 

주식을 매수하 고, 그 주식을 매하여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린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에 해서는 신탁 과 고유 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주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익도 신탁 이 기여한 비율

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Foskett v. McKeown 

결의 법리는 우리 신탁법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 과 고유 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29

조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신탁재산 1,000만 원을 수탁자의 고

유재산 1,000만 원이 치되어 있는 계좌에 입 한 다음, 수탁자가 장부상 계산

을 명확히 하지 않고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탁자 개인을 해 주식을 매수하

고, 그 주식을 매하여 1,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린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 제29조의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최 한 유리한 방식으로 귀속 계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신탁  

부가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주식에 

한 공유지분은 3분의 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세차익에 해서도 3분의 2

인 1,000만 원이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신탁 과 제3자의 이 혼화된 경우

신탁 과 제3자의 이 혼화된 경우에는 법 제29조가 용될 여지가 없

다. 이 문제에 해서 미 신탁에서는 선입선출 원칙(First in, First out Rul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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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 할지, 비율귀속 원칙(the pro rata distribution rule)에 따라야 할지 견해

가 립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선입선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기에 입 한 사람의 원은 항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합리  근거 없이 기에 입 한 사람을 차별하

는 문제 이 있으므로, 비율귀속 원칙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탁 과 제3자의 

이 혼화된 경우에 체 합계에서 자신의 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잔

액이나 인출된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5) 서로 다른 신탁  간에 혼화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수탁자가 리하는 A 신탁의  2,000만 원, B 신탁의  1,000만 

원이 모두 수탁자 계좌에 치되었고, 그 뒤로 수탁자가 수시로 원을 인

출하 으나 계산상 분별을 게을리 하여  잔액 750만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하여 법 제29조 제2항은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

속 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이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 신탁에 475만 원, B 신탁에 

475만 원이 귀속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신탁재산의 혼화 시 가액비율 등

에 따라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A 신탁의 수익자 등)

가 입증하여야 한다. 

혼화된 신탁 의 가액이 균등한 경우는 거의 없고 그 가액에 있어서 차이

가 있는 경우가 부분인 상황을 감안하면,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하

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 계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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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은 혼화 당시의 각 재산 가격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VI. 기타 수탁자로부터 독립성을 한 규정

에서 논한 내용 이외에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 으로 취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우선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법 제23조).

따라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며 신수탁자가 선임되어야 하는바(법 제12조 제1항 제1

호, 제15조, 제21조), 신탁재산은 신수탁자에 승계된다.676) 그리고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677) 원래 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하여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주장하기 해서는 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법 제4조 제1항), 수탁자의 상

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수탁자의 상속

인에게 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78) 

다음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상에서 제외

된다(법 제23조).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한 소유권은 수익권과 신임의무에 의하

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귀결이다. 

끝으로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하여 민법상 첨부의 법리를 수정하

고 있다(법 제28조). 민법상 소유자가 동일한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한 경우에는 

첨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첨부 즉 부합, 혼화, 가공은 소유자가 

676) 외 으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수탁자 등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 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 를 하고,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4항).

677)同旨 이연갑(주 210),143면.

678)同旨 김성필(주 279),204면;최동식(주 5),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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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679) 따라서 신탁재산

에 속한 물건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한 물건이 결합한 경우, 는 동일 수탁

자가 리하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이 결합한 경우에 수탁자가 신

탁재산의 소유자라는 을 강조하면 민법상 첨부의 법리가 용될 여지가 없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면 신탁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잦게 

되고 분별 리하지 않은 수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타인을 한 재산 리제

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개로 보아야 하고, 다른 신탁재

산과도 별개로 보아야 하는바, 신탁법은 이를 철시키고자 신탁재산에 속한 물

건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한 물건이 결합한 경우, 는 동일 수탁자가 리

하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이 결합한 경우에도 첨부의 법리가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

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권리 사이에서 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

하는 권리 사이에서 혼동의 법리가 배제된다(법 제26조).

第五節 탁자로부터의 독립성

I. 문제

에서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에 하여 논하 다. 그러나 신탁재

산은 신탁을 설정한 탁자로부터 독립되어야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신탁

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의 이 이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탁자의 고유재산과 분

679)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Ⅴ),물권(2),박 사(1999),491면(권오곤 집필);곽윤직·김재형(주 367),

274-275면;이 (주 371),543면;김상용(주 620),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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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을 ‘신탁재산의 탁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재산의 탁자로부터의 독립성에 하여 탁자의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여부, 탁자에 한 도산 차 개시와 도산 연성의 

구체  내용, 탁자 사망 시 상속과 련하여 신탁 설정과 유류분의 문제 등을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신탁재산에 한 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1.원칙(부정설)

‘ 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견해의 

립이 있다.680) 채권설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이고, 례도 부

정설의 입장에 있다.681)

검토하건 , 비록 수탁자의 소유권이 많은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수탁자가 신

탁재산에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은 부인할 수 없다. 신탁설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탁자에서 수탁자로 이 된 것이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

나 압류 등을 하 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신탁재

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집행법의 원리(우리 집행법은 집행권

원상의 채무자와 강제집행의 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682))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680)그 견해의 립에 하여는 오 (b)(주 475),859면.

681)이 기(주 163),157면;최동식(주 5),98면; 법원 1987.5.12.선고 86다545,86다카2876 결 (공 

1987,958).

682)이와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수인의 소(책임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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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탁자의 일반채권자는 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용되어 수탁자에게 

이 된 신탁재산에 하여 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외

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항력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 되더라도 직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사법의 원리가 그 로 용된 것이며, 신탁재산에 하

여 외 으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보면, 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이 이 되기 

에 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가 표 이

다.683) 그 외에 탁자의 채권자가 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에 수탁자가 임 인

의 지 를 승계하므로 탁자의 채권자(임차인)는 수탁자에게 임차보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수탁자가 미지  시 임차보증 회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684) 

3.자익신탁의 경우의 특수성

탁자가 신탁이익의 부를 리는 자익신탁에서는 탁자가 언제든지 신탁

683) 법원의 다음과 같은 설시,즉 신탁재산과 련하여 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

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라̇면,그 조세채권이 ‘신탁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설시는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법원 

2012.4.12.선고 2011두24491 결 (미간행)).

684) 법원ﾠ2002.4.12.ﾠ선고ﾠ2000다70460ﾠ 결 (공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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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신탁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지

를 겸하는 탁자에게 귀속한다(법 제99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본문). 탁

자의 채권자는 탁자의 신탁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685) 이를 통해 

탁자의 채권자는 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복귀시킨 후, 이에 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탁자의 채권자가 와 같은 방법

으로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4.철회가능신탁의 경우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이 설정된 경우 미국 례나 UTC에서 탁자의 

채권자가 직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은 앞에

서 살펴보았다.

우리 신탁법 하에서도 철회가능신탁의 설정이 가능한 바,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우리 신탁법에서 탁자가 신탁의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만으

로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이 이 되었다는 을 부인하기 어렵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와 강제집행의 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집행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법상 철회가능신탁에 하여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신탁법 하에서는 앞서 본 자익신탁의 경우의 특수성에서 

본 바에 따라, 철회가능신탁이 자익신탁인 경우에는(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탁자의 채권자는 탁자가 가지는 해지권을 행사 하여 신탁재산을 탁자 

앞으로 복귀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686)  

685) 탁자의 신탁해지권이 채권자 권의 상이 된다는 례로는 법원ﾠ2003.8.19.ﾠ선고ﾠ2001다

47467ﾠ 결ﾠ(공 2003,186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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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

개정 신탁법이 미 신탁의 특징인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도입하 음은 앞

에서 이미 설명하 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 

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므로 과연 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

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원래 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하여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하기 해서

는 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법 제4조 제1항), 만약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하 으나, 신탁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탁자의 채권자는 탁자 명의

의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687) 

그러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하면서 이미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충실하게 탁자 명

의의 신탁재산은 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로 취 하여야 한다. 결국 신탁선언

에 의한 신탁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여 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탁자가 집행면탈 는 탈세의 부정한 목 을 해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탁자의 채권자 등 이해 계인이 법원에 신탁의 종료

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3조 제3항), 이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은 탁자에게 귀속하므로(법 제101조 제3항), 그 범  내에서는 탁자로부터의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688)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에 

686)유언 용신탁에 하여 탁자가 해지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이유로 탁자의 채권자가 직  신탁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정소민,“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 유언

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심으로”,신탁법의 쟁  제2권(정순섭·노  편 ),서울 학교 

융법센터(2015),151-152면)가 있으나, 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집행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687)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이 등기가 되는 방식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688)이와 달리 일본은 ‘탁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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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와 같이 특별규정을 둔 이유는 일반신탁에 비하여 신탁감독의 가능성

이 상 으로 약화되어 있고, 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여 신탁을 남용할 가능

성이 상 으로 크기 때문이다.689)

6.수동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이̇̇̇ ̇̇̇ ̇̇̇̇̇ ̇ 이̇ 있으나 수탁자가 극  의무를 부담하

지 않고 탁자의 지시에 좇아 신탁재산을 리·처분하는 신탁’인 수동신탁

에 해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탁자가 수동신탁을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주장

하며 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지하면서도, 탁자가 신탁재산을 실

질 으로 지배하는 등 탈법행 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제3장 제3  Ⅲ. 2. 

라.’ 참조). 수동신탁의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탁 사업 수행의 효

율성이나 문성의 제고 등의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매우 제한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 탁자의 채권자는 탁자의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여 탁자 앞으로 

원상회복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사해신탁의 경우

신탁 에 탁자에 하여 채권을 갖는 채권자는 직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남용하는 경우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일본 

신탁법 제23조 제2항 참조).

689)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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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바, 이는 곧 탁자의 채

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민법상의 채권자취소

권과 마찬가지로 신탁법은 사해신탁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채권

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

탁자나 수익자에게 취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법 제8조 제1항 

본문). 채권자취소권과 신탁법상의 사해신탁취소권은 기본 으로 동질의 권리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한 법리는 신탁법 제8조의 일반법에 해당하므로 보충

으로 용된다고 할 것이다.690) 수탁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는 사해신탁

취소권 인정 여부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수탁자는 본질 으로 타인

을 하여 재산 리를 하는 자이므로 신탁의 취소 여부에 직 으로 이해 계

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691)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은 신탁재산 는 그 물692)을 

탁자에게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할 때에 ‘가액반환’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탁자의 채권자는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하여 일탈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

한 후 그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III. 탁자의 도산과 도산 연성

1.도산 연의 구체 내용

690)同旨 四宮和夫(주 282),148면;안성포(b),“사해신탁의 취소와 수익자보호 – 일본 신신탁법을 

심으로”,증권법연구 제9권 제2호(2008.12),159면.

691)同旨 四宮和夫(주 282),148면.

692) 물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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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법은 수탁자에 하여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와는 달리 탁자

에 하여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은 탁자의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

로 탁자에 하여 도산 차가 개시되더라도 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회생

차의 리인이 리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이나 개인회생재

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신탁재산은 탁자의 도

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산 연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 탁자가 회생 차 개시신청을 하면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3

조에 따라 탁자인 채무자의 재산에 하여 보 처분을 하는데, 이미 수탁자 

앞으로 이 된 신탁부동산에 하여는 보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

라서 보 처분 이후 수탁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하 다

고 하더라도 보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다.693) 한, 탁자가 회생 차 개시신청을 하면 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차의 지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44조 제1항),  지명령만

으로 회생 차의 목 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

권 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지를 명할 수 있는데(동법 제45

조 제1항), 이미 수탁자 앞으로 이 된 신탁부동산에 하여는  지명령이

나 포  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신탁부동산에 한 경매 차를 진

행할 수 있다. 를 들어 탁자가 자신의 채무담보를 하여 수탁자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근 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경우에, 탁자에 한 회생 차

693)同旨 남동희,“부동산신탁의 탁자에 한 회생 차의 실무상 쟁 ”,사법 제15호(2011.3),사법

발 재단,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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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시되어 회생법원의 지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지명령이 있더라도,  

근 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차를 진행할 수 있다.694) 

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제5장 제5  Ⅲ. 2.’ 참조), 채권담보를 하

여 신탁계약을 이용할 경우에 채무자에 한 회생채권은 탁자에게 개시된 

회생 차에 따라야 하지만, 채권자의 신탁부동산에 한 권리는 회생 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695)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하여 가지는 권리가 실질

으로는 담보권에 해당하나 신탁부동산이 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도

산 연기능이 발휘되며, 그 결과 담보권에 한 도산 차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탁자에 하여 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

무자인 탁자에 하여 산 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인 수익자는 그에 

계없이 담보로서 받은 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696) 

한편, 자익신탁에 있어서 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익신탁의 경우에 

도산 연성은 매우 제한 이라고 볼 수 있다.

2.담보신탁과 도산 연성

가. 문제의 제기

694) 법원ﾠ2003.5.30.ﾠ선고ﾠ2003다18685ﾠ 결ﾠ(공 2003,1452)참조.

695) 법원ﾠ2001.7.13.ﾠ선고ﾠ2001다9267ﾠ 결ﾠ(공 2001,1854)참조.

696)김춘수(주 630),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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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은 탁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하여 담보목 물을 수탁자에게 이

하고 타익신탁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697) 담보

신탁은 담보권신탁과 구별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에서는 담보권( 를 들어 채

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하여 수탁자를 당권자로 하여 당권을 설정하는 것)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가 

채권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해 다.698) 그러나 담보신탁에서는 담보목 물, 

즉 신탁재산에 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 하는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지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지 않는다. 담보신탁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수탁자가 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을 취한다. 

담보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된 경우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 되었다는 형식을 시하여 도산 연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을 시하여 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도산 연성을 부인할지 

문제가 된다. 특히 회생 차에서 담보신탁의 채권자(수익자)의 권리를 회생담보

권으로 인정하면, 채권자(수익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여

야 한다는 에서 그 논의의 실익이 크다.699)  

나. 비교법  고찰

697)한민,“신탁제도 개 과 자산유동화”,신탁법의 쟁  제2권(정순섭·노  편 ),서울 학교 융

법센터(2015),242면;고일 (주 389),81-82면.담보신탁을 이와 달리 채무자(탁자 겸 수익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수탁자로부터 발 받은 수익

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목 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신탁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최동식(주 

5),48면),뒤에서 보겠으나 와 같은 신탁은 도산 연성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담보신탁의 정

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98)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7면.개정 신탁법에서는 담보권신탁을 도입하 다(법 제2

조).

699)회생계획이 회생담보권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김재형(a), “도산 차에서 담보권자의 지 ”,

민법론 Ⅲ,박 사(2007),241면 참조.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에 한 담보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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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경우 담보신탁과 유사한 제도로 Deed of Trusts가 있다. Deed 

of Trusts는 탁자(채무자)의 신탁재산에 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채무 담보 

목 으로 이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탁자(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

유권을 탁자(채무자)에게 반환하고 탁자(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 하여야 한다.700) 탁자(채무자)에 한 산 차가 

개시된 경우 연방 산법상의 자동 지(the automatic stay)701)가 용되어 채권

자에 한 소유권이 이 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Deed of Trusts에 하여 

도산 연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702) 

2) 일본의 경우 신탁법 개정 에도 담보신탁과 진정한 신탁(수탁자에게 

실제로도 소유권이 완 히 이 된 신탁)을 구별해야 하고 담보신탁의 경우 당사

자가 소유권이 의 형식을 취하 지만 도산시에는 실질에 착안하여 실질에 맞게 

법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즉 도산 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

다.703) 신탁법 개정 후에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완 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만,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 체에 응하지 않고 담보목 인 경우(앞서 정의

한 담보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담보권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도산

연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704)

3) 랑스의 담보신탁은 우리의 담보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한 소

유권의 이 을 제로 하며, 담보신탁의 실행을 통해 채권자인 수탁자는 담보로 

700)StevenL.Schwarcz(주 71),p.570.

701)11U.S.C.§362(2002).미국의 자동 지제도는 채무자의 산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자동 으로 지시키는 보 처분(anautomaticinjunction)이다.미국의 자동 지제도에 하여는 

이제정,“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에 한 소고”, 스티스 통권122호(2001.2)참조.

702)StevenL.Schwarcz(주 71),p.570.

703)金融法委員 (주 624),160면 이하.

704)道垣内弘人,“擔保としての信託”,金融法務事情 1811号(2007.8),2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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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물권 는 권리에 하여 ‘자유로운 처분권(la libre disposition)’을 취

득한다( 랑스민법 제2372조의3 제1항, 제2488조의3 제1항). 수탁자(채권자)는 신

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담보신탁의 실행으로 수탁자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처분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705) 

그런데 랑스 상법은 탁자인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사용 는 향익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탁자(채무자)의 도산 차 개시 시 담보신탁을 

실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산 연성의 불인정, 랑스상법 제L622조

의23의1706) 참조). 학설은 랑스상법 제L622조의23의1의 반 해석상 탁자

인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담보신탁의 실행

은 탁자에 한 도산 차가 개시되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도산 연성의 인정).707) 

4) 유럽민사법의 공통기 안(DCFR)은 제10권에서 신탁에 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담보를 목 으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본 권은 제9권(동산의 물  

담보)의 규정들이 용됨을 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Ⅹ.-1:102). 담보신탁

에 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담보신탁에 해서 도산 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705)정태윤(주 259),989면.

706)원문은 아래와 같다.“Lorsquedesbiensoudroitsprésentsdansunpatrimoinefiduciairefont

l'objetd'uneconventionenexécutiondelaquelleledébiteurconstituantenconservel'usage

oulajouissance,aucunecessionouaucuntransfertdecesbiensoudroitsnepeutintervenir

auprofitdufiduciaireoud'untiersduseulfaitdel'ouverturedelaprocédure,del'arrêté

duplanouencored'undéfautdepaiementd'unecréancenéeantérieurementaujugement

d'ouverture.Cetteinterdictionestprévueàpeinedenullitédelacessionoudutransfert.”채

무자인 회사가 사용 는 향익하는 물건에 하여는 담보신탁의 실행을 막아 회사의 회생을 도모

하고자 함이다.

707)M.Bourassin/V.Brémond/M.-N.Jobard-Bachellier(주 266),p.691참조. 랑스에서 담보신탁은 

집단  차가 개시되면 그 실행이 정지되는 다른 통  담보물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262-

다. 법원 례의 태도 

법원은 구 신탁법하에서 담보목 으로 탁자가 담보목 물을 수탁자에게  

이 하고 타익신탁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수익권을 제공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시하며 담보신탁의 도산 연성을 면 으로 인정하 다.

“신탁 상  신탁  탁 가 특  재산  수탁 에게 하거나 타  

처  하고 수탁  하여  수   하여 또는 특  목  하

여 그 재산  리, 처 하게 하는 계  말하므 , 신탁 가 어 거래약

상  채 에 한 담보  하여   동산에 하여 수탁  담보

신탁용 동산 리·처 신탁계약  체결하고 채 에게 신탁원본 우 수  

여하고 , 수탁  앞  신탁  원  한 등  경료하 다 , 

탁  신탁에 하여 신탁 동산   수탁 에게 귀 었다고 할 것

고, 그 후 신탁 에 한 사 리 차가 개시  경우 채 가 가지는 신탁

동산에 한 수  사 리  240  2항708)에  말하는 ' 리 사 

 가 리채  또는 리담보  하여 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리계  여 에 향  미칠 수 없다고 할 것 므  채 가 리채  신고

간 내에 신고  하지 아니함  리계 에 변  상  규 지 않

았다 하 라도,  실 는 리는 채 가 신탁 에 하여 가지는 리

채  또는 리담보 에 한하고, 수탁 에 하여 가지는 신탁 동산에 한 수

에는 아 런 향  없다고 할 것 다.”( 원ﾠ2001. 7. 13.ﾠ 고ﾠ2001다

9267ﾠ 결,709) 줄 -필 )

 결의 핵심논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 히 이 된 이상 

신탁재산은 탁자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에 한 수익권

은 수탁자가 제공한 것이므로 탁자의 도산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수탁자가 탁자(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지 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710) 

708)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709)공 200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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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에서 탁자(채무자)가 채권 담보목 으

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정리담보권(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

권에 해당한다)이 되기 해서는 그 담보권이 정리 차개시(채무자회생법상 회

생 차개시에 해당한다) 당시 채무자 재산을 상으로 한 담보권이어야 하는데, 

제3자의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 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고 탁자(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권이 제3자에게 담보 목 으로 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익권은 회생 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시하면서 수익권은 정리담보권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711)  결에서는 사안이 담보신탁이 아니라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을 강조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제공한 것이라는  2001다9267 

결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 이를 찬성하는 견해도 있으나712) 굳이 다른 논리

를 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담보신탁이나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 모두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을 

시한다면 수익권은 수탁자의 소유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탁자가 

탁자(채무자)를 하여 담보로 수익권을 제공한 것으로 일 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탁자가 제공한 담보가 아니라는 이 요하다).713)  

710) 법원은 탁자가 자익신탁을 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를 마친 

후,수탁자로 하여  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하여 근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사안

에서 수탁자는 탁자를 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 ’에 있다고 보고,  근 당권은 탁자의 

회생 차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시하 다(법원ﾠ2003.5.30.ﾠ선고ﾠ2003다18685ﾠ 결ﾠ(공 

2003,1452)).  결에 한 평석으로는 김상 ,“신탁자에 한 회사정리 차가 개시된 경우 토

지신탁회사가 신탁자를 하여 기존에 제공한 물상담보의 효력”, 법원 례해설 제44호(2003상

반기),법원도서 (2004)참조.

711) 법원ﾠ2002.12.26.ﾠ선고ﾠ2002다49484ﾠ 결ﾠ(공 2003,478).  결에 한 평석으로는 이주 ,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 으로 채권자를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

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법원 례해설 42호(2002하반기),법원도

서 (2003)참조.

712)남동희(주 693),145-146면.

713)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개정 신탁법 하에 담보권신탁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의 도산

연성을 배척할 실정법  논거가 없는 이상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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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은 탁자가 자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취득한 후 그 수익권을 

담보목 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 수익권

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여 회생 차의 제약을 받는다는 이다.714)   

라. 견해의 립

와 같이 담보신탁의 도산 연성을 인정하는 법원 례에 해서는 다음

과 같이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즉, 담보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

권의 이 이 있으므로 그 신탁재산은 탁자(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찬성하는 견해,715) 회생담보권은 채무자( 탁자)의 재산에 하여 설정된 담보

권이어야 하는데,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이지 채무자( 탁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도산격리기능이 인정된다는 견해716),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

에게 신탁재산에 한 완 한 소유권을 내외 으로 이 하는 것이 제가 

되었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산 연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717)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원 례에 해서 비 도 제기되고 있다. 즉, ①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는 채무자의 차입과 련하여 애  채무자가 소유하던 재산의 소유권

을 잠정 으로 이 받음에 불과한 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차입과 무

714)임채웅(f),“담보신탁의 연구”,신탁법연구,박 사(2009),125면;고일 (주 389),94면;남동희(주 

693),140면; 법원ﾠ2002.12.26.ﾠ선고ﾠ2002다49484ﾠ 결 (공 2003,478)에서 방론으로 “물론 신탁

계약시에 탁자인 정리  회사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 그 수익권을 담보 목 으로 제3자

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수익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리 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에 

한 담보권이 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715)임채웅(f)(주 714),131면.

716)고일 (주 389),94면;이혜원,“담보신탁의 도산 연성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2014.7),126,132면.

717)한민(주 697),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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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미 자기가 보유하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담보신탁에서 수탁자

의 지 와 물상보증인의 지 는 다르고, ② 담보신탁에서의 신탁재산이 을 

계약해석론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담보신탁에 의한 수탁자 앞으로의 재산권의 

이 이 완 한 권리이 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도는 담보제공이며 그 권리

이 에 양도담보에서와 동일한 조건718)이 붙어 있다는  등을 근거로 담보신

탁의 도산 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19) 

마. 검토

1) 법원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

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에 한 회생 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

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720) 법원이 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은 소유권유보

부 매매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시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 결과 앞

서 본 담보신탁의 형식을 시하여 도산 연성을 인정하는 법원 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앞서 비교법  연구에서 보았듯이 담보신탁의 도산 연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해서 나라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유권이 이 되었다는 형식을 

시하느냐 담보로서의 실질을 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국의 실정법, 사법 체계도 결론 도출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718)양도담보거래에서 당사자는 담보제공의 목 으로 특정한 재산에 한 완 한 권리를 일단 이 하

되,양도인이 채무를 완제하면 그 권리가 다시 양도인에게 반환된다는 등 그 이 에 일정한 조건

이 붙어 있는데,담보신탁에서도 같은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함 ,“신탁형 자산유동화

에서의 진정양도 단 – 민법과 신탁법의 교차 역에 한 고찰의 일환”,BFL제39호(2010.11),

서울 학교 융법센터,80면).

719)함 (주 718),79-81면.

720) 법원 2014.4.10.선고 2013다61190 결 (공 2014상,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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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례에 따르면 담보신탁에 있어서 실질에 있어서 담보에 해당

하는 채권자의 수익권은 도산 차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바, 채무자의 회생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721) 따라서 례에 한 비 은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신탁법 제2조는 ‘재산의 이 ’을 신탁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1조 본문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라

고 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임을 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을 

감안하면 담보신탁에 있어서 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완 히 이

되었음을 제로 도산 연성을 정하는 례의 입장이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와 같은 소유권 이 의 형식을 시한다면, 탁자의 도

산 험이나 고유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은 보호된다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법 제22조 제1항 본문), 례의 입장은 나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논리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리고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은 

그 구조가 다르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직  소유권

을 이 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을 이 하고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하여 담보로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

므로 담보인 수익권이 채무자( 탁자)에서 채권자 앞으로 직  이 되는 구조

는 아니다. 이런 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수익권을 양도담보와 같이 회생담보

권으로 취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 

721)자산유동화에 한 법률 제13조는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진정매매(truesale)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양도인의 도산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에서 본 법원 례의 논리를 

철하면,진정매매가 아닌 유동화자산의 신탁에 해서도 탁자(양도인)도산으로부터의 연을 

인정하게 된다.동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진정매매가 아니어도 도산 연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바,이는 진정매매에 限하여 도산 연성을 인정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 이 제기될 수 

있다.이 을 논한 문헌으로는 함 (주 718),74-76면(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도산 연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한민(주 697),246-2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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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로서는 담보신탁에 한 별도의 규율이 없으므로 신탁법의 규정

(법 제2조, 제22조 제1항 본문, 제31조 본문)에 충실한 례의 입장에 따를 수밖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례에 따르면, 담보신탁에서 수익자(채권자)는 탁자에 

한 채권자이자 제3자(수탁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자이므로, 탁자 산 시

에 산채권자로서 존액주의에 의하여 채권 액을 산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722)

다만, 례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완 히 

이 되지 않는 형태의 양도담보권설정신탁에서는 그 결론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 양도담보권설정신탁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양도담보권이고 채

권자는 담보로 신탁재산에 한 수익권을 가지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한다.723) 

양도담보권설정신탁의 경우 신탁  양도설에 따라724) 탁자에게 내 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의 완 한 이 을 제로 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도산 연성이 인정되지 않

는다.725) 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설정신탁을 한 것인지 소유권이 

완 히 이 되는 담보신탁을 한 것인지는 계약서의 내용, 탁자의 신탁재산

에 한 사용·수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722)同旨 김춘수(주 630),137-138면.

723)한민(주 697),251-252면;道垣内弘人(주 704),28면 참조.양도담보권설정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으나,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내 으로는 

탁자(채무자)가 보유하면서 외 으로는 수탁자가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양도담보권을 

갖는 형태의 신탁을 얼마든지 창설할 수 있다.

724)신탁  양도설에 한 설명으로는 편집 표 곽윤직,민법주해(Ⅶ),물권(4),박 사(1999),289-290

면(서정우 집필부분);곽윤직·김재형(주 367),568면 이하;이 (주 371),976면 이하 참조.한편,

양도담보권설정신탁에 가등기담보 등에 한 법률이 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나,수탁자가 

탁자(채무자)에 하여 원을 여하고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은 용될 수 

없다.

725)담보신탁을 통해 도산 연성을 인정받으려면 신탁계약에서 양도담보권설정신탁이 아님을 분명해 

해 둘 필요가 있다.한민(주 697),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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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산에 있어서 탁자(채무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

도담보권설정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랑스와 같이 담보신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방 미이행 무계약의 해제의 문제

 

가. 무계약에 하여 채무자와 그 상 방이 모두 회생 차개시 당시에 

는 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인 는 

산 재인은 그 계약을 해제 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

방의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335조). 특히 리

인 는 산 재인에게 이행지체 등의 실체법상의 해제원인이 없음에도 계

약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 는바,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된 매우 특별한 권능

이다.726) 

나. 탁자에 하여 도산 차개시 시에 탁자와 수탁자 방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에는, 탁자의 리인 등이 신탁계약의 해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이 일단 성립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은 탁자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악하여야 하고, 수익자를 하여 

리·처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신탁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불

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727) 이 에 착안하여 리인 등의 신탁계약의 해제를 

726)伊藤眞(주 611),351면.

727)同旨 허 서(주 606),47-48면.무엇보다 신탁계약의 해제를 넓게 인정하면 이미 설정된 신탁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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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는 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신탁계약에서 방 미이행 상태에 있는 의무로 상정할 

수 있는 탁자와 수탁자의 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728) 탁자의 채무

로는 ① 비용·보수의 지 의무( 탁자가 비용  신탁보수를 지 하기는 한 

경우로 그 지 이 미완료인 경우), ② 추가신탁의무( 탁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 으로 신탁재산을 이 하기로 한 경우), ③ 신탁재산의 

인도와 련된 의무(신탁계약 체결 후에 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인

도를 미완료한 경우) 등이고, 수탁자의 채무로는 ④ 신탁사무수행의무, ⑤ 신

탁종료시 잔여재산을 해당 권리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탁자가 ③ 신탁재산 인도 의무를, 수탁자가 ④ 신탁사무수행의무

를 각 미이행한 경우, 즉 탁자의 신탁재산의 이 이 완료되기 이라면 미

이행 무계약으로 보아 리인 등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

다. 이 단계에서는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인정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729)    

다. 일단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 된 후에는 수익자 보호의 필요

성으로 인하여 다르게 악을 할 필요가 있다. 탁자가 ① 비용·보수의 지

의무를, 수탁자가 ④ 신탁사무수행의무를 각 미이행한 경우에 리인 등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해제가 가능하기 해서는 미이행

의 상이 되는 채무는 계약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부수 인 채

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미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이행 무계약이라

는 이유로 해제를 할 수 없다.730) 즉 미이행된 채무가 상 방이 미이행한 채

력화될 수 있는 험이 있다.

728)이하의 설명은 補足說明,27-28면.

729)同旨 허 서(주 606),49면.

730)김재형(a)(주 699),219-220면(부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만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이 부분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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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을 하여

야 한다.731)

그런데 탁자가 미이행한 ① 비용·보수의 지 의무와 수탁자의 ④ 신탁사

무수행의무 사이에 와 같은 무계약성이 인정되는지는 일률 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구체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신탁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의 보수를 일차 으로 신탁재산에서 

우선 받고, 이차 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7조 제4항, 제46

조 제4항). 따라서 탁자가 수탁자에게 비용·보수를 지 하기로 약정한 경

우에 와 같은 신탁재산과 수익자의 부담을 보완하는 의미로 약정한 경우라

면, 탁자의 비용·보수 지 의무를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하기 어렵

다.732) 따라서 이 경우는 리인 등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통상 탁자

가 수탁자에게 비용·보수 지  약정을 한 경우에는 와 같이 해석할 여지

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아니라 탁자가 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

로 비용·보수 지 약정을 하 다면, 이 경우에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리인 등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탁자에게 도산 차가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신탁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리인 등이 계약을 해제함에 의하여 신탁의 이해 계인(수탁

자, 수익자, 수익자의 채권자 등)에게 히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733)

김 주,도산 차상 미이행 무계약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서울 학교(2013.8),82면 이하.

731) 법원ﾠ2007.9.6.ﾠ선고ﾠ2005다38263ﾠ 결 (공 2007,1530)참조.

732)同旨 信託と倒產実務硏究 編(주 607),49면.

733)同旨 한민·박종 (주 611),44면;허 서(주 606),51면.일본 최고재 소 2000.2.29. 결(民集 54

卷 2号 553면)은 산선고 당시 무계약의 당사자 방에게 미이행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도 

계약이 해제되면 상 방에게 히 불공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산 재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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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탁자가 부담하는 의무인 ② 추가신탁의무는 이미 주된 부인 신

탁재산이 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 인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734) 탁자의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리인 등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IV. 탁자의 재산 상속 시 신탁재산과 유류분 문제

1.문제

미국에서 신탁이 발달하게 된 이유 의 하나는 신탁이 재산승계수단으로 

리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신탁법도 재산승계수단으로 신탁의 활용을 도모

하고자 유언 용신탁(법 제59조), 유언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수익자연속신

탁(법 제60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신탁, 유언 용신탁에서는 

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인인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실질

에 있어서 유증의 효과를 가져 오므로 유증에 용되는 유류분 제도와의 계

가 문제가 된다. 기본 으로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도 상속법 질서를 존 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제도가 용되어야 한다.735) 

그러나 유류분 제도를 무차별 으로 용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긴장 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신탁을 설정한 탁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어떻게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건인바, 이하에서 이

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에 수익권이 시간 으로 분

할되어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시 과 액수 산정에 있어서 어려운 이 발생

734)同旨 新井 誠(주 12),348면.

735)참고로 유럽민사법의 공통기 안(DCFR)은 제2:402조에서 신탁에 있어서 상속법의 우선  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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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 에 하여도 검토한다.

 

2.유언 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과 유류분

가. 유언 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유언 용신탁은 탁자가 생 에 설정하는 신탁으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

된 자가 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

재산에 한 부를 받는 신탁을 말한다(법 제59조). 통상 생 에는 탁자 자신

을 수익자로 하고(자익신탁의 설정), 탁자가 사망 시에 탁자의 배우자·자녀 

등을 수익자로 하는바(타익신탁의 설정), 탁자의 생 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생 신탁(inter vivos trust, living trust)이라는 에서 유언에 의하여 설정되는 

신탁인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과 구별된다. 

한편,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 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인

데, 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를 연속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

나 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를 허용할 지에 해서 견해 립이 있었으나 

개정 신탁법 제60조는 이를 허용하 다.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후계형유증을 체할 수 있다. 후계형유증은 어떤 사

람(제1수유자)에게 귀속된 유증재산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사람(제2수

유자)에게 귀속되게 하라는 취지의 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736) 이에 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737) 물권법정주의와 입법자가 정한 상속질서에 

736)권재문,“부동산의 후계유증에 한 재평가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가등기의 활용 가능성”, 스

티스 통권 제146-1호(2015.2),336면 참조.

737)米倉明,“後継ぎ遺贈の効力について”,タートンヌマン３号(1999),1면 이하;田中亘,“後繼ぎ遺贈一

その有効性と信託による代替可能性について”,米倉明 編,信託法の新展開,商事法務(2008),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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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 언 용신탁만  재산승계하는 

탁  A가 신  X 동산  수탁  B에게 하   동산  

하여 얻는  수  내용  하는 신탁  하 다. 생 에는 수

 A에게 귀 하 , A가 사망하는 즉시 처  E에게 귀 하는 것  하

배된다는 강력한 비 이 있다.738) 

그런데 수익자연속신탁을 사용하면 후계형유증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탁자는 자신이 사망하는 즉시 제1수익자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수익권을 귀속하게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2수익자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수익권을 귀속하게 함으로써 후계형유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유언 용신탁은 수익자연속신탁과 결합하여 매우 유연한 재산승계의 수단이 

될 수 된다. 를 들면 신탁을 설정하면서 생 에는 탁자 자신을, 탁자가 

사망하는 즉시 배우자를, 배우자가 사망하는 즉시 자녀를 각 수익자로 지정함으

로써 수익권을 시간 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유증임을 이유

로 유류분제도가 용될 수 있는바, 목차를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나. 유류분의 문제 

설명의 편의를 해 유언 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 인 를 들면 다

음과 같다.739) 

면;권재문(주 736),344-356면.

738)中川善之助/泉久雄,相續法,第四版,有斐閣(2000),577-578면;최수정(e),“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호(2006.12),588면;김형석(b),“우리 상속법의 비교법  치”,가족법연구 제23권 

제2호(2009),110-111면; 소혜,유언의 해석,경인문화사(2010),290면.

739)유언 용신탁의 유형을 제시한 로는 임채웅(g),“유언신탁  유언 용신탁의 연구”,신탁법연구 

2,박 사(2011),67-69면.아래 사례는  에서 제시한 유형을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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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 동산  가치는 1억 원 다. 

[사  2] 언 용신탁과 수 연 신탁  결합  재산승계하는 

탁  A가 신  X 동산  수탁  B에게 하   동산  

하여 얻는  수  내용  하는 신탁  하 다. 생 에는 수

 A에게 귀 하고, A가 사망하는 즉시 처  E에게 귀 하고, E가 사망하

는 즉시 子  F에게 하는 것  하 다. X 동산  가치는 1억 원 다. 

 침해액 =  산  가 는 재산액(A) × 그 상  

 비 (B) - 그 상  특별수 액(C) - 그 상  순상 액(D)

 산  가 는 재산액(A) = 상 재산 + 산  증여 – 상 채

그 상  특별수 액(C) = 그 상  수증액 + 수 액

그 상  순상 액(D) = 그 상  상 에 라 얻는 재산액 - 상 채

담액

우리 민법의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 침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할 수 있다.740)

1)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견해의 립

유언 용신탁에서 유류분과 련하여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재산이 유

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A)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이

에 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립되고 있다.

否定說은 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상속개시 에 소유권이 이 되었다는 

740)윤진수(a),“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민법논고 Ⅶ,박 사(2015),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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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법형식을 시하는 견해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741) 다만, 신탁재산의 이 , 즉 [사례 1, 2]에서 수탁자 앞으로의 X 부동

산의 이 은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A)  산입될 증여(민법 제

1114조 참조)’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탁자와 수탁

자 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유언 용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재산이 이 되거나 탁자 사망일부터 1년 에 유언 용신탁에 의하여 신

탁재산이 이 된 경우에는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산

입될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肯定說은 유언 용신탁은 실질 으로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언 용신탁의 상

속재산은 피상속인( 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742) 유언 용신탁

의 탁자는 언제라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종

료시키고 신탁재산을 탁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킬 수 있으므로 탁자가 신탁

재산을 지배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취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언 용신탁이 탁자와 수탁자 방이 유류분권리자에

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설정되었는지 여부나 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에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요하지 않게 된다. 

나) 검토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명문

의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743) 이를 침해하는 해석을 할 수 

741)최수정(a)(주 8),79-80면;이근 (b),“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2012.12), 남 학교 법학연구소,224면;최 규,“유류분과 신탁”,제38회 민사 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발표 논문(미간행)

742)정소민(주 686),150-151면.

743)미국의 뉴욕 주법은 생존 배우자에게 50,000달러 는 사망한 배우자의 확장된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후자인 생존 배우자의 선택지분(theelectiveshareofthe

survivingspouse)과 련하여 선택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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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탁법은 신탁 설정에 있어서‘재산의 이

’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고(법 제2조), 그 경우에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31조 본문), 유언 용신

탁에서 이미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 되었다는 을 인정하는 제에서 법

리를 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철회가능신탁이라

도 신탁재산이 탁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하

여 직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탁자를 하여 해지권을 행사하는 등 다

른 책임재산확보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논리를 일 한다면 철회

가능신탁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 용신탁의 신탁재산은 탁자로부

터 이탈되어 있다고 이 상당한 , ② 肯定說에 따르면 유언 용신탁이 아무

리 오래 에 설정된 것이라도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수탁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될 수밖에 없는바, 신탁의 법률 계의 안정성을 침

해하는 정도가 큰  등에 비추어 否定說이 타당하다. 

이에 하여 ‘否定說에 따르면 수익자가 수익권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A)에 산입하게 되는데, 탁자의 사망

으로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을 받기 시작한다는 에서 상속 개시 시에는 그 증

여(무상처분)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권의 증여는 산입될 증

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 이 있다.744) 와 같은 비 은“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의 범 에 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 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

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는 법원 

능신탁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NewYorkEstates,Powers&TrustsLaw§5-1.1-A참조).

744)정소민(주 686),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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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745)( -필자)을 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결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가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

속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를 제로 한 결이므로, 유언 용신탁에 의해 이미 

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 된 후 탁자(피상속인)가 사망하는 경

우에 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닌 것으로 단된다(유언 용신탁은 생 신탁이

므로 피상속인 사망 이 에 신탁재산에 한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 앞으로 이

되었다). 따라서 와 같은 비 은 타당하지 않다. 

2) 구체 인 유류분 반환 상  상 방

가) 원칙

否定說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이 이 민법 제1114조의 산입될 증여로서의 요

건을 갖추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746), 산입될 증여는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 수익자가 유언 용신탁을 통해 수익권을 취득

하는 시기는 탁자의 사망 시이므로 실질에 있어서 사인증여와 유사하다.747) 

따라서 신탁이 탁자(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요하

지 않고 언제나 수익자의 수익권은 산입될 증여에 해당한다.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민법 제1113조 제2항748)을 용하여 감정인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사례 1]에서 E가 취득한 수익권의 가치가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며, E

745) 법원 1996.8.20.선고 96다13682 결 (공 1996,2786).

746)유언 용신탁이 탁자와 수탁자 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설정되었거

나 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경우이다.

747)최수정(a)(주 8),69면;補足說明,168면.유언 용신탁이 생  행 이므로 유증보다는 사인증여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748)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

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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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될 것

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에는 산입될 증여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구를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사례 2]에서 제1수익자 

E, 제2수익자 F  구를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와 

련되어 있다.

이에 하여 제1수익자의 제1수익권만을 산입될 증여로 보고 이를 상으로 

삼아서 제1수익자에 해서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제1수익자의 제1수익권, 제2수익자의 제2수익권 모두 산입될 증여로 보고 

제1, 2 수익자 모두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검토하건 , 제2수익자는 제1수익자와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2수익자를 제1수익자와 달리 취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제1, 2수익자 모두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되며, [사례 2]에서 E, F 모두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된다. 다만, [사례 2]와 같이 제2수익자가 제1수익

자 권리를 그 로 이 받는 경우에 제1수익자의 수익권의 가치의 평가 속에 제

2수익자의 수익권의 가치에 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입될 증여를 계

산하는 경우에 제1수익자의 수익권의 가치만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의 수익권보다 가치가 큰 수익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제2수익자의 수익권의 가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제1

수익자는 이자 수익권만 가지고 제2수익자는 원본 수익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

수익자의 원본 수익권의 가치도 고려하여야 하며 제2수익자를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은 유류분 침해 여부는 탁자 사망 시에만 다툴 수 있다는 이다. 

[사례 2]에서 F의 수익권이 E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고 하여 E의 사망 시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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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F의 수익권 취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749) 탁

자 사망 시에 이미 F의 수익권 취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미 평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하여 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반환을 인정

하고 있다.750) 수익자에 한 유류물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수

익자가 수익권  일부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751) 

수익자가 없는 목 신탁이나 공익신탁, 상속개시 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의 신탁( 를 들면 수익자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로 지정하는 경

우) 등에서 수익자에 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수탁자에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

래 ‘나) 외’에서의 논의가 용된다.

나) 외

否定說에 따르면 유언 용신탁이 탁자와 수탁자 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설정되었거나 탁자 사망일부터 1년 내에 행하여진 

유언 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 은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

(A)  산입될 증여’에 해당한다(민법 제1114조 제2문 참조). 이 경우에는 유류

분 권리자는 외 으로 수탁자를 상 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

749)同旨 寺本振透 編集代表(주 593),161면.

750) 법원ﾠ2005.6.23.ﾠ선고ﾠ2004다51887ﾠ 결ﾠ(공 2005,1228); 법원ﾠ2013.3.14.ﾠ선고ﾠ2010다

42624,42631ﾠ 결 (공 2013상,625).

751)수익자가 유류분을 한꺼번에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은 수익자에

게도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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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가 없는 목 신탁이나 공익신탁, 상속개시 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의 신탁 등에서 해서도 수탁자를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아래 논의는 이 경우에도 용된다).752) 

이에 하여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이 증여 내지 의의 무상처분753)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즉 수탁자가 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취득하 으나 실제로는 수탁자는 수익자̇̇ 에̇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수탁자가 무상처분에 의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수탁자를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에서 무조건 배제하

는 것은 유류분 권리자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754) ②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가치가 수익권의 가치보다 클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무상으로 신탁

재산을 이 받았다는 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주장은 타당하

지 않다. 

와 같이 외 으로 수탁자를 상 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에, 유류분 권리자의 원물반환 청구를 쉽게 인정하면 신탁재산을 수탁자와 유류

분 권리자가 공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탁자가 의도한 신탁 목 을 좌

시킬 수 있는 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를 들어 유류분 권리자가 유

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신탁재산의 공유자가 되어 공유물분할청구를 한다거나 

752)이설이 있을 수 있으나, 와 같이 수탁자에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특별

한 사정(유언 용신탁이 탁자와 수탁자 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설

정된 경우 등)이 없는 한, 탁자(피상속인)사망 1년 내에 이 된 경우에 限하여 그 청구가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 에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이 에 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법  안정성에 한 훼손을 가져오고 민법 제1114조 제2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10년 에 유언 용신탁이 설정되어 장기간 그로 인한 법률 계가 형성되었다면 이를 존

할 필요가 있다.

753)민법 제1114조에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이 정하는 증여계약에 국한되지 않는다.재단법인 설립을 

한 출연,무상의 채무면제,무상의 인  는 물  담보의 제공 등 실질 으로 무상성이 인정되

는 법률행 를 포함하는 개념인바,이를 의의 무상처분이라고 한다(김주수·김상용,친족·상속법,

제11 ,법문사(2014),796면;곽윤직,상속법[민법강의 Ⅵ],개정 ,박 사(2004),285면 참조).

754)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목 신탁이나 공익신탁,상속개시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의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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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법률 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잔존 부분만으

로 신탁목 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신탁의 실효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원물반환을 고수하고 있는 기존의 법원 례

가 과연 타당한지에 한 비  검토가 필요하나,755) 일단 재로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수탁자에 한 원물반환은 탁자의 의사와 신탁의 법률 계를 크게 

해친다는 에서 원물반환이 매우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유류분을 가액으

로 반환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이론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756) 수탁자가 

755)원물반환의 원칙을 고수하는 기존의 법원 례를 비 하면서 “원물에 의한 유류분 반환이 물리

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환의무자에게는 불이익이 큰 반면,유류분권리자에게는 

가액반환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법원으로서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로

는 윤진수(b),“유류분의 반환방법”,민법논고 Ⅶ,박 사(2015),392-393면 참조.한편,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랑스민법을 계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김형석(b)(주 738),119면), 랑스가 2006

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감쇄의 원칙  효과를 가액반환으로 변경하 다는 은 우리에게 많

은 시사 을 제공한다.이 에 하여는 이 민(b),“ 랑스법상 유류분의 반환방법:2006년 6월 

23일 개정 랑스 민법을 심으로”,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한국가족법학회(2009),203면 이하 

참조.

756) 법원은 원물반환을 유류분 반환의 원칙으로 고수하면서도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하여는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한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 으로 증여 는 유증 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원물반환

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의가 이루어지

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하여(법원ﾠ2013.3.14.ﾠ선고ﾠ2010다

42624,42631ﾠ 결 (공 2013상,625, -필자))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이 가능할 수 있

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앞으로 법원 례의 방향에 하여 귀추가 주목되지만 유류분 권리

자의 원물반환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안정 으로 구축해 놓은 법률 계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

는 에서 그 외를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유언 용신탁에서도 원물반환의 외를 인정함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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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수익자에 하여 비용상

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법 제46조) 수익자는 이해 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

므로 제3자로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제2항).

한편, 유언 용신탁에서 수탁자에 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증여에 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비로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 하여야 한다.757) 

따라서 유언 용신탁에서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증여

와 유사하므로, 유류분 권리자는 먼  수익자에 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먼  행사한 후에 비로소 수탁자에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

다.758) 

3.유언신탁,수익자연속신탁과 유류분

가. 유언신탁의 특수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은 유언에 의하여 설정

되는 신탁으로(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유언신탁의 효력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인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며, 외 으로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원

757) 법원ﾠ2001.11.30.ﾠ선고ﾠ2001다6947ﾠ 결ﾠ(공 2002,170) 결 참조.

758)유언 용신탁 등과 유류분과의 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신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자는 

수익자이므로 수익자만을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하는 것이다(同旨 임채웅(g)(주 739),78

면).수탁자에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쉽게 인정하면 신탁의 법률 계의 지속성이 깨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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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 언신탁만  재산승계하는 

탁  A가 언  통해 신  X 동산  수탁  B에게 하  

 동산  하여 얻는  수  내용  하는 신탁  하 는

 수  처  E  지 하 다. X 동산  가치는 1억 원 다. 

래 탁자의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탁자(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 으

로 승계하여야 하나(민법 제1005조 참조), 유언신탁의 신탁재산에 하여는 상속

인과 수익자 사이에 이해 계의 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신탁법은, 신

탁행 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탁자의 상속인은 탁자의 지 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3항). 

유언신탁도 수익자연속신탁과 결합하여 후계형유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탁자가 유언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는 즉시 제1수익자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수익권을 귀속하게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2수익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익권을 귀속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유언신탁에서는 탁자(피상속인) 사망 에는 유언신탁에 따른 신탁재산 이

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유언신탁에서는 언제나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 ̇̇̇̇̇ ̇̇̇̇̇

포함된다̇̇̇ 는̇ 에서 유언 용신탁과 구별된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A)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한 견해 립이 있을 수 

없으며, 유언신탁을 통한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이 과 수익자의 수익권의 

취득은 모두 유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구체 인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과 반환 상

유언신탁에서 가장 견해가 립되는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과 반환

상인바, 이해의 편의를 돕기 해 구체 인 사례를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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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 언신탁과 수 연 신탁  결합  재산승계하는 

탁  A가 언  통해 신  X 동산  수탁  B에게 하  

 동산  하여 얻는  수  내용  하는 신탁  하 다.  

수  탁 가 사망하는 즉시 처  E , E가 사망하는 즉시 子  F  각 지

하 다. X 동산  가치는 1억 원 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하게 되고759) 수익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탁자, 수익자 모두 외

상 유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바, ①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 방이 구인지 ② 

무엇을 반환하라고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립되고 있다.760)

제1설(수탁자설)은 유언에 의한 처분은 수탁자에 한 것이고 이를 통해 수탁

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 되었다는 形式을 시하는 견해로 수탁자에 하여 유

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61) 수탁자에 한 청구는 원물반환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해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와 유류분 권

리자의 공유 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제2설(수익자설)은 유언신탁에 의해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 다는 實質을 

시하는 견해로 수익자에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762) 수익자에 한 청구의 내용은 수익권의 반환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

사에 의해 수익권을 유류분 권리자와 수익자가 공유한다고 설명한다.

759)정확히는 수탁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채권,즉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청구권을 

가진다(법원ﾠ2003.5.27.ﾠ선고ﾠ2000다73445ﾠ 결 (공 2003,1419)참조).

760)이하의 견해 립에 하여는 三枝健治,“遺 信託における遺留分減殺請求”,早稲田法学 87卷1号

(2011),39-47면;加藤祐司,“後継ぎ遺贈型の受益 連続信託と遺産分割及び遺留分減殺請求”,判例タ

イムズ1327号(2010.9.15),21-24면 참조.

761)川淳一,“受益 死亡を理由とする受益連続型遺贈･補論”,遺 自由の原則と遺 の解釈,商事法務

(2008),28면 이하;道垣内弘人,“誰が殺したクックロビン”,法学教室 339号(2008.12),85-86면.

762)飯田富雄,“遺 信託に関する 察”,信託 20号(1954),16면(三枝健治(주 760),4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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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설(수탁자와 수익자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양자

를 피고로 삼아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선택 으로 수익자만을 피고

로 삼아 수익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763) 유류분 권리자가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 수익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하는 논거에 하여는 유류분 

침해여부를 직  다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액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신탁

의 직  이해 계인인 수익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들고 있다.764)   

먼  제2설(수익자설)에 하여 보면, 수익자만을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온 히 보 시켜 신탁의 법률 계를 지속 으로 유

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익권이 가치가 신탁재산

의 가치보다 낮은 경우, [사례 3]에서 보면 X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인 반면, 

E의 수익권의 가치는 5,000만 원인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로 하여  수익권만 유

증된 것으로 보고 수익자에 하여 유류분 반환을 행사하게 한다면, 유류분 권

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가 없는 목

신탁이나 공익신탁, 상속개시 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형태의 신탁(

를 들면 수익자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서 수익자에 

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익자설을 온 히 지지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다음으로 제3설(수탁자와 수익자설)에 하여 보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선택권

을 부여한다는 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함

에 있어 수익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할 이론  근거(理論的 根據)가 박약하다는 

에서 쉽게 수 하기 어렵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한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

는 것은 아니므로, 이 된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를 피고로 삼을 이유가 없다. 

763)四宮和夫(주 282),160면;三枝健治(주 760),55면.

764)三枝健治(주 760),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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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1설(수탁자설)에 하여 보면, 상속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 되었다

는 형식에 착안한다는 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수익권의 반환을 구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신탁재산을 온 히 보 할 수 

있는 장 이 있는바, 제1설(수탁자설)은 이 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 

결론 으로 보면 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신

탁으로 인해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 되어 신탁재산의 가치만큼 상속재

산의 감소가 있었다는 은 법률 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류

분 권리자로 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그 신탁재산의 가치에 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 타당하다. 그런데 수탁자에 하여 유류분 권리

자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면, 신탁재산을 수탁자와 유류분 권리자가 

공유하게 되어 탁자가 신탁을 통해 의도하 던 바를 달성할 수 없는 한 

장애가 발생한다. ‘유언 용신탁과 유류분’을 논의하면서 언 하 듯이 유류

분 권리자의 수탁자에 한 원물반환은 신탁의 법률 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

다는 에서 원물반환이 매우 하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

는 것이 상당한 외 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탁자에 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수익자는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1조)를 통해 자신의 이해 계를 

주장할 수 있고,765) 수탁자가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이해

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제2항).

한편, 유류분 권리자가 수익자를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765)보조참가의 요건으로 ‘소송결과에 하여 이해 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결의 결과가 참가

인 자신의 법  지 에 향을 미칠 경우를 의미한다(이시윤,신민사소송법,제8 ,박 사(2014),

760면;호문 ,민사소송법,제12 ,법문사(2014),908면).신탁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수익

자의 수익권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 있고,수탁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가액반환 등 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에 수익자에 하여 비용상환청구권(법 제46조 제4항)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수탁자가 당사자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87-

이유가 없다. 수익자의 수익권은 상속재산인 신탁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탁자가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유증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온 히 보 하게 되고 신탁의 법률 계를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탁자(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3]에서 보면 유류분 권리자는 수탁자 B를 피고로 신탁재산의 가치에 

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선택 으로 수익자 E를 피고로 수익권에 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사례 4]의 경우 수익자연속신탁의 법리가 용되는바, 앞서 유언 용신탁에서 

정리한 수익자연속신탁의 법률 계가 용된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수탁자 

B를 피고로 신탁재산의 가치에 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선택 으로 수

익자 E, F를 피고로 수익권에 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第六節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우리 신탁법상 수익자는 물권화된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자의 채권

자는 그 수익권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신탁재산 그 자체에 해서

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수익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상 수익자의 채권자의 압류를 제한하는 ‘낭비방지신탁’이 허용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 집행법에서 사인이 임의로 압류 지채

권을 창설하는 것은 지되므로766) 낭비방지신탁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766)同旨 법원ﾠ2002.8.27.ﾠ선고ﾠ2001다71699ﾠ 결 (공 2002,1187).  결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

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부명령에 따라 이 될 수 있고,양도 지의 특약이 있

는 사실에 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부명령의 효력에 향이 없다.”고 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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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미성년자 등 수익자를 보호하기 한 미의 재량신탁은 우리 법하에서도 

가능하다.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할지 여부와 배분하는 경우에 그 액

수에 하여 수탁자가 재량을 행사하는 신탁은 우리 법상으로도 얼마든지 허용

되기 때문이다. 

신탁은 미성년자 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바, 이를 

강화하기 해서 신탁 설정 시 수익자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수익권에 

한 압류를 제한하는 입법도 신 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第七節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의 법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신탁재산이 가지는 도산 연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우리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의 본질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도 물권화된 수익권을 존 해야 하는바,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외 인 것

이 아니라 원칙으로 이를 존 하는 제에서 신탁의 법리를 개하는 것이 요

청되는 것이다.  

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는 

도산 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산 연기능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해

서는 신탁재산의 보호에 직 으로 이해 계를 가지는 수익자에게 환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추 권과 련하여서는 미 신탁에서 수익자 보호

를 해 개하여 온 이론을 우리 신탁법 해석론으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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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익자의 신탁재산의 범 를 확장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한편, 신탁재산

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을 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룰 것도 요청하고 있

는데, 담보신탁에 도산 연성을 인정하는 례의 입장은 이런 에서 타당하

고, 유언신탁과 유언 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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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六章 結  論

본 논문에서 신탁의 기본 법리를 크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으로 나 어 

설명하 다. 신탁의 본질과 련하여서는 수익권의 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행 신탁법의 다양한 규정에 비추어 순

수한 채권설의 입장에서 신탁의 본질을 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수익자취소권,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의 추

권 등은 바로 수익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

로 악하여야 일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채권설처럼 와 같은 수익자의 강력

한 권리를 신탁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마는 것은 수익권에 

한 개념정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수익권의 성격은 수탁자의 소유권에 한 해석에 있어서도 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배타 으로 리하기 하여 소유권을 가

지는데,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과 신탁 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의하여 내재 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을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탁자

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

도 물권화된 수익권을 존 해야 하는바, 수탁자의 고유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

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우리 신탁법상 물권화된 수익권의 발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외 인 것

이 아니라 원칙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구체 으로 신탁법에 어떻게 구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내용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신

탁재산에 한 강제집행 등 지, 신탁재산의 도산 연성, 신탁재산과 상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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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추 권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

의 독립성이 신탁의 핵심 법리임은 자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도산 연기능과 

련하여 도산 연기능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수익자에게 환취권

을 인정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추 권과 련하여서는 수익자 보호를 하여  

신탁재산의 범 를 가  확장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한편, 담보신탁과 도산

연성의 문제, 유언신탁과 유언 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존 하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의 법리를 왕성하게 발 시킨 미 신탁에서 핵심 으로 배울 은 다음

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수탁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다. 수탁자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신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수탁자의 재량을 통제하기 한 장치로 수익자의 지  강화이다.  두 가지가 

하게 조화를 이룰 때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신탁법을 폭 개정하면서 미 신탁의 요한 내용을 수용하 다는 은 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따라서 미 신탁의 법리는 우리 법의 해석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신탁법 해석에 있어서 실정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되 그 실정법의 배경이 되는 미 신탁 법리에 한 지속 인 심이 필요하

다. 

신탁이 우리 법에 비추어 이질 이라고 하여 이를 소극 으로 해석한다면, 신

탁법을 개정한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신탁법에 한 해석에 있어서 탄력

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륙법 인 사고에 안주하지 않고 미법  

발상을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 면탈의 험 등 부

작용이 있는 것은 이론 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아무쪼록 본 논문이 신탁법에 한 연구와 신탁의 활성화에 조 이라도 기여

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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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rust 

– the Essence of the Trust 

and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Lee, Kye Joung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iven that the size of trust in business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hat the 

Korean trust code (hereinafter “the Code”) has been recently revised so that 

it can cor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the trust law, it is 

urgently required to clarif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rust.

  Against this backdrop,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rust, focusing on the essence of the trust and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Regarding the essence of the trust,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e issue of legal characteristic of 

the beneficiary’s right – whether it is proprietary or personal. This dissertation 

makes extensive research with regard to the trust law developed in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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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untries such as U.S. and U.K. as an attempt to clarif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rust. Based on the research, it can be maintained that the 

history of the trust is the history of strengthening the beneficiary’s right, and 

that the beneficiary’s right is proprietary based on the concept of “the 

equitable owner”. Considering that the Code has adopted the common law 

trust principles widely, this dissertation makes a strong argument that the 

beneficiary’s right in the Code is ‘the personal right retaining the proprietary 

right’. According to the Code, th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scission right, 

entitling the beneficiary to rescind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rustee and the 

contractual party (the third) in case where the transaction is proved to breach 

the trust purpose. The rescission right can be regarded as proprietary on the 

ground that the beneficiary can claim his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In 

addition, the beneficiary can claim his priority over the trustee’s creditor when 

the trustee’s creditor levies execution over the trust asset. The priority right 

substantiates the argument that the beneficiary retains the proprietary righ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beneficiary’s right can have a crucial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stipulating the trustee’s righ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trustee’s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is subject 

to the beneficiary’s right which is deemed to retain proprietary characteristics 

and the fiduciary relationship.    

With such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trus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ciary’s right and the trustee’s right), we can interpret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appropriat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rust 

principles that the trustee’s ownership is subject to the beneficiary’s right and 

therefore the trustee’s creditor cannot claim his right over the beneficiar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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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it can be clearly understood why the trust property is not subject to the 

trustee’s creditor, and why the trust property has the function of insolvency 

protection.

This dissertation makes comprehensive study on the concrete functions of 

trust with regard to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The function of insolvency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rust law, which 

explains why the trust is often called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in 

common law. This dissertation asserts that the beneficiary should be entitled to 

repossession right for stronger insolvency protection, because the beneficiary is 

the most significant stakeholder with relation to the trust property. On the 

scope of the tracing, it is highly desirable to interpret the scope of the trust 

property in favor of the beneficiary’s right. Meanwhile,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also means that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ettlor’s individual property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settlor’s creditor. 

When we solve the issues such as whether the Deed of Trusts can assert the 

insolvency protection and how we accommodate the trust principles to the 

forced share,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Keywords : trust, beneficiary’s right, personal right retaining the proprietary 

right, fiduciary relationship,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insolvency protection, tracing, equitable owner 

Student Number : 2004-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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