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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국제신탁에 한 유력한 약인 “신탁의 거법

과 승인에 한 헤이그 약(이하,‘신탁 약’이라 한다)”을 체

계 으로 분석하고,이를 토 로 국제신탁에 한 우리 국제사

법의 해석론과 신탁 약에의 가입에 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국제 신탁거래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신탁에 한 국제사법을 통일할 필요성에 따라 1985년

10월 신탁 약을 채택하 다.신탁 약은 국제신탁을 규율하는

거법의 결정기 으로서 차 그 요성이 확 되어가고 있

으며,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신탁에 한 입법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신탁 약은 단순히 신탁의 국제사법

에 한 약을 넘어서,국제 신탁거래 반을 통하면서

요한 쟁 을 부각시키고 그에 한 해결기 을 제시하는,유

력한 입법자료이면서 국제신탁에 한 연구자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신탁법을 제정한 이래,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 다양한 유형의 신탁 구성과 설정이 가능하도록

으로 법을 개정하 다.이로써 우리나라는 신탁을 뒷받침하

는 상당히 발 된 형태의 실질법을 갖추게 되었고,국제거래가

양 ․질 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실에 비

추어보면,장차 국제 신탁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상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국제사법에는 국제신탁의 법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신탁의 거법에 한 연구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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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한 인 범 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이에 이 논문에서는

신탁 약의 연구를 통해서 국제신탁과 련한 제반 쟁 들을

악하고,신탁에 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해석론을 분석한

다음,신탁 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신탁에 한 일원 인

규범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것이다.

신탁은 미(英美)로 표되는 보통법계를 심으로 발 하

다. 륙법계는 신탁이 법체계의 완 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에서,신탁 약에 하여 방어 인 경향을 보 다.때문에

신탁 약의 ‘신탁’개념은 륙법계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용이

하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다는 핵심 인

만을 두고 개방 으로 규정되었다.신탁재산 이 의 원인

이 되는 행 의 유효성에 한 쟁 은 선결문제로서 약의

용범 로부터 배제되었다.신탁의 거법에 하여는 무제한

의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종래 보통법계의 법리에 기 하면

서도 ‘묵시 으로 선택된 거법의 단’과 ‘객 연결에 의

한 거법의 확정’을 구별하는 독특한 거법 확정 구조를 도

입하 다.신탁의 승인에 한 조항들은 신탁 약의 핵심이다.

신탁의 승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탁은 신탁에 한 실질법

을 두지 않은 국가(주로, 륙법계 국가)에서도 신탁 그 자체

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법률효과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승인의 효과를 제한하기 해서 특별히 둔 규정이 약 제

15조이다.신탁의 승인 그 제한규정인 제15조를 둘러싸고

다양하고 어려운 쟁 들이 나타난다.

신탁에 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신탁이라는 단일한 행 로 형성된 법률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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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면을 채권 으로,물권 으로,혹은 그 이외의 유형으로

성질결정하여 분할하고 각 역의 국제사법에 연결하는 방법

이 해 보인다.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한 법 불안정을 야

기하며, 범 한 법률 계의 외연을 가지는 신탁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신탁에 한 일원 인

국제사법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그 방법으로는 신탁

약에 가입하는 방법과 약을 참고하여 신탁에 한 규범

을 국제사법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어떤 방법

이 타당한지는,특히 약 제15조의 특별한 규율을 수용할 것

인가 등을 검토하여 고려할 것이지만, 약에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정 인 방법이 될 것이다.신탁 약에의 가입 는 신

탁 약의 국제사법 편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신탁 약 제15

조 이외에도,선결문제에 한 규정,공시에 한 규정 등과

련한 쟁 을 고려하여야 한다.한편으로는 약 가입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국제신탁,국제사법,헤이그 신탁 약, 거법,신탁의

승인.

학 번 :11-2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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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헤이그 신탁 약과 우리나라 신탁법의 황

Ⅰ.국제신탁의 발 과 헤이그 신탁 약

오스트리아의 틀리히(J.Redlich)교수는 “신탁이라는 법제도는

원래 국 토지소유법(dasenglischeGrundeigentumsrecht)의 어떤

필요에서 발생하 지만 차 일반 인 법제도로서 형성되었다.그리

하여 법 생활 역에 걸쳐 매우 세련되고 심지어 이상 (理想的)

인 형태이기까지 한 념이 확립되었다”고 평가한다.1)신탁을 통하

여 당사자들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재산을 탁자

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연된 독립한 재산으로 환하게 되는

데,신탁제도는 수탁자의 도산 험을 회피하는 기능,세법상 수익자

에게만 과세되고 수탁자에게는 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조세편의기

능을 가지며,수탁자의 신인의무와 그에 따른 수익자보호의 체계가

형성된다는 신인체제의 성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획을 구축할 수

가 있다는 설계의 유연성에 기 하여 당사자들에게 큰 편의와 이익

을 제공한다.2)특히 신탁의 가장 큰 장 은 높은 유연성에 있으며

신탁 계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여3)신탁은

재 세계 으로 융․부동산․연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자선 신탁,증권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부동산 신탁,연 신탁,

자산유동화계획을 한 신탁 유산계획(estateplanning)등 다양

1)F.W.Maitland( 병철․최 태 역),『신탁과 법인의 역사(TrustUndKorporation)』,

세창출 사,2007,3면.

2)崔洞軾,『信託法』,法文社,2006,3-4면.이 네 가지 요소를 정순섭 교수는 도산격리

(InsolvencyProtection),도 과세(ConduitTaxation),신인법(FiduciaryRegime),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inDesign)으로 표 한다.정순섭,「사채원리 지 행계약의 법

성질론」,『증권법연구 (제5권 제1호)』,한국증권법학회,2004,317면.

3)법무부 (김상용 감수),『신탁법 해설』,법무부,20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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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 실 으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

그런데 신탁은 14세기 국의 ‘유스(uses)’로부터 래되어 근

신탁법으로 발달한 제도로서 국제사회에 보편 으로 존재하여 온

제도는 아니다. 한 미국을 포함하여 국의 신탁제도를 도입한 국

가에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입법 하 기 때문에 신탁제도를

둔 국가들 상호간에도 신탁법의 내용은 상이하다.더욱이 실질법상

신탁제도가 없는 국가도 있다.5)그런데 신탁자산의 국제 투자와

이동이 1980년 이후 증하고 련된 쟁송도 그러한 추세를 따라

증가하면서 국제 신탁거래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신탁에 한 국

제사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신탁의 거법을 결정할 규범을 통일하

고 신탁의 효력을 받아들여 확인하는 이른바 ‘신탁의 승인’을 규율

하기 하여 1985년 10월 “신탁의 거법과 승인에 한 헤이그

약”(이하에서는 간단히 “신탁 약” 는 간단히 “ 약”이라 한다)

을 채택하 다.

신탁 약은 국제신탁에서 요한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

다.특히 약에 가입한 륙법계의 국가들은 신탁 약을 하나의 유

력한 입법 자료로 삼아 자국의 신탁법제와 이론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신탁 약은 단순한 국제사법 의의를 넘어서,국제

신탁거래 반을 통하면서 요한 쟁 을 부각시키고 그에 한

해결기 을 제시하는,유력한 입법자료이면서 국제신탁에 한 연구

자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4)石光現,『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博英社,2007,551면 참조.

5)洪裕碩,「商事信託에 한 國內法 涉外私法的 察」,『商去來法의 理論과 實際 :石影

安東燮敎授 華甲紀念論文集』,세창출 사,1995,772,774면.아울러 신탁의 발 과정과

신탁에 한 세계 인 흐름을 개 하기 하여는,P.Panico,『InternationalTrust

Laws』,Oxford,2010,pp.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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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우리나라 신탁법의 황

신탁법에 한 한 우리나라의 지 는 독특하다.우리나라는 기본

으로 륙법계에 속하지만,신탁법에 하여는 미의 신탁을 도

입하여 양 법계의 법리가 혼재하는 혼합법계에 속하는 것이다.6)

1961년 제정된 우리 신탁법은 일본의 구( )신탁법을 도입한 것인

데,일본의 신탁법제는 기본 으로 미국에서 발 한 근 인 신탁

제도를 계수한 것이었다.7)신탁법은 제정 후 반세기가 지난 2012년

에 이르러 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신탁법에서 나타나는 목할 변화는,다양한 형태의 신탁

구성과 설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는 것이다.특히 회사제도를 체할 새로운 거래구조,기업의

자산유동화 수단,상속의 용제도,부동산 기타 자산의 효과 이고

안정 인 리수단 등으로 사용될 것이 기 된다.구체 으로 보면,

신탁법의 개정으로 업을 신탁할 수 있는 업신탁(제2조),수익권

을 증권화하여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발행신탁(제78조 이하)

수탁자의 책임을 수탁받은 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제114조

이하)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이러한 신탁제도를 결합하여

회사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신탁은 상사신탁 주로 발 하다가 재는 신탁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구조가 출 하여 회사제도와 경쟁 계에 있다고

한다.8)그리고 기업이 신탁선언(제3조 제1항 제3호)을 통하여 특수

목 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기업이

6)石光現 (註 4),552면.

7)정순섭 (註 2),9면.방석호,「 작권 신탁 리계약의 법 의미와 분석」,『민사 례연구

(제27집)』,2005,654-655면은 이와 달리 행 신탁법은 외형상으로만 미 신탁법을 그

로 받아들 을 뿐 내용상으로는 독일 민법학이 발 시킨 신탁행 론을 오히려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정순섭 교수는 우리 신탁법은 수익자에게 일종의 무권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일의 신탁행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론하는데 이는 타당한 지 이다.石光現 (註 4),553면 각주 7)도 동지.

8)한원식,「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에 한 연구」,『조세법연구 (제19집 제2호)』,한국세법

학회,2013,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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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보유 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이를 유동화함으로써 기 의 외부유출을 피하면서도 용이하게

자 을 조달할 수 있다.9) 한 고령자의 재산 리와 승계가 요 문

제로 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 용신탁(제59조)은 민법상 유증

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 인 제도로서 탁자의 의사를 보다

극 으로 반 하여 탁자가 유연하고 자유롭게 재산승계와 리

에 한 사항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10)한편,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을 출하는 융기 에 한 담보를 제공하기

해 상 부동산에 한 리신탁을 하고 그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

정하는 형태의 거래들도 종종 이루어지며,11) 행법상 신탁재산의

리방법으로 “운용행 ”와 “개발행 ”12)를 명시함으로써(제2조)신

탁활용방법의 외연이 확 되었다.

이러한 실질법의 발 상황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에는 아직 신탁

의 국제사법에 한 확고하고 분명한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우리

국제사법은 신탁의 거법에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고,신탁의 국제사법에 한 논의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13)그

9)법무부 (註 3),31면.

10)최수정,「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민사법학 (제34호)』,한국민사법학회,2006,566면.

이와 련하여,김병두,「개정신탁법상의 유언 용신탁에 한 소고」,『민사법학 (제64

호)』,한국민사법학회,2013,7면 각주 19)는 “ 실 으로는 세 감면혜택상의 문제, 조

한 유언의 이용,수탁가능재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유언 용신탁의 활용이 부진한 상황

이나,최근 융기 에서 유언 용신탁 상품을 시 하는 등 민사신탁에 한 수요가 환

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1) 컨 , 법원 2012.11.29.선고 2011다84335 결 참조.이 결에서는 “임 주택의 분

양 환 완료 시까지 소유권을 보존·리하기 한 목 의 부동산 리신탁이 설정된 경우

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사업자가 임 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권리는 그

성질상 입질의 상이 될 수 없고,이러한 권리를 목 으로 하는 권리질권은 효력이 없

다”고 하 다.

12)“개발행 ”는 주로 토지신탁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토지신탁’은 토지의 원형을 그 로

유지하면서 소극 으로 리․처분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가 탁자로부

터 토지의 소유권 기타 부동산에 한 권리를 이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임 등

을 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업수익을 신탁수익으로 교부하는 형태의 신탁까지 포함한다.

법무부 (註 3),11면 참조.

13)다만 헤이그 신탁 약을 상당한 비 을 두어 다루고 있는 주요 참고 문헌으로,石光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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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국제 융거래 실무상 비교 빈번히 활용되는 사채신탁,담보

부사채신탁,담보권 신탁,증권투자신탁 등과 련하여 국제사법의

요성을 환기하는 선구 논의가 있어 실무상 참고할 수 있음은

다행이다.14)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신탁

법이 개정되었고,국제거래가 양 ․질 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

리나라의 경제 실에 비추어보면,장차 국제 신탁거래가 활

발해질 것을 기 할 수 있다.그리고 그에 따라 신탁에 한 국제사

법상의 기 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국제신탁의 확장에 비하

여 신탁 약과 신탁의 거법에 한 우리 국제사법의 개선방안에

하여 충분한 연구를 해야 하며,이는 일종의 학문 당 (當爲)이

다.

제2 연구의 목 ․범 용어의 정리

Ⅰ.연구의 목 과 범

이 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하나는 신탁 약의 소개에

한 부분이고(제2장)다른 하나는 행 국제사법상 신탁의 거법

에 하여 분석하고 약의 가입에 하여 검토하는 부분이다(제3

장).이러한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의 목 은 크게 두 가지

이다.첫째는,신탁 약에 한 체계 분석을 통해서 신탁의 거

법 승인에 한 신탁 약의 내용과 법리를 이해하고, 약을 통

해 나타나는 국제신탁의 일반 쟁 과 실질법들을 정리하는 데 있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博英社,2007,552면 이하와 洪裕碩,「商事信託에

한 國內法 涉外私法的 察」,『商去來法의 理論과 實際 :石影 安東燮敎授 華甲紀念

論文集』,1995,770면 이하를 들 수 있다.

14)石光現 (註 4),574-582면에서는 “국제신탁에 한 실무상의 몇 가지 논 ”을 간단히 소

개하고 있는데,사채신탁에 우리 상법이,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신탁

에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용되기 한 거법의 조건,사채발행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의

국제사법 문제 등에 하여 제한 범 이지만 요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올해 서울

학교 융법센터 BFL에 게재될 개정 에서는 “이 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한 법

률”의 제정,“신탁법”의 개정 등 그 간의 법률 변천과 새로운 논의들을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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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둘째는,이러한 연구를 토 로 우리 국제사법상 신탁의 거법

에 하여 분석하고 약의 가입 여부 가입과 련한 쟁 ․유

의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필자의 역량과 의 분량

을 고려하여 특히 법정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즉 우리나라의 국제사

법이 문제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논의를 개하 고,법정지가 외

국인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으로 논의하 다.

제2장에서는 신탁 약과 련하여 약의 체계와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는 데 을 두었다.신탁 약이 비록 느린 속도지만 국제

기 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이를 상세하게 분

석하는 문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이탈리아,네덜란드,스 스

등 특히 신탁 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신탁 약에 하여 매우 풍

부한 논의가 개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논의들이 국내에는 제한

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요한 은,신탁 약과 련하여

개되는 해석론 등을 보면 단지 국제사법 쟁 에 논의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국제신탁 반과 련한 쟁 까지 논의가 걸쳐 있다는

것이다.신탁 약은 국제신탁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하고,이를 해결할 기 을 통일 으로 규율한 것이므로 이를 체

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신탁과 련된 많은 쟁 들을 망라 (網

羅的)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국제신탁과 련된 많은 쟁 들을 특

히 국제사법 에서 정리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한 목 의 하나이다.신탁 약을 이루는 각각의

조항과 개념은 그 자체로 많은 쟁 과 함의들을 지니고 있지만,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소개하는 데에 을 두고 개론 으로 다룬다.

제3장에서는 신탁에 한 우리나라의 실질법과 법 사이의 괴

리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우선 신탁에 한 국제사법상의 규정

을 두지 않은 행법 하에서 해석상 가능한 국제신탁의 규범을

분석해 보았다.결론 으로 행법상 신탁의 거법은 신탁과 련

한 각 법률 계의 국면이 국제사법이 정한 기존의 개별 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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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는 단 법률 계)에 한 법 규칙에 어떻게 포섭되는가의

문제로서 쟁 별로 법률 계를 분할하여 한 규범을 연결하

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효과 이지 않으며,신탁

이 가지는 독특하고 복잡한 성질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채 법

불안정을 래한다.신탁에 하여 발달된 실질법의 이익을 극 화

하기 해서는,신탁 약에 가입하거나 어도 신탁을 통일 으로

규율하는 신탁 약의 법리를 우리 국제사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이를 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과 쟁 한 이 논문에서

검토한다.

Ⅱ.신탁개념의 불명확성

‘신탁’은 이 에서 다룰 핵심 인 제재(題材)이지만,그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용어이다.그러므로 이 장(章)의 제

3 에서는 필요한 범 에서 신탁의 개념과 유형을 간략히 정리한다.

다만, 어도 이 에서의 ‘신탁’이라 함은 국의 ‘uses’와 형평법원

의 통으로부터 유래하고 미국 등에 계수되어 발 한 이른바 미

의 신탁개념을 말한다는 은 분명히 한다.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륙법계의 국가에도 로마법상의 Fiducia15)에서 유래한 신탁개념이

있지만, 륙법계의 신탁개념은 미의 신탁개념과 다르다.특히 ‘법

권리(legaltitle)’는 수탁자에게,‘형평법상의 권리(equitabletitle)’

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이른바 소유권의 분열에 기 한 미의 신

탁과는 달리 륙법계의 신탁개념은 소유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

는다.16)비록 신탁 약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의 개념에 포섭될 수

15)로마법상의 제도,즉 ‘fiduciacum amicoodercum creditore’는 재산권이 일정한 약정

하에 양도된다는 에서 그 본질 특징을 갖는데,그 약정이란 권리를 정해진 방식으로

행사하고 정해진 조건 로 양도인에게 반환키로 하는 내용이다.金俊鎬,『信託行爲

論』,法文社,1997,29면.

16)石光現 (註 4),552면.독일의 신탁법리의 발 에 있어 표되는 1914년 라이히 최고법원

의 결(RGZ84,214,217)은 “일방( 탁자)이 상 방(수탁자)에게 그 재산의 어떤 것을

신탁하는,즉 양도하고,그리고 그 상 방은 그 양도된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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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형의 법제도가 상당히 확 되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 ‘신탁’개념은 미의 신탁개념을 의미한다.다만, 미로

표되는 보통법계 국가의 신탁제도가 나라마다 조 씩 상이하게 발

해 왔기 때문에,‘륙법계’에 비되는 신탁의 개념으로서 ‘미법

계’의 신탁 보다는 ‘보통법계’의 신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

이다.이에 이 에서 ‘미법’의 신탁은 다른 보통법계 국가의 신탁

을 제외한 국과 미국의 신탁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제3 신탁의 개념과 유형

Ⅰ.신탁의 개념

1.유럽신탁법원칙

신탁의 개념을 악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유력한 자료로서 “유

럽신탁법원칙(PrinciplesofEuropeanTrustLaw)”이 있다.유럽신

탁법원칙은 신탁이 유럽에서 국제 벨의 융․상업에 많이 사

용됨에 따라 미신탁의 개념이 유럽의 륙법계 국가들에서도

리 알려지고 있는 배경 하에서,유럽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탁법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신탁의 기본 이고 핵심 인 개념들을 밝 낸

하나의 학문 성과이다.17)유럽신탁법원칙도 신탁의 개념을 일의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때,일반 거래 념상은 물론 법

념상 그것이 신탁 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시하고 있다.이에 하여 김 호 교

수는 독일의 신탁행 론의 발생에서는,본래의 신탁 계와 거기서 발생하는 의무는 경시

된 반면에 수탁자의 물권 지 ,즉 그의 처분권능이 주목되었다는 이 특징 이라고

한다.다만,신탁행 론의 발 과정에서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직 이 된 신탁재산

에 하여는 탁자는 수탁자의 산 시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재산에 한

강제집행에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 하 다.金俊鎬 (註 14),

30-38면 참조.

17) D. Hayton,「Principles of European Trust Law」,『Modern International

DevelopmentsInTrustLaw』,KluwerLaw International,1999,pp.19-21.이하의 내

용은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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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총 8개의 조항에 걸쳐 신탁의 요한 개념과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다.이를 토 로 신탁의 핵심 개념을 추출하

여 보면,“①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

는(segregatedfund)신탁재산이 이 되면(제1조,제2조),② 수탁자

는 그에게 그의 채권자․상속인․배우자에 우선하여 의무의 이행을

소구․집행할 수 있는 지 에 있는 수익자 는 집행자(enforcer,수

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목 신탁의 경우에 선임된다)에 하여 신탁

의 종료시까지 신탁에 따른 부를 할 인 (personal)의무를 부담

하고(제4조),③ 이 때 신탁재산은 탁자로부터 직 이 된 재산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뿐만 아니라 신탁의 지속에 따라 실 으

로 그 재산을 표하는(actuallyrepresenting)재산까지 포함한다(제

3조)”는 것을 내용을 한다.수익자( 는 집행자)가 수탁자 는 신탁

반으로 이 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물 권리(proprietary

rights)를 행사할 수 있는가는 입법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제1조 제

4항).이 신탁법원리가 륙법계 국가에서도 지침이 되기 해서는,

미의 소유권 분열에 기 한 수익자의 물 권리라는 측면을 신탁

의 필요 이고 핵심 개념으로 취 할 수 없었던 것이다.18)반면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의 분리(segregation)라는 측면은

신탁개념을 받아들이는 륙법계 국가에서 입법이 요구되는 핵심

인 사항으로 삼았다.19)

2.신탁의 개념에 한 검토

유럽신탁법원칙은 륙법계에 의한 신탁원리의 수용을 정하면

서도,기본 으로는 보통법상의 신탁에 충실하게 신탁의 개념을 정

18)Ibid.,p.32.

19)Hayton교수는 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분리'라는 근법을

수용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컨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의 집행 상이 되지 않는다는 을 등기하는 방법 등으로 그러한

측면을 분명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Ibid.,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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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이에 비해 신탁 약은 신탁의 국제화를 좀 더 극 으

로 지향하면서,보통법상 신탁의 성격을 완화한다.즉, 탁자와 수

탁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성질이나 신탁재산의 범 등에 하여는

립 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신탁의 성질들을 좀 더 느슨하게 규율

하고 있다(제2조 제2항).이는 신탁에 유사한 륙법계의 제도들까

지 신탁 약의 용범 에 최 한 범 하게 포함하기 하여 의

도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분리라는 특징은,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들을

신탁의 승인 단계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제11조).이 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결국,이 에서 다루는 신탁개념,즉 보통법상의

신탁개념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요체로 한다.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 (Fiduciary) 계20)에 따른 신탁재산

의 이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 성질을 갖추지 않은 제

도는 “신탁에 유사한 제도”로 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Ⅱ.신탁의 유형

신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여기에서는 이 의 논의에 필요한

20)우리 법은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의 기 가 되는 계를 “신임 계”라고 한다(신

탁법 제2조). 국법상 ‘Fiduciary’는 ‘타인을 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뢰

와 신용에 기 하여 갖는 계’를 의미한다.18세기 19세기 만 해도 신뢰와 신임

(trustandconfidence)이라는 용어가 타인에 한 약속이나 사무처리에 한 의존성이

있는 신뢰와 신임 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그런데 trust가 ‘재산의 신탁’을 의

미하는 기술 의미로 분리되면서,재산의 신탁을 수반하지 않는 ‘신뢰와 신임(trustand

confidence)’을 체할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Fiduciary’이다.그 때부터

‘Fiduciary’는 엄격한 신탁 계에 미치지 못하는 신뢰와 신임 계를 이르는 용어로 범

하게 사용되면서 형평법리(equity)를 실 하는 법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이

기,「신탁법에 기 한 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 :회사법, 융법의 충실의무를

심으로」,『홍익법학(제12권 제1호)』,2010,32면 참조.우리 신탁법의 용어와

‘Fiduciary’개념의 이와 같은 연 발 과정을 고려하여,신탁법의 맥락에서는 이를

“신임 계” 는 “신임 계”라고 칭하기로 한다.한편,우리 회사법 맥락에서는

fiduciaryduty를 “신인의무”로 번역하고,fiduciaryduty안에 선 의무(dutyofcare)와

충실의무(dutyofloyalty)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 이라고 하므로 용어의 번

역에 다소 차이가 있다.김건식,「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21세기 한국 상사

법학의 과제와 망(송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박 사,2002,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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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으로 통 인 분류방법인 명시신탁,복귀신탁,의제신탁의

내용을 개 하고21),다른 신탁의 유형은 필요한 부분에서 다룬다.

1.명시신탁 (ExpressTrust)

당사자의 신탁설정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신탁설정의사가 당사자의 언동으로부터 추단되는 경우에는 명시신

탁으로 분류된다.22)신탁 약 제3조에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한

신탁 계라는 이른바 ‘임의신탁(voluntarytrust)’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명시신탁의 개념에 근 한다.명시신탁은 다시 그 설정목 에

따라 특정한 개인 는 집단을 하여 설정되는 사익신탁(private

trust)과,다수의 사람들을 하여 특정한 공익목 에 사할 목 으

로 설정되는 공익신탁 는 자선신탁(publictrust/charitabletrust)

으로 구별된다.그리고 성립시 에 따라 생 신탁(intervivostrust)

과 유언신탁(testamentarytrust)으로 구별된다.

2.복귀신탁 (ResultingTrust)

복귀신탁은 크게 추정 복귀신탁(presumedresultingtrust)과 자

동 복귀신탁(automaticresultingtrust)으로 나뉜다.추정 복귀

신탁은 어떤 사람(A)이 약인(consideration)없이 다른 사람(B)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 함으로써,법 소유권은 비록 B에게 이 되지

만 형평법상의 소유권은 여 히 A에게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

우에 양자 사이에 신탁 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만약 B에게

형평법상 소유권도 모두 이 할 의사 음이 밝 지면 추정은 깨어

21)이하의 명시신탁,복귀신탁,의제신탁에 한 설명은 주로 이연갑,『신탁법상 신탁의 구

조와 수익자 보호에 한 비교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9,26-32면 참

조.

22)후자의 경우까지 명시신탁에 포함하는 것이 미에서의 주류 례이자 다수설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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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신탁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둘째는 A를 그가 생존하

는 동안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을 설정하 으나 A가 사망한 후에

는 신탁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는 신탁을 설정하 으나 그 성립요건 하나를 갖추지 못

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재산을 설정자 는 그 상속

인에게 복귀시키기 해 이들을 수익자로 의제하는 복귀신탁이 인

정된다.이 경우의 복귀신탁을 자동 복귀신탁이라고 한다.

3.의제신탁 (ConstructiveTrust)

의제신탁은 형평의 원칙상 어떤 사람에게 속하여야 할 재산을 다

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되는 신탁이다.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 없이 인정된다. 컨 신탁 계인이 아닌 자가

선의의 유상취득자가 아니면서도 신탁재산을 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이 신탁재산의 수탁자로 의제된다. 한 수탁자가 신탁으로부

터 정당한 보상 외의 이득을 얻은 경우,그는 그 이득에 하여도

수탁자의 지 에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토지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 는 이행제공을 마친 경우,매도인은 권리이 이 될 때까지

매수인을 한 의제수탁자가 된다.신탁 약과 련하여,의제신탁

은 제3조,제20조와 련된 맥락에서 사법상 신탁(司法上 信託,

judicialtrusts)의 가장 주요하고도 표 인 유형으로 취 된다.

제 4 ‘국제신탁’의 개념과 유형

Ⅰ.추상 개념 :외국 요소가 있는 신탁 계

이 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국제신탁’이란 무엇인가.국제신탁의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문제되는 국면들을 구체 으로 유형화함으

로써 ‘국제신탁’의 실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은 신탁 약과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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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해서 요하고도 유익한 일이다.

우선 국제사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 요소가 있는 법률 계”에

국제사법이 용된다.이 에서 다루는 법률 계인 ‘국제신탁’도 추

상 으로는 ‘외국 요소가 있는 신탁 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

편 우리나라 법원은 이 법률 계의 ‘외국 요소’라는 속성을,“거

래 당사자의 국 ․주소,물건 소재지,행 지,사실 발생지 등이 외

국과 하게 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용하기보다는 국

제사법을 용하여 그 거법을 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인정되

는”경우에 인정하고 있다.23) 법원이 합리성의 기 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사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

나,24)일단 법원이 외국 련성의 로 제시하고 있는 ‘당사자의

국 ․주소,물건 소재지,행 지’와 같은 요소는 ‘외국 요소가 있

는 신탁 계’의 개념을 악함에 있어서도 요한 요소가 된다.아

래 Ⅱ에서는 이 에서 다룰 례들을 토 로 간략히 ‘국제신탁’이

문제되는 국면들을 유형화 한다.

Ⅱ.‘국제신탁’의 유형화

신탁의 국제성은 신탁재산의 소재지,신탁 계의 당사자,신탁사

무의 수행지,신탁의 거법 등의 요소들이 외국과 련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이 각 요소들은 단독으로,혹은 첩 으로

외국과 련될 수 있다.

1.신탁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국의 ReFitzgerald사건은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던 여인이

국에 거주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국에서 거주하면서,스코틀랜드

23) 법원 2008.1.31.선고 2004다26454 결 (미간행).

24)석 ,『국제사법해설』,박 사,2013,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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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른 혼인재산계약(marriagesettlement)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한 사안이다.신탁의 내용은 스코틀랜드에 소재하는 13,200 운

드 상당의 상속증권(부동산)과 국에 소재하는 500 운드의

(동산)을 아내를 하여 남편에게 수탁하는 것이었다.법원은 주요

신탁재산인 상속증권(부동산)이 스코틀랜드에 소재한다는 뿐만 아

니라 수익자인 아내의 혼인 거주지가 스코틀랜드라는 스

코틀랜드 증서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되었다는 을 고려하여 스코

틀랜드 법이 모든 신탁재산의 거법임을 확인하 다.25)

2. 탁자‧수탁자‧수익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스 스의 Harrisonv.CréditSuisse 결26)은 미국 뉴욕에서 둘

째 처(妻)와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이,그의 생 에(intervivos)첫

째 처(妻)와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을 수익자로 하여 스 스에 소재

하는 재산을 CreditSuisse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하 는데, 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한 유일한 수증자(legatee)가 된 둘째

처가 신탁행 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이다.이처럼 신탁 계의 당

사자인 탁자 는 수탁자 는 수익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도

신탁의 국제성이 나타난다.

3.신탁사무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

신탁사무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도 있다.신탁사무의 수행지는

수탁자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매우 복합 인 외국 요소

25)ReFizgerald[1904]1Ch.573(C.A.),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의 유효성 등에 한 한

신탁을 하나의 단 (unit)로 취 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이 하나의 거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법리 아래,“당사자들이 500 운드의 을 다른 거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으로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을 들어 스코틀랜드 법(lexloci;the

lawoftheplace)이 모든 신탁재산에 한 신탁의 거법이라고 단하 다.

26)ATF96.Ⅱ.79JT1971.Ⅰ.329.아래 제3장 제1 에서 “신탁의 성질결정에 한 학설”

과 련하여 자세히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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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던 국의 Chellaram vChellaram 사건27)은 “12개의 국가에

등록된 여러 회사의 주식이 인도인 가족을 하여 인도에서 신탁되

었는데,그러한 신탁사무가 나이지리아와 싱가폴에서 수행되었다.

수탁자와 수익자는 모두 인도출신이었으며 특히 수탁자들은 모두

국 법원에 인 할이 있었지만,각각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다.수익자들은 국 법원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한

수탁자를 새로 지정하여 것을 청구하 다”는 사안이었다.이 사

건에 한 첫 번째 결에서 Scott 사는 ‘최 의 수탁자들’이 국

에 하여 요한 연 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신탁사무의 수행지에

한 탁자의 묵시된 의도를 추론하 다.

4.신탁의 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오스트 일리아의 AugustusvPermanentTrusteeCo.Ltd.사

건28)의 사안은 “오스트 일리아에 거주하는 탁자가 자신을 수익

자로 하여 수탁회사에게 신탁(자익신탁)한 재산이 주식과 stock(사

채)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는데,수탁회사는 오스트 일리아 회사

고, 부분의 주식과 stock 한 오스트 일리아에 등록된 것이었다.

그런데 오스트 일리아 법에 의하면 신탁은 구축 을 지하

는 보통법상의 원리를 반하는 것이었고(ruleagainstremoteness

ofvesting),반 로 New SouthWales법(ConveyancingAct.)에 의

하면 허용되는 것이었다.신탁증서에는 New SouthWales법이

신탁의 거법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에도 신탁은 국제성을 가진다.그러나 약 제13조와 련하여,

거법을 제외한 신탁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국가와 련된 때에는

이를 국내 신탁(domestictrust)으로 취 하는 견해도 나타난다.29)

27)두 차례에 걸쳐 결이 있었던 이 사건의 핵심쟁 은 국법원이 할권을 가지고 있는

가 하는 이었다.자세히는 제2장 제3 “ 거법의 객 연결”에서 다룬다.

28)AugustusvPermanentTrusteeCo.Ltd.[1971]124C.L.R.245.자세히는 제2장 제3

“ 거법의 선택”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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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Preamble)

이 약의 체약국들은,신탁이 보통법계의 형평법원에서 발 하

고 다른 법계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계수한 특이한 법제도라는

을 고려하여,신탁의 거법에 한 일반 인 규정들을 정립하

고 신탁의 승인에 하여 가장 요한 쟁 들을 해결하기 하

여, 약이 효력을 발휘할 것을 결의하고,아래와 같은 규정들에

동의하 다.

제1조

이 약은 신탁의 거법을 정하고 한 신탁의 승인을 규율한

다.30)

제2장 헤이그 신탁 약

제 1 총 설

Ⅰ.개 설

1. 약의 채택 경 와 황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ConferenceonPrivateInternational

Law)는 1980년 14차 회기에서 신탁을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

다.이후 3차례의 특별 원회를 거치면서 신탁의 거법과 승인

에 한 약 안을 마련하 고,1984년 10월에 열린 제 15차 국제

사법회의 회기에 심의를 거쳐 약안으로 채택하 다.31)신탁 약은

29)제2장 제4 “회피조항(제13조)”참조.

30)이하에서 신탁 약 제1조 내지 제21조의 해석은 石光現 (註 4),584면 내지 587면 상의

국문시역을 기본으로 한다. 국문시역을 기 로 하되,필요에 의하여 변경한 부분은 각

주로 따로 표시하 다.지면을 빌려 국문시역의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석 교수

님께 감사의 말 을 올린다.참고할 수 있는 다른 국문 번역은 洪裕碩 (註 3),770면 이

하의 번역본이 있다.

31) 약의 채택 경 에 하여 자세한 내용은 AlfredE.vonOverbeck,『Explanatory

Reportonthe1985HagueTrustsConvention』,1985,para.1내지 10참조.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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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일 국,호주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발효되었고 재

신탁 약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캐나다(주 부분),키

로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몰타,모나코,네덜란드, 국(맨 섬,

지 섬 등을 비롯한 해외 속령 다수 포함)등의 국가가 있는데, 륙

법계 국가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그리고 스 스까지 가입한 이

특기할 만하다.32)

2. 약의 구성

헤이그 신탁 약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된 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그 내용을 보면,ⅰ)서문(preamble)과 약의 범 (제I장,

제1조～제5조),ⅱ)국제신탁의 거법(제Ⅱ장,제6조～제10조),ⅲ)

국제신탁의 승인(제Ⅲ장,제11조～14조),ⅳ)일반조항(제IV장,제15

조～25조),ⅴ)최종조항(제V장,제26조～32조)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조문별로 조문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각

조문별로 계되는 국제신탁상의 쟁 들을 각국의 실질법을 고려하

여 검토할 것이다.다만,최종조항에 한 검토는 이 의 목 과

분량에 비추어 생략한다.

Ⅱ. 약의 목

1. 약에 반 된 상이한 이해 계

인 해설보고서는 특히 약의 성안에 참여하지 않은 이에게 약을 설명하기 한 것

으로서, 약의 각 조문의 가장 요한 측면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약이 채택된

15차회기와 특별 원회의 심의내용에 기 하여 자세한 해설을 더하기도 한다.그러므로

많은 문헌에서 약의 해설을 한 1차 자료로 활용되었다.이하에서는 간단히 ‘보고서’

라 칭한다. 문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홈페이지 신탁 약의 간행물항목

http://www.hcch.net/index_en.php?act=publications.details&pid=2949&dtid=3에서 찾아볼

수 있다.

32)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status&cid=59에서 가입국의 황을

볼 수 있다.미국과 랑스는 약에 서명하 지만 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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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약 제1조의 문면상 드러나는 약의 목 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제신탁의 거법을 정할 규범을 두는 것이고,다른 하

나는 신탁의 승인을 규율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문면상의 목 을

검토하기에 앞서, 약의 성안과정에서 드러난 법계의 립을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탁제도를 둔 국가들(주로 보통법계의 국가들)로서는,우선 약

을 통해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 신탁을 인정받고 그에

합한 효력을 승인받는다는 가장 우월하고 분명한 이익이 있었다.33)

둘째로,신탁제도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호간에 신탁법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그에 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 한 매우

유용한 의미가 있었다.34)신탁 약 이 에는 보통법상 국제신탁의

유효성과 신탁사무에 한 거법에 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었으

며 거법 결정기 에는 상당한 불명확성이 존재하 다.35)

이와 달리 신탁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신탁의 거

법과 승인에 한 약을 둘 이익이 분명치 않았다.오히려 신탁이

륙법계의 물권(realrights)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에서는 신

탁에 해 방어 인 태도를 취할 필요도 있었다. 륙법계 국가들에

서는 신탁 약이 법률가들에게 신탁의 구성요소를 제시해 다는

‘교육 (pedagogic)기능’만이 있을 뿐이었다.36)신탁제도에 하여

실질법을 두지 않은 국가에서는,당연히 기존에 신탁에 한 규

범 한 두지 않고 있으며 국제신탁에 한 사건들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므로,37)신탁의 거법과 승인에 한 상세한 규범을 둘 필요

33)L.Thévenoz,「Purpose,contentandimplementationoftheHagueConventionon

Trusts : Contracting States' room for manoeuvre」,『Das Haager

Trust-ÜbereinkommenunddieSchweiz』,Zürich:Schulthess,2003,p.7.

34)보고서,para.14.

35)M.Lupoi,『Trusts:A comparativestudy』,CambridgeUniversityPress,2000,p.

331.신탁은 보통법계에서 통 으로 국제사법 교과서에서 단지 재산(property)부분의

하 역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한다.T.M.Yeo,『Choice ofLaw forEquitable

Doctrines』,Oxford,2004,p.185참조.

36)M.Lupoi(註 35),p.328.

37)보고서,para.14.;M.Lupoi(註 35),p.3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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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38)

신탁 약에 한 이와 같은 이해 계의 차이는 많은 국면에서 쟁

을 불러일으켰다.특히 신탁 약이 다루는 신탁의 개념과 범 ,

신탁의 승인과 그 제한에 한 규정들을 정함에 있어서 요한 변

수로 기능하 다.그러므로 신탁 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약에

명시된 목 약에 한 고 인 해석학에 따른 결론과 함께

와 같은 양 법계의 차이와 립도 고려하여야 한다.39)

2. 규범의 결정

신탁 약은 신탁 반에 한 단일한 국제사법을 제공한다.종래

각국의 례법에 의하여 불분명하게 형성되었던 신탁의 국제사법을

통일함으로써 법 확실성을 제고하고,국제 신탁거래와 신탁펀드

에 한 투자,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의 수익자 보호를

진할 수 있게 되었다.40)1980년 이후 국제신탁이 격히 발 하는

데 있어서,신탁 약은 매우 강력한 매가 되었던 것이다.

3.신탁의 승인

가.신탁 승인의 개념

여기서의 ‘승인(recognition)’이란 거법을 용한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다는 뜻으로서41),외국재 의 효력이 국내에서도 미친다는 것

을 인정하는 ‘외국재 의 승인(recognitionofforeignjudgements)’

에서의 승인 개념과 구별된다.42)신탁 약상의 승인에 한 규정은

38)J.Harris,『TheHagueTrustsConvention』,Oxford-PortlandOregon,2002,p.100에

의하면 신탁에 한 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은 다양하고 창의 인 방법으로 국제 신

탁소송을 해결해 왔는데,스 스의 경우 신탁을 일종의 회사로 취 하여 회사에 한

규범을 용해 왔다는 것을 로 들고 있다.

39)M.Lupoi(註 35),p.327.

40)L.Thévenoz(註 33),p.6.

41)洪裕碩 (註 3),7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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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의 거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이 체약국 내에서 어떠한 효력

을 갖는가에 하여 기 을 제공한다.43)

그 다면 신탁 약 상 ‘승인’이라는 개념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일반 인 국제사법 이론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법을 거법으

로 지정하는 것은 당해 거법을 용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거법의 지정과 거법 용의 효과로서의 승인을 구별하여 악할

필요는 없다.44)그러나 신탁은 혼인이나 물품매매계약과 같이 모든

국가에 익숙한 제도가 아니라,많은 륙법계 국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다.그러므로 륙법계 국가에서는 어떠한 신탁이 신탁

약에 따른 거법을 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효력을 발휘해야

만 한다는 것이 당혹스러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신탁 약에서는,우선 신탁의 승인이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그로 인

하여 신탁의 어떠한 효력이 발휘되는가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제11조 제12조),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이 신탁의 승인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제13조,제15조).45)요

컨 신탁 약상의 ‘승인’은 신탁이 세계 으로 통용되는 법제도

가 될 수 있도록 하기 해 필수 인 법개념인 동시에,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이 신탁을 수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곤란

함을 완화하기 한 장치이다.

나. 약에 의하여 승인되는 신탁의 범 46)

약 제1조에 한 안에서는 ① 체약국의 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에 한하여 승인을 하도록 하는 안과,② 체약국이 승인하여야

할 신탁의 거법(과 그에 따른 신탁)에 제한을 두지 않는(coverall

trusts)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륙법계 국가들은 ①안과 같은

42)J.Harris(註 38),p.101.

43)Ibid.,pp.101-102.

44)澤木敬郞 /池原李雄 (編),『國際信託の 實務と 法理論』,有斐閣,1990,166면.이는 石

光現 (註 4),559면에서 재인용.

45)보고서,para.29내지 31.

46)이하의 내용은 보고서,para.32내지 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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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이 약의 목 상 신탁이라는 용어는,어떤 자,즉 탁자

가 ―생 47)에 혹은 사망 시에― 수익자의 이익을 하여 는

특정한 목 을 하여 자산을 수탁자의 지배하에 둔 때에 설정48)

되는 법률 계들49)을 말한다.

[제2항]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a)재산은 별도의 기 을 구성하고,수탁자의 고유재산의 일부

가 되지 않는다.

b)신탁재산에 한 권리는 수탁자 는 수탁자를 신하는 타

인의 명의로 존재한다.

c)수탁자는 신탁의 조건 는 법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특별

한 의무에 따라 자산을 운 하고,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그에 하여 책임을 진다.

[제3항] 탁자가 일정한 권리 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과,수탁

자가 스스로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신탁의 존재

와 반드시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을 두는 것을 선호하 다.그러나 개인들의 국제 계를 진

한다는 신탁 약의 목표,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을 배려한 조

항들,그리고 승인의 상을 제한하는 것의 기술 인 어려움이 고려

되었다.결국 표결에 부쳐 두 번째 안이 채택되었다.그 신 유보

를 허용하기로 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규정이,‘어떤 체약국이든지

그 유효성이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신탁에 하여만 승인

에 한 규정을 용하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는 제21조이다.

제 2 약의 범 (Scope)

Ⅰ.신탁의 개념 (제2조)

47)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intervivos’를 ‘생존자간에’라고 번역하고 있으나,'inter

vivostrust'를 ‘생 신탁’이라고 번역하는 를 참고하여 시기를 가리키는 문맥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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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론 -특징의 나열방식과 “ShapelessTrust”

신탁 약 제2조는 신탁의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몇몇 핵심

특징(KeyCharacteristics)들을 나열하여 신탁을 설명하고 있다.신

탁 약은 자족 이고 한정 인 신탁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므

로,어떠한 법률 계가 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단하는 법원에

서 결정하여야 한다.50)이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우선,신탁의 유

형이 매우 다양하고 보통법계 국가들에서 내리는 정의 한 다채로

워서 신탁을 일의 으로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이

다.51)그러나 특징의 나열방식은 의도 으로 채택된 것이기도 하다.

즉 서문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신탁 약의 바탕이 되는 신탁은 비

록 ‘보통법상의 특이한 법제도’이기는 하지만,소유권의 분열 형

평 소유권의 념에 기 하지 아니한 륙법계의 신탁제도까지

신탁 약의 범 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52)

이처럼 신탁의 핵심 특징들을 나열함으로써 느슨하게 신탁을

설명하는 방법은 륙법계의 제도까지 신탁의 범 에 포함할 수 있

다는 에서 기능 장 이 있다.그런데 이에 하여는 신탁의 원

형인 미 신탁의 특징들을 모두 반 하지 못하면서도53),반 로 신

탁의 개념에 한 충분한 기 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제도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핵심은 결여된 반면 많은 제도들이 약

상의 지표에 부합하는”,이른바 “무정형의 신탁(ShapelessTrust)”을

한 용어라고 단되는 ‘생 에’로 번역하 다.

48)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creat'를 ‘창설’로 번역하고 있으나,'creation'을 ‘설정’이라

고 번역하는 이 에서의 일 성을 하여 ‘설정’이라고 번역한다.

49) 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relationships'를 ‘법률 계’로 번역하고 있으나,

'relationships'와 같이 복수 형태로 규정한 것도 약이 의도한 바이므로,‘법률 계들’이

라고 복수형으로 번역하 다.

50)보고서,para.36;J.Harris(註 38),p.116;M.Lupoi(註 35),p.338.

51)보고서,para.37.

52)J.Harris(註 38),p.104.

53)그 로서,수탁자의 의무를 충실의무의 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탁자로부터 수

탁자로의 신탁재산의 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포기하 다는 등을 든다.M.Lupoi

(註 35),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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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말았다는 견해가 있다.54)즉 제2조는 신탁에 유사한 제도

들(analogiesstructurelles)이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신탁 약이

용된다는 과 그 요건이 되는 특징․지표들을 륙법계의 법률

가들에게 안내하기 한 규정인데,비교법 연구의 부족으로 말미

암아 그러한 교육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은 물론 보통

법상의 신탁제도와의 련성까지 희박해 졌다는 것이다.55)이 견해

는 제2조에서 신탁을 이와 같이 범 하게 규정함으로써,제5조,

제6조,제7조와 같은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탁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국가’란 매우 희귀한 것이 되고 조항들 한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지 한다.56)

“무정형의 신탁(ShapelessTrust)”개념은 제2조가 내포하고 있는

모호함을 지 하는 한도 내에서는 타당하다.그러나 신탁 약은 나

름의 분명한 ‘신탁’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신탁 약이 ‘탁

자로부터 수탁자에 한 재산이 ’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요건까지

포기하 다고 볼 수는 없으며,소유권의 분열개념이나 신임 계

의 개념을 포기한 것은 륙법계에서도 약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한 부득이하고도 타당한 결론이다.신탁 약은 어도 신탁

은 최소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이 분리된 재산구조를 가

져야 한다”는 핵심 념은 분명히 유지하고 이를 강조하 다.

Kötz교수는 신탁 약상 ‘신탁’개념에 포함되는 륙법계의 유사제

도는 그것이 기능 으로(functionally)뿐만 아니라 구조 으로

(structurally)신탁과 유사하여야 하며,그러한 구조 측면은 주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의 재산을 구성할 것’을 의미

한다고 하는데,이는 타당한 지 이다.57)신탁의 개념을 이와 같이

54)M.Lupoi(註 35),pp.340-341.J.Harris(註 38),p.113도 참조.

55)M.Lupoi,「TheHagueConvention,theCivilLaw andtheItalianExperience」,

『TrustLaw International(Vol.21,No.2)』,Bloomsbury Professional,2007,pp.

80-81.

56)M.Lupoi(註 35),p.340.

57)HeinKötz(ed.D.Hayton),「TheHagueConventionontheLawApplicabletoTrusts

and Their Recognition」,『Modern InternationalDevelopments In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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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신탁, 라틴아메리카의

fideicomiso,캐나다 퀘벡 주의 fiducie,룩셈부르크의 ‘fiduciary

contract(contratfiduciaire)’는 신탁의 개념에 포함된다.58)그리고

독일의 Treuhand는 탁자로부터 직 이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의 재산을 구성한다는 례 법리에 따라 제한 인

범 에서 신탁 개념에 포함된다.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양수인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 유형의 소유권의 이 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네덜란드의 ‘Bewind’에 따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일부

로 속하게 되며,따라서 Bewind는 기능상 신탁에 유사한 제도일 뿐

신탁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Bewind에 하여는

제11조에 한 설명에서 후술).

2.일반개념 (제1항)

가.법률 계들(legalrelationships)

신탁 약은 특별 원회가 미의 신탁개념에 기 하여 제안한 “신

임 계들(Fiduciary relationships)”라는 문구 신 “법률 계들

(legalrelationships)”이라는 문구를 채택하 다.결과 으로 신탁

약에는 신탁의 신임 측면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59)한편,

신탁 약은 ‘legalrelationships’라고 하여 법률 계를 복수로 규정하

고 있는데,단수(수탁자와 수익자의 계)로 규정하는 경우 복잡한

법률 계를 단순한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60)

나.지배(Control)의 이

제2조 제1항이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을 내포하고 있는

KluwerLawInternational,1999,p.40;J.Harris(註 38),p.105도 이를 지지한다.

58)HeinKötz(ed.D.Hayton)(註 57),p.40 J.Harris(註 38),p.104참조.

59)보고서,para.40은 이러한 결과가 륙법계 국가의 반 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그러

나 M.Lupoi(註 35),p.336은 국에서도 그러한 표 에 반 하 다고 한다.

60)보고서,par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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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하여는 견해가 나뉜다.Overbeck 교수는 약이 안의

“Havetheeffectofplacingassetsunderthecontrol…”라는 문구

신 “Whenassetshavebeenplacedunderthecontrol…”을 채택

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한 이 이 신탁 성립의 선행조건

이 된다는 을 분명히 하 다61)고 본다.그러나 Lupoi교수는 신탁

약의 의도 으로 단지 “지배(control)의 이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신탁재산의 이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62)비록 제2

조 제1항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가 탁자로부

터의 신탁재산 이 을 선결문제로서 분명히 시하고 있으므로,신

탁 약에서 ‘신탁’의 성립을 해서는 신탁재산의 이 이 필수 이

다.

한편, 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경우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

므로 신탁선언의 경우도 신탁 약의 상이 된다.63)

다.목 신탁

목 신탁이란 수익자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목 을 하여 설

정하는 신탁을 말한다. 미의 통 인 신탁법 이론은 공익목 이

아닌 한 목 신탁은 수탁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

익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본다.64)그러나 신탁 약을 포

함하여, 신탁법리는 목 신탁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

61)보고서,para.43.L.Thévenoz(註 33),p.14;Dicey,Morris&Collins,『TheConflict

ofLaws(15th)』,Sweet&Maxwell,2012,p.1487도 동지.

62)M.Lupoi(註 35),p.334,339.P.Panico(註 3),p.74도 신탁 약의 문언상 반드시 수

탁자에 한 재산의 이 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룩셈부르크의 ‘fiduciary contract

(contratfiduciaire)’와 같이 제3자의 이익을 한 계약 합의도 ‘신탁’으로서 승인될 수

있다고 한다.

63)J.Harris(註 38),p.106;M.Lupoi(註 35),p.335.

64)법무부 (註 3),12면 ;M.Lupoi(註 35),p.123.그러나 통 인 이론에서도 ① 묘지의

조성과 유지를 하거나,특정한 동물을 기르기 한 신탁(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지 아니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이나,② 컨 어떤 회사의 직원들을 한 스포츠센터를 건

립하기 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직간 으로 이익을 받

으면서 수탁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례에 의해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M.Lupoi(註 35),pp.123-1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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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3년 신탁법리스테이트먼트 제3 (Restatement (Third) of

Trust,이하에서 “신탁법리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는 버뮤다 제도

에서 신탁법이 목 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자산유동화의 도구로

서 신탁을 이용하기 쉽게 된 것에 향을 받아 목 신탁을 유효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 으며,65)유럽신탁법원칙도 목 의 진을

한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제1조 제1항).

한편, 국에서 TheElizabethanstatuteof1601(CharitableUses

Act)의 서문에 기 하여 발 한 ‘자선신탁(CharitableTrust)’66)은

목 신탁의 일종이나,그 법리는 상당히 복잡하며,우리 신탁법상의

‘공익신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상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특히,

빈민의 부조를 한 신탁은 언제나 자선신탁으로 받아들여지나(설령

그 빈민이 탁자의 친척인 경우에도 그러하다),공공의 이익을 달

성하기 한 목 , 컨 ‘일반 의 건강과 복지,생활스포츠의

증진을 한 신탁’이나 ‘법의 제정․개정 등 정치 목 의 신탁’은

자선신탁으로 취 되지 않는다는 은 특이하다.67)

3.신탁의 핵심 특징 (제2항)

신탁 약은 특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별개의 기 을

65)법무부 (註 3),12면.목 신탁은 기업연 신탁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수취

하는 자가 다수인 신탁에서 수취자의 확정 변경이 용이하고,수익증권의 양도가 용이

해져 다수에게 신탁재산에 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의 수단으로도

신탁이 가능해진다는 에서 유익하다.

66) 이는 자선신탁 제도의 연 기원이 되었던 The Elizabethan statute of

1601(CharitableUsesAct)의 서문에서 ‘노인,무력자(impotent)와 빈민의 부조를 한’목

의 신탁이 설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자선의 목 ’은 례법을 통하여 형

성되었기 때문이다.‘자선의 목 ’은 법에서 시한 노인,무력자와 빈민의 부조를 한

목 에 상응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왔다.그 밖에 구권 지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에 의한 신탁증서의 개정(cy-près)등 특이사항에 한 자세한 설명은 M.Lupoi

(註 35),pp.127-129참조.

67)반 로,미국의 통일신탁법 (Uniform TrustCode2000)은 ‘빈민의 부조,교육과 종교의

발 ,건강의 증진,정책 목 기타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한 목 (제405조 제1

항)’의 신탁이 CharitableTrust라고 하여 자선신탁의 ‘목 ’은 우리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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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는 을 강조하고자 하 고,이는 제2항 a)에서뿐만 아니라

신탁의 승인에서도 요한 요소로 나타난다(제11조 제2항).68)b)는

신탁재산에 한 권리가 반드시 수탁자에 의하여 보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수탁자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에 의하여도 보유될 수

있다는 을 분명히 한다.69)c)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의 권한과

의무를 히 이행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하기 한

것이다.70)

4. 탁자의 권한 유보와 수탁자의 수익자 지 겸병 (제3항)

가.일반론

제3항은 비록 실무상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71), 탁

자가 권한과 의무를 유보할 수 있고 수탁자가 ― 다만,단독으로 수

익자가 될 수는 없다 ―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

다.72)이 규정은 일반 원리를 제시해 주는 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규정이다.그러나 탁자가 신탁의 유효성에 험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법하게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의 범 에 하여 신탁 약

이 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73),상당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

킨다는 지 도 있다.74)

나.Sham Trust의 문제

1)Sham Trust의 개념

만약 수탁자의 신탁사무에 한 결정권이 모두 탁자에게 유보

68)보고서,para.44.

69)J.Harris(註 38),p.108.

70)보고서,para.46.J.Harris(註 38),p.109도 이를 지지하면서,다만 약이 ‘구에

하여’책임이 있다는 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수탁자가 탁자에 하여도 책임

을 부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71)보고서,para.47.

72)J.Harris(註 38),p.110.

73)P.Panico(註 5),pp.64-65.

74)M.Lupoi(註 35),pp.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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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으로서, 탁자가 실질 으로 신탁을 지배(control)하고 수

탁자는 단지 탁자의 꼭두각시(puppets)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은 신탁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무효가 된

다.75)이와 같이 탁자가 실질 으로는 신탁을 설정할 의사 없이

신탁의 외형만을 빌리는 경우를 일컬어 ‘Sham Trust’76)라고 한다.

어떠한 신탁이 sham trust라는 주장은 탁자의 배우자,상속인(특

히,유류분권자) 는 그의 채권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

며77),이들의 sham trust주장이 성공하는 경우 그 신탁은 무효가

되어 신탁재산은 탁자에게 복귀하게 된다.78)어떤 신탁이 sham

trust에 해당한다는 것은 수익자의 수익권에 향을 미치고,수탁사

업자에 한 규제를 래하며, 리 거래의 안 을 해할 수 있으므

로 법원은 sham trust를 상당히 신 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

다.79)

2)‘Sham Trust’법리의 신탁 약상 지

Sham trust와 제15조 제1항 e)에서 다룰 ‘재산보호신탁(Asset

protectionTrust)에서의 채권자 보호’상당한 유사성을 가지며 보통

소송상 함께 주장되기도 하지만,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

75)뉴질랜드의 ReReynolds[2008]3NZLR45(CA) 결 참조.

76)Sham Trust는 크게, 탁자가 핵심 인 신탁사무에 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거나 수

탁자로부터 일부 기능을 임받는 형태의 ‘administrativesham’과 그 밖에 법규정에 따

라 신탁의 철회,변경,신탁으로부터의 수익,신탁재산에 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유보하는 형태의 ‘formalsham’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P.Panico(註 3),pp.34-35

참조.Sham trust를 지칭하는 우리 법의 용례가 국내 문헌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shamtrust를 그 로 사용키로 한다.

77)P.Panico(註 5),p.33;S.Collins,etal.,『InternationalTrustDisputes』,Oxford

UniversityPress,2012,p.71.

78)S.Collins,etal.(註 77),p.73.반 로 공모하지 않은 수익자에게 수익의 분배가 이미

이루어지는 등 선의의 제3자와 법률 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종의 반언(estoppel)의

원칙에 shamtrust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Hitchv.stone[2001]STC214참조.

79)P.Panico(註 5),pp.50-51.뉴질랜드의 ReReynolds[2008]3NZLR45(CA) 결은

단지 탁자의 의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탁자와 수탁자가 단지 신탁의 외형만을

형성하는 데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면서,이를 통해 거래의 측가능성을 확

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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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약은 임의로 설정되고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신탁에만

용된다.

다.80) 자는 거래의 당사자에게 신탁을 설정할 의사(intention)가

결여되어 신탁구조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에 본질이 있

으며,후자는 수탁자에 한 재산이 의 사기 성격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이 무효가 됨으로써 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에 본질

이 있다.81)어떤 신탁이 sham trust의 법리에 따라 그 유효성을 달

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신탁 약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확정된

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약 제8조 제1항).82)sham trust는

우리 법상 극단 인 형태의 수동신탁83)으로서 ‘명의신탁’에 근 한

개념으로 보인다.84)

Ⅱ.임의신탁과 서면에 의해 증명되는 신탁 (제3조)

1.임의신탁

‘임의신탁(voluntarytrust)’은 신탁 약에서 창안된 신탁의 유형이

다.85)이는 통 인 명시신탁(expresstrust)의 개념보다는 더 넓은

80)S.Collins,etal.(註 77),p.73.이를 보여주는 로서 MidlandBankvWyatt[1997]1

BCLC242 결이 있다.

81)재산보호신탁 제도의 신탁 약상 지 에 하여는 제15조 제1항 e)의 해당 부분에 서

다룰 것이다.

82)S.Collins,etal.(註 77),p.484.

83)수동신탁이란 통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이 될 뿐 신탁재산의 리방법에 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수익자, 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리․처분 등을 하는 신탁

을 의미한다.법무부 (註 3),13면 참조.

84)李重基,『신탁법』,三宇社,2007,248면 참조.그러나 탁자와 수탁자 내부 계에서도

실질 인 신탁재산 이 의 합의가 있다는 에서 내부 계에서 명의 여자가 소유권을

유보하는 명의신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85)M.Lupoi(註 35),p.341.네덜란드 표는 임의신탁이라는 유형을 형성하는데 반 하면

서,‘명시 으로 설정된 신탁(expresslycreatedtrus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

하 다고 한다.Lupoi교수는 문헌에서 ‘voluntarytrust’ 신 ‘expresslyestablished

trusts'라는 표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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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서,최소한 탁자의 의사가 반 된 신탁일 것을 요구한

다.86)그러므로 탁자의 의사와 무 하게 설정되는 법률상의 신탁

(StatutoryTrusts, : 국법상 사망자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에 재산의 매각을 하여 형성되는 신탁87))과 의제신탁88)과 같은 사

법상(司法上)의 신탁(JudicialTrusts)에는 약이 용되지 않는

다.89)법률의 규정 는 법원의 결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의 이행

을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나,신탁의 일부에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법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법률상의 신탁이나

사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90)복귀신탁(resultingtrust)

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도 자동 복귀신탁은 임의신

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91) 약 제20조에 따르면 체약국은 선언

에 의하여 사법상의 신탁 ― 법률상의 신탁은 유보의 상이 아니

다92)― 을 약의 용범 에 포함시킬 수 있다.

86)J.Harris(註 38),p.125.

87)AdministrationofEstatesAct1925제33조.그러나 이를 법률상의 신탁이라고 보는 M.

Lupoi(註 35),p.341;J.Harris(註 38),p.126과는 달리 D.Hayton,「The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36)』,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andComparativeLaw,1987,p.266에서는 임의신탁이라고 주장하므로,어

떤 것을 법률상의 신탁이라고 볼 것인지에 하여도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8)Dicey,Morris&Collins(註 61),pp.1519-1521에 의하면,의제신탁과 복귀신탁에 하

여는 소인(訴因,causeofaction)의 거법에 따른다고 하면서,의제신탁은 부당이득의

맥락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그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거법에 따른다고 한다.

89)법률상의 신탁과 사법상의 신탁을 원칙 으로 약의 용범 에서 배제하는 이유에

하여는 제20조에 한 설명 참조.

90)보고서,para.49 J.Harris(註 38),p.125참조.명시신탁이 법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그 임의성을 유지한다.보고서,para.50.

91)보고서,para.51;AdairDyer& HansvanLoon,『ReportonTrustsandAnalogous

Institutions』,Permanentbureauoftheconference,1984,para.110( 보고서에서 재

인용);J.Harris(註 38),p.126.참조.복귀신탁 신탁의 설정이 효력이 없거나 완성

되지 아니하여 수탁자가 지배하는 경우에도,당사자들이 거래에 돌입하려는 의사가 있었

으며 그러한 결과를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신탁 약이 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T.M.Yeo(註 35),pp.187-188참조.반 로 추정 복귀신탁에는 신탁설정에

한 의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92)L.Thévenoz,『TrustsinSwitzerland:RatificationofTheHagueConventionon

TrustsandCodificationofFiduciaryTransfers』,Zürich:Schulthess,2001,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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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 약은 유언 는 그 밖에 자산이 수탁자에게 이 되는 원인

이 되는 행 의 유효성95)에 한 선결문제에는 용되지 아니한

다.

2.서면에 의한 증명

신탁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될 것은 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

식 요청이다.이는 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탁자에 의사에 한

다툼을 이고 특히 신탁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에서의 승인을 진

하기 한 것이다.93)이는 반드시 신탁이 신탁증서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탁자의 구두에 의한 신탁설정을 수탁

자가 서면에 복기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의 설정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94)

Ⅲ.선결문제 (제4조)

1.로켓(Rocket)과 발사 (RocketLauncher)이론

신탁 약은 신탁의 개시(inception)이 과 신탁이 개시되어 법

으로 작용하는 단계를 구별하여,이미 설정된 신탁에 용범 를 한

정하고 있다.이러한 신탁 약의 용구조는 흔히 ‘로켓(rocket)과

발사 (rocketlauncher)’로 비유되어 설명된다.‘로켓’으로 비유되는

신탁은 언제나 유언이나 증여 그 밖에 로켓을 발사하기 한 법

93)J.Harris(註 38),p.125.

94)보고서,para.52.이와 달리,J.Harris(註 38),p.125는 신탁증서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

으나 어도 탁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95)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validityofwillsorofotheractsbyvirtueofwhich

assetsaretransferredtothetrustee’를 ‘유언, 는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 하는 기타

행 의 유효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유언’과 ‘기타 행 ’가 모두 수탁자에 한 자산

이 의 원인이 되는 행 라는 을 강조하기 하여 ‘유언 는 그 밖에 자산이 수탁자

에게 이 되는 원인이 되는 행 의 유효성’이라고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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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필요로 하는데,그러한 선결 행 는 ‘발사 ’로서 약의

용범 밖에 있다는 것이다.96)신탁 약은 ‘자산이 수탁자에게 이

되는 원인이 되는 행 의 유효성’을 선결문제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행 의 로서 유언을 들고 있다.97) 거법의 용에 의

하여 신탁의 성립에 필수 인 조건인 신탁재산의 이 이 무효가 되

는 경우,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더 이상 약의 용이

문제되지 아니한다.98)

2.‘선결문제’를 구별하는 기

가.선결문제의 기본개념

‘선결문제(preliminary issue)’와 신탁 약의 용범 내에 있는

신탁의 문제를 가려내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99)학자

들에 따라 다소 표 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우선 ‘선결문제’란 신

탁의 성립 원인이 되는 유언 그 밖의 행 의 유효성에 향을 미치

는 련자의 행 능력,처분권한,재산이 에 한 형식 ․실질

요건 등의 쟁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재산의 처분

에 용될 규정은 선결문제이며,신탁의 형성가능성(abilitytocreate

atrust)에 특별히 향을 주는 규정은 약의 용범 내에 있다”

라고 하면서 능력(capacity)이나 방식(方式,formalrequirements)에

한 것은 선결문제로,신탁증서에 포함된 조항의 유효성이나 작용

96)보고서,para.53.

97) 국법에 의하면 신탁은 탁자의 신탁의도(intention),수익자 신탁을 통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추상 ․상업 목 (objects),신탁의 상인 신탁재산(subjectmatter)이 특

정되어야 하며,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 (transfer)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그러므

로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탁자나 수탁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 등록되거나 유언장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되어야 하며,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ownershipof

theproperty)이 수탁자에게 이 되어야 한다.IndianTrustAct1882제5조 제6조.이

러한 신탁의 성립요건을 보면 제4조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98)보고서,para.54.

99)J.Harris(註 38),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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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에 한 것은 약이 용되는 범 로 취 될 것이라는

견해100)나,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 수탁자에 한 재

산이 으로써 신탁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것이라면 선결문

제로서,신탁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것이라면 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는 견해101)는 이러한 입장을 제로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 명백하게 선결문제로 취 되는 로는 ① 생

신탁에서 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하는 능력(capacity),

② 생 신탁에서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 이 의 형식 ․실질

유효성(신탁재산의 귀속을 완성하기 한 요건, 컨 등기에 한

쟁 을 포함한다),③ 신탁을 설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능력(capacity)이나 유언의 방식(formalrequirements)의 수,

④ 탁자의 신탁재산에 한 권리(처분권)유무에 한 쟁 과 ⑤

생 신탁에서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 처분과 제3자에 한 신탁재

산 처분 사이의 우선순 에 한 쟁 에 해당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102)

나.‘취소할 수 있는 처분행 ’의 포함 여부

신탁재산의 처분행 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이를 신탁 약의

선결문제로 취 할 것인가 아니면 신탁 약의 용범 (특히,제15

조와 련하여)내에 둘 것인가.사실 이에 따라서 실질 으로 련

100)S.Collins,etal.(註 77),p.10참조. 문헌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유류분(forced

heirship)을 로 들어 설명한다.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허용

되지 아니하는 법제 하에서,유류분을 침해하는 신탁 재산의 이 이 있는 경우에 그 유

효성은 선결문제로 취 될 가능성이 높지만,반 로 유류분의 효과가 제한 이어서 유

류분을 침해하는 생 신탁을 허용하고 탁자의 사망 시에 이르러서야 유류분권이 기능

을 하게 되는 법제 하에서 그 때 제기되는 ‘신탁의 유효성’문제는 약의 용 범 내

에 있다. 련하여,유류분권에 한 제15조 제1항 c)에 한 설명 참조.

101)J.Harris(註 38),p.153.

102)G.Thomas& A.Hudson,『TheLaw OfTrusts(2nd)』,OxfordUniversityPress,

2010,p.1185 p.12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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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쟁 에 용될 거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

나103),체계상 의미와 효과는 크다.체계상 선결문제로 취 하는 경

우 취소에 의하여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 되지만,신탁

약의 용범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하여 체약

국의 법원이 련된 쟁 과 련하여 신탁효과의 승인을 거부하게

될 뿐이다.Hayton교수는 신탁이 그 자체로 무효(void)가 되는 경

우에는 선결문제로,취소할 수 있는 경우(voidable)에 불과한 경우에

는 제15조의 용 역으로 본다.104)이와 달리 Harris교수는 수탁자

에 한 재산의 이 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voidable)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결문제로 취 하

여,선결문제의 범 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105)생각건 선결문

제라는 것은 문제되는 쟁 이 신탁재산의 이 과 련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시기 으로도 유효성 여부가 종국 으로 신탁의 성

립 시 에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볼 것이다.취소의 효력

이 소 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취소권자가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

부는 불확정 이므로 그 유효성 여부가 신탁의 성립 시 에 결정되

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신탁의 성립 이후에 취소권의 행사에 의

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탁이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 것으로 보고(launchedinthefirstplace)신탁 약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개개의 선결문제의 내용과 쟁 을 간단히 살펴보고,

선결문제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권 지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와 구축 지원칙(ruleagainstaccumulation)의 지

에 하여 검토할 것이다.

103)선결문제로 악하든 혹은 취소의 원인을 제공하는 제 15조 상의 강행법규로 이해를

하든, 련 쟁 에 하여 법정지의 고유한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거법이 정하여진다

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컨 선결문제인 ‘재산이 의 유효성’에 하여든 ‘소유

권의 이 ’에 한 제15조 상의 강행법규든 거법이 ‘물건의 소재지법(lexsitus)’에 의할

것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4)D.Hayton(註 87),p.278.

105)J.Harris(註 38),p.361참조.



- 35 -

3.선결문제의 내용과 쟁

가.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신탁재산의 이 이란 법 권리(legaltitle)의 이 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신탁이나 국법상 형평법상 권리(equitabletitle)를 알지 못

하는 국가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다.106)수익자가 취득하는 형평법

상의 권리는 약 제8조 제2항 g)에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

률 계로 취 되어 약의 용을 받는다.107)신탁재산의 이 에

한 유효성이란 실질 유효성과 형식 유효성,즉 방식(方式)의 문

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컨 양도증서(instrument of

transfer)의 방식도 재산이 에 한 고유한 거법에 따른다.108)

나.유언에 의한 신탁재산의 양도

약은 신탁재산의 양도증서의 한 로서 유언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유언신탁에서도 가 항의 설명은 기본 으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유언이 그 실질과 방식에 있어서 유효한가,109)혹은 신탁

재산의 법 소유권이 유언에 의하여 이 되었는가의 여부는 유언

과 상속에 한 거법(lexsuccessionis)에 따른다.110)수탁자에

한 재산이 이 유언자의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기가 지난 후에 이

106)G.Thomas&A.Hudson(註 102),p.1194.

107)J.Harris(註 38),p.24.

108)보고서,para.55.참조.신탁 자체의 형식 유효성은 신탁의 거법에 따른다.보고서,

para.82-83.

109)유언의 형식 유효성은 유언자의 유언능력,유언의 철회여부 등의 쟁 까지 포함한다.

E.I.Sykes& M.C.Pryles,『AustralianPrivateInternationalLaw』,TheLaw Book

Company,1991,pp.712-713.

110)J.Harris(註 38),p.47.아울러 국의 경우,신탁재산이 동산인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거주지법’이,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법’이 각각 유언과

상속의 거법이 된다고 한다.오스트 일리아의 거법도 이와 같다.E.I.Sykes&M.

C.Pryles(註 109),pp.720-721참조.미국의 법리스테이트먼트 (제2 )도 유언의

유효성에 하여 신탁재산이 동산이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당시 거주지 법원이 용할

법’이(§269),신탁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법원이 용할 법’이(§278)

각각 거법이 된다고 한다.아래의 ‘미국의 거법 결정원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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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때에도 동일하다.111)유언에 포함된 신탁조항의 유효성,효

력,해석,신탁사무 등에 하여는 신탁의 거법이 용된다.112)

다.신탁 여자의 능력(capacity)

신탁 약의 성립과정에서 보통법계의 표들은 능력을 신탁의 유

효성의 일부 문제로 다루어 약을 용하고자 하 고, 륙법계의

표들은 능력을 별도의 연결 으로 다루어 약의 용범 밖에

두려는 경향을 보 다.113)능력(capacity)은 ‘법에 의하여 보통 사람

들과는 달리 어떤 거래행 를 할 수 없는 일정한 집단114)을 규정하

는 것’인데 반하여,실질 유효성(essentialvalidity)은 ‘어떤 사람도

문제된 거래행 를 할 수 없음을 정하는 규정과 련된 것’이라는

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115)근래의 해석론으로는 일정한

범 의 능력문제는 신탁 약 제4조의 선결문제로 취 된다.

그 다면 신탁 여자의 어떠한 측면과 련된 능력이 선결문제

로 취 될 것인가.간단히 정리하자면,① 신탁재산을 이 하는

탁자의 일반 행 능력,② 신탁재산을 수령하고 보유할 수 있는

수탁자의 일반 행 능력,③ 수익자로서 수익권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일반 행 능력이 각 선결문제로 취 될 것이며, 탁자

가 신탁구조를 형성하는 능력이나,수탁자가 수탁자로서 행 할 수

있는 능력(제8조 제2항 a)),수익자가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하여

수익권을 행사하여 수익하는 능력(제8조 제2항 g))은 신탁의 거법

111)J.Harris(註 38),p.53.

112)E.I.Sykes&M.C.Pryles(註 109),p.721;J.Harris(註 38),p.53.미국의 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 )은 ‘유언에 포함된 신탁 조항의 유효성’에 하여는 그 신탁조항

이 사망당시 거주지법의 강력한 공서(strongpublicpolicy)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것

을 제로,유언자가 거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에 한 실질 련(substantial

relationtothetrust)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정된 법을 거법으로 하고,지정된 법

이 없는 경우(지정이 실패된 경우 포함)에는 유언자의 사망당시 거주지법을 거법으로

한다(§269).

113)보고서,para.59. 컨 국의 BodleyHeadLtd.vFlegon[1982]1W.L.R.680,

688 결은 능력을 행 의 실질 유효성의 내용을 이루는 규칙으로 보았다.

114)그 기 은 컨 종교,혼인상태,(미)성년,종교, 산여부 등을 들 수 있다.

115)J.Harris(註 38),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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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116)

한편, 탁자가 법인인 경우라면,법인의 능력에 한 쟁 은 월

권행 (ultravires)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그 거법은 법인

의 설립 거지법이 된다.117)

라.그 밖의 문제들

1)유류분과 부부재산제

우선 유류분과 부부재산제의 경우,그 법제도의 유형에 따라서 성

질상 선결문제로 취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컨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 에서 상속재산의 처분권을 가지고 그

를 넘어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는 부부의 공유재산제도로

인하여 부부의 일방당사자가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하기 하여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법제 하에서는 탁자의 처분권

이 제한된다.그러므로 유효한 재산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선결문제가 된다. 련된 내용은 제15조 제1항에 한 설명에서

상세히 다룬다.

2) 구권 지와 구축 지

우선 문제되는 두 보통법상 원칙의 개념을 살펴본다. 구권 지

(ruleagainstperpetuities)의 원칙이란 모든 재산과 이익은 그 재산

이나 이익이 형성된 때로부터 최장 21년 이내에 수여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재산이나 이익을 받을 사람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116)이상의 내용은 J.Harris(註 38),pp.16-23 Dicey,Morris& Collins(註 61),pp.

1492-1494참조.이에 따르면 국법상 선결문제로 취 되는,신탁재산의 이 수령과

련한 탁자,수탁자,수익자의 능력은 ‘신탁재산의 소재지법(lexsitus)’에 따른다고 한

다. 탁자의 신탁재산 이 에 한 행 능력이 통 으로 신탁재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그와 련된 수탁자나 수익자의 행 능력도 동일한 거법에 따르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이 고려된 것이다.한편,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하면 탁자나 수

탁자 기타 계인의 행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볼 것이다 (제13조 제1항).

117)M.Lupoi(註 35),p.244;G.Thomas&A.Hudson(註 102),p.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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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재산의 양이나 이익의 크기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이를 반한 수여행 는 무효(void)이다.118) 구축

지(ruleagainstexcessiveaccumulation)이란 구권 지원칙과

하게 연 된 원칙으로서,이익의 축 은 이익의 수여가 유효하게

유 될 수 있는 기간(즉, 구권의 기간)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다.그러므로 재산의 처분이나 탁을 통한 이익의 축 은 21년의

범 내에서 탁자의 잔여생존기간,사후기간이나 미성년자가 성년

자가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가능하며,이 구권의 기간을 과하여

이익을 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void)이다.119)그

런데 국은 2009년 구권과 축 에 한 법률(ThePerpetuities

andAccumulationAct2009)을 통하여 1964년 도입된 ‘유보의 원리’

를 받아들이고120)125년이라는 새로운 구권의 기간을 도입하는 한

편(제5조 제1항)121), 구축 지의 원칙은 폐지하 다(제13조).122)

구권 지원칙과 구축 지원칙은 탁자의 처분방법에 제한

을 둔 것으로서 선결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123),‘신탁

118)G.Thomas& A.Hudson(註 102),pp.190-191;ReThompson[1906]2Ch199,

202.

119)G.Thomas&A.Hudson(註 102),pp.222-224.

120) 국에는 선행 입법으로서 1964년 구권과 축 에 한 법률(ThePerpetuitiesand

AccumulationAct1964)이 있었다.1964년 법에서는 80년의 범 내에서 구권의 기간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제1조 제1항), 구권의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이익의 수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증명될 될 때까지는 이익의 처분행 가 구권 지원칙의 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취 하는 이른바 ‘유보의 원리 (waitandseeprinciple)’이 도입되었다

(제3조 제1항).waitandseeprinciple은 2009년 법에서도 여 히 유효하다 (제7조).

Ibid.,p.192,201.

121)1964년 법과는 달리,일정한 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래에 련된 증서로써 구권

기간을 따로 정하더라도 그 특정은 효력이 없으며(법문 상,‘nootherperiod’), 구권의

기간은 125년으로 고정된다.125년의 구권 기간은 법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계에 미친다.Ibid.,p.199.

122)그러나 그 폐지의 효력은 2009년 법의 시행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계에 미

치고,그 이 에 형성된 권리의무 계에 해서는 1964년 법에 따른 구축 지 원칙

이 용된다.Ibid.,p.223.

123)J.Harris(註 38),p.33,154.한편,보고서,para.56은 원칙들이 ‘실질 유효성’과

련되어 있음을 제로 하면서도,사안에 따라서 원칙들이 신탁재산의 이 에 한

선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탁 그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유보 태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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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 유효성의 문제’라고 보아 신탁 약의 용 범 내에 있

다고 볼 것이다.이것이 국에서 통 으로 나타나는 견해이며,124)

신탁 약 제8조 제2항 f)도 이러한 입장에 기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다만 원칙들은 재산의 양도와 거래를 진하기 한 공익을

보존하기 한 것으로서 체약국의 원칙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신

탁은 약 제15조의 강행법규 반125) 는 제18조의 ‘공서(public

policy)’반126)으로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의 채권자 보호규정(CreditorProtectionProvisions)

탁자가 채권자의 소구를 회피할 목 으로 ‘재산보호신탁(Asset

ProtectionTrusts,APT)’127)을 설정하는 경우에, 국과 그를 따르

는 많은 입법례들은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을 무효화함으

로써 탁자의 채권자128)를 보호하기 한 규정(CreditorProtection

Provisions,Anti-AvoidanceProvisions라고도 한다)을 두고 있다.

즉 국의 StatuteofElizabeth1571129)은 “채권자 그 밖의 사람의

정당한 소송,배상,처벌 등을 지연,방해,사취할 목 이나 의도 아

래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은 명백하고 완 하게 무효”라고 선언하

으며,이를 승계하여 Law ofPropertyAct1925제172조 제1항은

고 있다.

124) 국의 Law ofPropertyAct1925제164조는 구축 지 원칙이 ‘어떠한(any)재산

의 이 ’에 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의 실무는 이를 재산이 에 한 일반

규정으로 취 하기 보다는 신탁의 설정에 특유한 제한으로 취 한다.Dicey,Morris&

Collins(註 61),p.1492참조.HeinKötz(ed.D.Hayton)(註 57),p.41;D.Hayton

(註 87),p.269도 이 견해를 따른다.

125)D.Hayton(註 87),p.277.

126)Dicey,Morris&Collins(註 61),p.1503;J.Harris(註 38),p.245.

127)재산보호신탁이란 신탁의 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가 채권자들의 청구

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일컫는 말이다.유류분 제도와

같은 특정 법률의 용을 회피하거나 험하고 투기 인 사업의 험을 경감하는 등의

재산보호 노력은 원칙 으로 법한 것이지만,채권자들을 사취하기 한 목 으로 신탁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S.Collins,etal.(註 77),p.75.

128)여기서의 채권자란 주로 상업 거래 는 불법행 채권자를 의미한다.가족 계에서

의 채권 는 상속채권은 부부재산제 는 유류분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된다.P.Panico

(註 3),p.477.

129)정식명칭은 ‘AnActAgainstFraudulentDeeds,Gifts,Alienation,ect.15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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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약  제Ⅱ 에 하여 지정된 법  신탁 또는 관련된 형

 신탁(category of trusts involved)  규정하지 않는 범  내

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권자를 사취할 의사130)로 이루어지는 모든 재산의 이 은 피해를

입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법리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신탁 이후

에 발생한 채권의 채권자도 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131),취소의

요청에 기간의 제한도 존재하지 않고,채권자 등은 탁자의 사취의

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사안의 상황에 의하여 충분히 처분의 사

기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132)비록 Law ofPropertyAct1925의

문언은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나,그 기원이 되는 Statute of

Elizabeth1571에서는 이를 사취 목 의 재산처분을 무효로 하고 있

으며 실제로 탁자의 채권자 등이 거의 제한 없는 취소권을 가진

다는 에서,이는 성질상 사기 인 신탁재산의 이 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133)그러므로 신탁재산이 국에 소재하는

경우,신탁의 거법에 불구하고 그 재산의 이 이 사기 처분이

되는가는 선결문제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Ⅳ. 거법과 약의 용범 (제5조)

130) 국은 Twyne'sCase(1602)3CoRep80b이후로 사취의 의사를 이른바 ‘사기의 징

표(badgeoffraud)’기 에 의하여 심사하는데,사기의 징표로는 ① 탁자가 특별한 필

요 없이 거의 재산을 탁하고 ② 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하여 유․사용하고 있고

③ 탁자의 채권자가 이미 소구 차를 시작하여 청구가 합리 으로 확정될 수 있는 상황

이며 ④신탁이 비 리에 행하여진다는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131)MackayvDoglas(1872)LR14Eq106;ReButterworth(1882)19ChD588. 탁

자가 험이 높은 사업에 돌입하기 직 에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에게 신탁한 경우

에,그 사업상 채권자는 신탁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2)P.Panico(註 5),p.481.

133)채권자 등 제3자에 의한 신탁의 취소요청은 실질 으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유

사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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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5조의 의의와 용

탁자가 신탁의 거법으로 선택한 법이 신탁 는 탁자가 의

도한 유형의 신탁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그러한 선택은 무효가

되고 제7조에 의하여 거법이 객 으로 연결된다( 약 제6조 제2

항).그러나 객 연결에 의하여 확정된 거법도 신탁 는 탁

자가 의도한 유형의 신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제5조에 따라

신탁 약이 용되지 않는다.134)신탁 약이 용되지 않는다는 것

은 그러한 신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결국 신탁이 체로

서 무효(invalid)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거법의 분

열(dépeçage)과 련하여,분열 가능한 일부분에 하여 선택된

거법이 신탁 는 련된 유형의 신탁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은 부분 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135)

제5조는 흔하게 용되지는 않을 규정이다.우선 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이 설정하려는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법을 거법

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제7조에 의하여 거법을 객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사는 설정된 신탁제도를 가진 국가

의 법과 가장 한 련이 있다고 단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136)

2.‘신탁’ ‘련된 유형의 신탁’

이 조항에서 ‘신탁’이란 신탁제도 일반을 의미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 약에서의 ‘신탁’의 개념이 느슨하기 때문에(제2

조),신탁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는 국가의 수는 생각

134)보고서,para.61;J.Harris(註 38),p.158.제2조에 한 설명을 참조.

135)J.Harris(註 38),pp.161-163.이와 달리 이 경우 분열을 추구하는 탁자의 의사는

무시되고(void/ignored),그 부분을 신탁의 유효성의 거법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견해

로,보고서,para.62 96.

136)보고서,para.61.J.Harris(註 38),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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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항]신탁은 탁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그 선택

은,신탁을 설정하는 증서 는 신탁을 증명하는 서면의 문언140)

에 명시되거나 묵시되어야 하며,이 문언은 필요한 경우 사안의

상황(circumstances)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제2항] 항에 따라 선택된 법이 신탁 는 련된 유형의 신탁

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그 선택은 효력이 없고 제7조에 따

라 지정된 법이 용된다.

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137)

‘련된 유형의 신탁(categoryoftrustsinvolved)’이란 탁자가

설정할 것을 의욕하는 유형의 신탁을 의미한다.138)일반 으로 신탁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입법정책이나 법이론에 따라 채택되

지 않은 유형의 신탁이 있다.139) 약 제6조와 제7조에 의하여 지정

된 거법이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탁자가

설정하고자 하는 유형의 신탁에 한 법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신탁 약이 용되지 않는다.

제 3 거법(ApplicableLaw)

Ⅰ. 거법의 선택 (제6조)

1.명시 선택과 묵시 선택 (제1항)

137)J.Harris(註 38),p.159.

138)보고서,para.70.

139)선언에 의한 신탁(신탁선언),목 신탁,자선신탁,담보권신탁,수동신탁,재량신탁,복귀

신탁 등 다양한 신탁의 유형들이 있는데,입법례에 따라서는 어떤 유형의 신탁에 한

법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140)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terms’를 ‘조건’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이는 문맥상

‘condition’이라기 보다는 ‘terminology’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해 보여 ‘문언’이라고 표시

하 다.大塚正民 / 口範雄 편 (명순구․오 걸 역),『민들 (제2권): 미국신탁

법』,세창출 사,2005,68면 각주 59)에 기재된 번역도 이를 ‘문언’으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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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1문)

제1항은 탁자가 자신이 설정하는 신탁을 규율할 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이는 신탁의 거법에 하여 당사

자 자치의 원칙(principleofautonomyofwillrules)을 받아들인 것

이다.141)신탁의 가장 요한 목 이자 정책은 신탁재산과 련한

탁자의 기 를 실 시킨다는 데 있으므로,신탁에 한 국제사법

한 탁자의 의사를 우선시킴으로써 그러한 목 과 정책을 달성

하려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는 을 반 한 것이다.142)신탁의

거법을 계약의 거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임을 확인한 오

스트 일리아의 리딩 이스인 AugustusvPermanentTrusteeCo.

Ltd.사건 이래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리 받아들여졌다.143)

나.제한 없는 거법의 선택

탁자에 의한 거법의 선택은 실질규범에 한하여 미치고,반정

을 배제한 약 제17조에 따라 규범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그리

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탁자는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144)이 조항의 성립과정에서 륙법계의 표들은 탁자의 거주

지,신탁사무의 수행지,신탁재산의 소재지와 같은 신탁의 객

요소와 연결 을 갖는 국가의 법으로 거법 선택의 범 를 제한하

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 다.145)그러나 신탁 약은 결국

141)M.Lupoi(註 35),p.348.

142)J.Harris(註 38),p.166.

143)AugustusvPermanentTrusteeCo.Ltd.[1971]124C.L.R.245. 탁자가 수탁회사에

게 신탁한 재산은 탁자를 하여 주식과 stock(사채)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는데,수탁

회사는 오스트 일리아 회사 고, 부분의 주식과 stock 한 오스트 일리아에 등록된

것이었다.그런데 오스트 일리아 법에 의하면 신탁은 구축 을 지하는 보통법상

의 원리를 반하는 것이었고(ruleagainstremotenessofvesting),반 로 New South

Wales법(Conveyancing Act.)에 의하면 허용되는 것이었다.신탁증서에는 New South

Wales법이 신탁의 거법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144)보고서,para.64;M.Lupoi(註 35),p.349.

145)M.Lupoi(註 35),pp.348-349.이와 같이 륙법계 국가의 표들이 거법의 선택

범 를 제한하고자 하 던 시도는,이하에서 보듯이 제13조와 련하여 신탁의 승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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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거법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탁자의 자유

를 극 화 하 고,그 반향으로 약 제13조와 같이 승인의 제한을

한 규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묵시된 거법의 단 (제2문)

1)묵시된 거법 단의 원칙

탁자에 의한 거법의 선택은,신탁을 설정하는 증서 는 신탁

을 증명하는 서면의 문언에 명시되거나 묵시되어야 하며,이 문언은

필요한 경우 사안의 상황(circumstances)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제

2문은 사가 탁자에 의하여 선택된 거법을 단함에 있어서

신탁증서나 신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우선 인 자료로 삼아야 한다

는 을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다.만약 그 문언에 의하여 선택된

거법을 가늠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사는 당해 사안과 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문언을 해석할 수 있다.“ifnecessary”라는 표

은 문언에 의하여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 으로

상황을 고려하라는 을 의미하는 것이다.146)147)

한편, 거법 선택을 단하는 기 이 되는 시 에 하여 약은

침묵하고 있으나,신탁의 성립시 을 기 으로 하여 단할 것이

다.148)

2)묵시된 거법 단의 실제

를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로 다시 나타난다.

146)보고서,para.69:G.Thomas&A.Hudson(註 102),p.1201.보고서에 의하면,‘이는

반 로 신탁증서나 신탁을 증명하는 서면의 문언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안의 상황으로부

터 선택된 거법을 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7)J.Harris(註 38),pp.196-198은 선택된 거법의 단자료를 원칙 으로 서면상의 문

언에 한정한 엄격한 태도에 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컨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신탁이

순차로 설정되었고,선행신탁에서 탁자가 거법을 선택하 으나 후행신탁에서는 거

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선행신탁의 거법 선택이 매우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음에

도 그러한 사정은 일단 무시되어야 한다.더 나아가 탁자가 구두로 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거법 선택은 일단 외면될 수밖에 없다.

148)Ibid.,pp.213-214참조. 례로는,WhitworthStreetEstates(Manchester)Ltd.v

JamesMillerandPartnersLtd.[1970]AC5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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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과연 어떠한 문언이 탁자의 의사를 악하는 데 요

한 의미를 가지며,어떠한 ‘상황(circumstances)’이 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인가?

신탁증서에서 분쟁을 해결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은 탁자의 의사

를 추단 하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149)특정한 법체계에서 사용되

는 규정이나 용어를 기재하거나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요한 상황

으로 고려될 수 있다.150)그 밖에 신탁사무의 수행지를 신탁과 련

한 서면으로써 선택한 경우와 부동산인 신탁재산이 소재한 경우 등

에서 그 국가의 법을 신탁의 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탁자의 의

사를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151)일반 으로 수탁자의 소재지는

탁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상황으로서 기능하기 어렵지만,수탁자들의

개성과 거소지가 신탁증서에 표시되고 그들이 하나의 국가 안에 소

재하는 경우152)나 신탁재산을 보유할 목 으로 수탁자인 회사가 설

립된 경우153)에는 수탁자들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 는 수탁자인 회

사의 설립 거지법을 신탁의 거법으로 의도한 탁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154)사안의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하나

의 요인 는 특징이 결정 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법원에서

는 반 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례의 축 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 들이 차 분명해 질 것으로 기 된다.

149)G.Thomas&A.Hudson(註 102),p.1201;J.Harris(註 38),p.210.그러한 로써,

A-G vJewishColonizationAssociation[1901]1KB123 SalibavFalzon[1998]

NSWSC302.을 들 수 있다.

150)G.Thomas&A.Hudson(註 102),p.1201;J.Harris(註 38),p.210;S.Collins,et

al.(註 77),p.10.그러나 신탁사무에 한 법률규정의 기재는 단지 신탁사무의 수행에

한 거법을 선택한 것일 수 있으나,이를 들어 기계 으로(automatically)신탁의 다른

측면(신탁의 유효성,해석,효과에 한 사항 등)에 한 거법의 선택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G.Thomas& A.Hudson(註 102),p.1201주)182참조.

이는 이하에서 살펴볼 신탁사무에 한 비교 특별한 취 과 거법의 분열에 한 측

면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지 이다.

151)J.Harris(註 38),pp.210-211 S.Collins,etal.(註 77),p.10참조.

152)ChellaramvChellaram(No.1)[1985]Ch409참조.

153)A-GvJewishColonizationAssociation[1901]1KB123;ReLordCable[1977]1

W.L.R.7참조.

154)J.Harris(註 38),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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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법의 확정(제7조)과의 구별

탁자가 명시 혹은 묵시 으로 선택한 거법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 약 제7조가 용되어 객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장

하게 련된 법’을 거법으로 확정하게 된다. 거법의 선택에

한 탁자의 주 인(subjective)의사를 탐색하는 제6조와 객

으로(objective) 용될 수 있는 법을 확정하는 제7조는 논의의 차

원을 달리한다.155)신탁 약이 이 시기에 나타난 보통법의 많은

례들은 이 두 과제를 분명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첩 으로 단

하기도 하는데156),실제로 두 근방식에 따라서 신탁의 거법

과 사안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양자를 구별하여 취 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Harris교수는 그러한

를 들고 있는데,참고할 만하다.157)

독일에 거주하는 탁자에 의하여,독일에 거주하는 수익자를

한 신탁증서가 작성되었고,수탁자와 신탁재산이 모두 독일에

소재하고 있다.그러나 신탁증서는 국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

었으며,증서에는 국의 법원이 속 으로 국제재 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약 제6조에 따라 탁자의

의사를 단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이나 당사자들의 소재지가

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국법이 거법으로 추론될

가능성이 높다.반 로 약 제7조에 따라 거법을 객 으로

확정함에 있어서는 독일법이 거법으로 확정될 것이다.이와

같은 두 가지 근방법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한 결론

을 내리기 어렵다.

155)D.Hayton(註 87),p.271.

156)G.Thomas& A.Hudson(註 102),p.1201.J.Harris(註 38),pp.201-208은 구체 인

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157)J.Harris(註 38),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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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유언신탁의 거법 단

신탁 약 이 에 형성된,오래된 보통법 국가의 례들158)은 유언

신탁에서 ‘유언자(사망자)의 주소지법(law oftestator'sdomicile)’을

거법으로 추정하 다.그러나 그와 같은 결론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의 탐색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으며,선결문제인 유언에 한

거법과 유언에 포함된 신탁조항에 한 거법에 한 구별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었다.159)그러나 1977년 선고된 ReLordCable사

건의 결160)은 그러한 경향에 비하여 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것

이었다.이 사건에서 Slade 사는,유언의 거법과 유언신탁에 포

함된 신탁조항의 거법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Dicey& Morris국제

사법 교과서의 견해를 인용하면서,유언자가 인도에서 거주하던

에 사망하고 그 거주지를 유언장에 표시한 이상,동산에 한 유언

에서 유언의 실질 유효성과 그 재산의 리(administration)에

한 사항은 인도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단하 다.이

결은 단순히 유언자의 거주지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유언장의

기재를 기 로 유언자의 묵시된 ‘의사(intention)’를 탐색․추정하

고,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유언의 거법과 유언에 포함된 신탁

조항의 거법을 구별하여 취 하기 시작하 다는 데 의미가 있

다.161)그리고 신탁 약 이후에 나타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158)PeillonvBooking(1858)25Beav218;ReAfanoor'sTrusts(1895)64LJCh521

등 참조.

159)J.Harris(註 38),p.199.

160)[1977]1W.L.R.7;[1976]3AllE.R.417;(1976)120S.J.317.사안은,“1927년 Lord

Cable은 인도에 거주하던 국의 형식에 따라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한 신탁을 내

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하 다.유언장의 첫머리에는 유언자의 거주지가 기

재되어 있었다.최 의 수탁자 5명 4명은 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인도에 거주하던

수탁자 1인은 순 히 신탁재산(기 )을 투자할 목 으로,인도법을 거법으로 한 ‘Union

Trust’라는 회사를 설립하여,신탁재산의 부분을 국 국채에 투자하 다.그러나 1947

년 제정․시행되고 1973년 면 개정․시행된 인도의 외환 리법(exchange control

legislation)에 따라,인도의 앙은행( 는 비은행,ReservedBank)은 UnionTrust에게

국 국채의 환매 을 인도로 송 하도록 하 다.수익자인 원고들은 그러한 송 을

지하기 해 신탁의 거법이 국법임을 주장하면서 UnionTrust를 상 로 소를 제기

하 다”는 것이다.

161)이 결은 결론 으로,‘거법(인도 법)의 외환 리법 규정을 반하는 계약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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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es)주 법원의 SalibavFalzon사건162)의 결에서는 “유언자

가 어떤 국가의 할 내에서 신탁이 리되고 한 그 법에 의하여

신탁사무가 이루어질 것을 선택한 때에는 신탁은 그 법에 의하여

규율되며,이 경우 유언자의 거주지 법원은 신탁의 거법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여야 하고 유언자의 거주지법에 따르면 신탁이 효력

이 없다고 선언해 버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유언의 거법과 유

언에 포함된 신탁조항의 거법을 명확히 구별하고 신탁조항과

련한 유언자의 거법 선택을 좀 더 분명하게 고려하 다.163)유언

신탁의 경우에도, 례는 신탁 약에 따라 법리를 형성해가는 것으

로 보인다.

2. 거법의 선택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제2항)

약 제6조 제2항은 탁자가 선택한 법이 신탁이나 그가 설정하

고자 의도하 던 신탁제도(이른바 ‘련된 유형의 신탁’)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용된다.‘신탁 는 련된 유형의 신탁을 규정

(provide)하지 않는다’는 것은 탁자가 선택한 법에 따르는 경우

탁자가 설정한 신탁이 유효한 신탁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례 (reClaim byHelbertWagg& Co.Ltd.[1956]Ch.323

등)를 기 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결에 분명하게 설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UnionTrust가 신탁재산의 투자를 목 으로 인도법을 거법으로 하여 설립되어

수십 년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인도의 강행법규인 외환 리법을 반하는 신탁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도 결론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162)[1998]NSWSC302.사안은 “ 국에 거주하는 유언자가 몰타(Malta)에서 유언장을 작

성하 다.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법원이 유언장을 공증하 으며, 국항소법원(English

HighCourt)은 유언에 기 하여 유산 리장(lettersofadministration)을 승인하 다.

유언은 유언자의 딸을 ‘보편 상속인(universalheir)’으로 지정하면서도,딸의 나이가 40

세에 이르기 에는 완 한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 다.문제는 국과 뉴사우스

웨일즈의 축 에 한 법(lawsonaccumulation)이 다른 것이었는데 기간은 축 에

한 국 법상의 기간을 과하는 것이었지만,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법에 의하면 허용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163)보론으로,이 사건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은 축 에 한 쟁 을 ‘신탁의 성립

(rocket-launching)’에 한 쟁 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신탁(rocket)’에 향을 미치는

쟁 으로 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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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거법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신탁은 그것이 가장

하게 련된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항]신탁이 가장 하게 련된 법을 확정(ascertaining)하

는데 있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탁자가 지정한 신탁사무 수행지

b)신탁재산167)의 소재지

c)수탁자의 거소 는 사업소 소재지

d)신탁의 목 과 그것이 달성되는 장소

는 것을 의미한다.164)이는 탁자가 미처 상치 못한 가혹한 결과

이므로,신탁 약은 그러운 태도를 취하여 마치 거법이 선택되

지 않은 것처럼 취 함으로써 제7조에 의한 거법의 객 연결

을 허용한 것이다.165)요컨 이 조항은 궁극 으로 탁자가 설정

한 신탁의 유효성(validity)을 최 한 지지하기 한 규정으로서,제5

조와 짝을 이루는 규정이다.166)

Ⅱ. 거법의 객 연결 (제7조)

1.가장 한 련성 (제1항)

제6조에 따라 탁자가 신탁의 거법을 선택하지 않거나, 거법

의 선택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하여 거법이 객

으로 연결된다.오늘날 신탁증서는 상당히 숙련된 실무자들에 의하

여 작성되기 때문에,신탁증서 등에 신탁의 거법이 명시 으로 선

164)L.Thévenoz(註 33),p.12.

165)J.Harris(註 38),p.160.

166)S.Collins,etal.(註 77),p.10각주 25)참조.제6조 제2항을 바로 이해하기 해서는

먼 제5조에 한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67)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assetofthetrust’을 ‘신탁 자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우리 신탁법상의 용례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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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는 것이 보통이며168),그러한 거법이 신탁 는 련된 유형

의 신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그러므로

제7조는 외 인 상황을 상정한 규정이다.어 든 제7조에 따라

거법을 객 으로 연결함에 있어서는 신탁과 “가장 한 련성”

이 있는 국가의 법을 거법으로 확정(ascertain)하게 된다.169)가장

한 련성은 매우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제2항에서는 고려

하여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2. 거법의 연결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2항)

가.일반론

신탁이 가장 하게 련된 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a) 탁

자가 지정한 신탁사무의 수행지,b)신탁 재산의 소재지,c)수탁자의

거소 는 사업소 소재지와 d)신탁의 목 과 그것을 달성하는 장소

라는 4가지 요소를 필요 으로 고려한다. 약은 각 요소들의 단

의 기 시 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170),이러한 요소들은 기본 으

로 신탁의 성립 당시를 기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71)

약의 비 안은 신탁사무의 수행지-신탁재산의 소재지-수탁자

의 거소 는 사무소 소재지 순으로 고려할 요소들의 계를 정하

고 있었으나,보통법계 표들의 반 에 따라 계질서는 포기되고

다만 각 요소들이 나열된 순서로써 묵시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므로 제2항에 나열된 고려요소들은 실무상의 필요 ―특히, 륙

168)L.Thévenoz(註 33),p.12.

169)이처럼 선택된 거법이 없는 경우에 객 으로 한 련이 있는 법을 거법으로

확정하는 원칙은 묵시 으로 선택된 법을 추론해야만 하는 경우와 실제로 거법의 선택

이 없는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는 보통법의 원칙에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J.Harris

(註 38),p.215.

170)보고서,para.80.

171)J.H.C.Morris(J.D.McClean),『Morris:TheConflictofLaws(4th)』,Sweet&

Maxwell,1993,p.379;J.Harris(註 38),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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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국가에서― 를 충족시키기 하여 묵시 으로는 그 요성의

순서에 따라 나열된 것이며,한편 보통법 국가들은 요소들을 동

시에 고려할 수도 있다.172)스 스의 Thévenoz교수는 이와 같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하여,엄격하고 단일한 기 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여 견가능성을 해한다고 지 하기도 하지만,이 조항은

외 인 경우에만 용되며,신탁의 개념에 친한 보통법계에서도 아직

만족할 만한 객 연결의 연결 을 발 시키지 못한 에서 그러

한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173)

한편,제2항에 열거된 사항들은 고려할 사항을 시한 것에 불과

하나,174)다만 제7조 제2항에 나열된 사항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에서 나열되지 않은 요소들과 구별될 뿐이다.175)

실제로 국의 Chellaram v Chellaram (No 2) 사건176)에서

LawrenceCollins 사는 제7조의 객 연결이 국의 보통법상의

추정방법(likelyapproach)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시177)하면서,

열거된 사항 이외의 기 으로 거법을 확정하 다.그는 제7조에

의한 거법의 확정(ascertain)에 있어서는 각 요소들이 개별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건에서 ① 탁자가 지정한 신탁사무의 수

행지가 없었고,② 신탁재산의 소재지라는 에서 Kaycee와

172)보고서,para.76-77.

173)L.Thévenoz(註 33),pp.12-13.

174)S.Collins,etal.(註 77),p.11.

175)보고서,para.75;J.Harris(註 38),p.218.‘고려될 수 있다(may)’라고 규정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오스트리아 표단의 주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

다(shall)’로 규정되었다.

176)[2002]EWHC 632(Ch);[2002]3AllE.R.17;[2002]W.T.L.R.675;(2001-02)4

I.T.E.L.R.729;(2002)152N.L.J.639.ChellaramvChellaram(No1)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이 결의 핵심쟁 은 국법원이 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었다.사안을

보면,12개의 국가에 등록된 여러 회사의 주식을 인도인 가족을 하여 인도에서 신탁

하여,그러한 신탁사무가 나이지리아와 싱가폴에서 수행되었다.수탁자와 수익자는 모두

인도출신이었지만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다.수익자들은 국 법원에 그들이 거

주하는 곳에 있는 한 수탁자를 새로 지정하여 것을 청구하 다.수탁자들은 모

두 국 법원에 인 할이 있었다.

177)이를 지지하는 견해로,S.Collins,etal.(註 77),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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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lsons계좌의 주식을 고려한다면 Bermuda의 법이 거법이 될

것이지만 그 밖에 여러 국가의 주식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아시아와

아 리카의 어느 나라의 거법이 될 것이고,③ 수탁자 2명은 신

탁 설정 당시 런던에 소재하고 있었고 남은 1인은 런던에 연 이

있지만 그 거주지가 불확정 이며,④ 신탁의 목 과 그것이 달성될

장소라고 연결할 만한 곳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신

탁이 인도에 강한 연 (strongties)이 있는 인도 출신 가족을 하

여 인도인 변호사에 의하여 성안(drafted)되었다는 을 들어 인도법

이 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 다.178)비록 이러한 논리 구

성은 실질 으로 묵시 으로 선택된 거법의 추정과 객 연결에

의한 거법의 확정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탁 약 하에서는 지

양되어야 할 이론구성이기는 하지만179),실무상 ‘가장 한 련’을

가진 법을 확정하기 한 고려요소들로서 신탁 약이 제시한 기 들

은 시 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개별 고려요소의 검토

1) 탁자가 지정한 신탁사무 수행지

신탁 약은 ‘탁자가 지정한 신탁사무의 수행지’를 비록 묵시

이지만 가장 우월한 연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우월한 고려요소가

되기 해서는 ‘탁자가 지정한’신탁사무의 수행지일 것을 필요로

한다.180)

수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탁사무의 수행은 신탁증서에 따른

‘특징 이행(characteristicperformance)’이라는 견해181)가 있으며,

신탁사무는 간단히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권리의무 계’를 일컫

는 것으로서 타당한 의견이다.그러므로 탁자가 신탁사무의 수행

178) 결의 166항 167항 참조.

179)제6조 제1항에 한 설명을 참조.

180)보고서,para.78;J.Harris(註 38),pp.218-219.반 로, 탁자가 특별히 신탁사무

의 수행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신탁재산의 소재지에 비하여 특별히 강조할 이

익이 없다.

181)A.Dyer&H.Loon(註 92),para.185.이는 J.Harris(註 38),p.2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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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지정한 경우에는,가장 강력한 연결요소가 되며,제6조에 의하

여 탁자의 의사를 추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182)

2)신탁재산의 소재지

신탁 약은 신탁의 물권 측면(proprietary characteristics)보다

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의무 측면(obligationaspects)을 강조하

고 있기 때문에,물건의 소재지법은 특별히 신탁 약에서 요한 것

으로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183)물건의 소재지가 가지는 의미는 신

탁재산이 부동산인지 아니면 동산인지에 따라 다르다.주식이나 사

채와 같은 무형의 동산(movables)들이 신탁재산이 되는 경우,그러

한 권리의 소재지는 일종의 가상의 개념이며 양도가 매우 자유로우

므로 신탁재산의 소재지라는 요소는 그 비 이 크지 않을 것이

다.184)유체동산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도,그 재산들이 세계 곳곳에

산재하여 자유롭게 양도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신탁의 거법이 그 재산에 하여

규율하는 질서를 따르도록 할 유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재산의 소재

지법이 더 요한 의미를 가진다.185)이는 신탁이 집행되는 부동산

의 소재지법이 신탁의 개념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등기제

도를 두는 경우에 실질 으로 신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186) 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매우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입

법례187)와 련된 것으로 보인다.

182)J.Harris(註 38),p.219.Harris교수는 이러한 에서,이 조항은 상 으로 드물게

용될 수 있다고 한다. 탁자가 신탁사무의 수행지를 신탁증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탁자가 거법을 묵시 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

문이다.

183)J.Harris(註 38),p.221.신탁 약이 ‘부동산을 목 으로 한 거래에서 그 부동산의 소

재지 국가가 그와 련된 권리의 형성과 련하여 정당한 이해 계(legitimateinterest)

가 있는 것으로 취 되어 통상 따르게 되는 소재지법(lexsitus)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

은 것’을 독특하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G.Thomas&A.Hudson(註 102),p.1200.

184)J.H.C.Morris(J.D.McCLEAN)(註 171),p.379.

185)J.Harris(註 38),p.221.

186)E.I.Sykes&M.C.Pryles(註 109),p.718.그러므로 실제로는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의 거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추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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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탁자의 거소 는 사업소 소재지

우선,신탁의 설정 당시로부터 수탁자의 거소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거소지는 신탁의 거법과 련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188)그

러나 신탁을 해 신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수탁자의 사업

소 소재지로부터 탁자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취 될 수 있다.189)Chellaram vChellaram

(No1)사건190)에서 Scott 사는 최 의 수탁자들이 국에 하

여 요한 연 이 있는 에 상당한 요성을 부여하 는데,이는

그로부터 신탁사무의 수행지에 한 지정과 그에 한 탁자의 묵

시된 의도를 추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즉 모든 수탁자가 특정

한 국가와 구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그 거주지는 신탁사무

의 수행지를 단하는 명백한 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 다.

Chellaram 결에서 볼 수 있듯 신탁사무의 수행은 부분 자연스

럽게 수탁자의 거소지 는 사업소 소재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에서, 탁자가 신탁사무의 수행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

의 거소지 는 사무소 소재지는 잠재 인 ‘신탁사무의 수행지’로서

의미를 가진다.191)

4)신탁의 목 과 그것이 달성되는 장소192)

신탁의 목 이란 보통법상 수익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187)바하마의 Ttusts(ChoiceofGoverningLaw)Act1989제7조 제2항 (a)(ⅱ)에 의하면

‘바하마 이외의 할권 아래 소재한 부동산의 신탁이나 처분이 그 할의 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때에 그 신탁이나 처분이 바하마의 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라고 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반한 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만 제

도의 Trusts(ForeignElement)Law 1987제5조 (e) 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다.J.Harris(註 38),p.175참조.

188)J.Harris(註 38),p.221참조.

189)A-GvJewishColonizationAssociation[1901]1KB123참조.

190)ChellaramvChellaram(No1)[1985]Ch.409.

191)J.Harris(註 38),p.220,222.

192)이하의 내용은 Ibid.,pp.222-2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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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6조 는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specified)법은 신탁의

유효성(validity),그의 해석(construction),그의 효력(effects)과 신탁

도 하지만,여기에서는 ‘신탁을 설정한 이유(reason)’를 의미한다.신

탁의 목 과 그것이 달성되는 장소가 다양한 경우에는 이 요소가

기능하기 어렵겠지만,신탁의 목 과 달성되는 장소가 단일한 경우

에는 요한 고려요소가 된다.자선신탁( 그 밖의 목 신탁)의 경

우에는 목 이 신탁증서 등에 명시될 것이기 때문에,그 목 은 제6

조에 의하여 탁자의 의사를 추론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다.유언신탁의 경우

우선 제7조는 지나치게 생 신탁을 고려한 것으로서,신탁 약 이

에 보통법계에서 알지 못하는 기 을 도입하 다는 지 이 있다.

이에 의하면 유언자는 거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상속의 거법이

신탁조항의 유효성의 거법이 될 것으로 기 할 것이며,유언자의

거주지는 제7조 제2항에 시된 고려사항보다 더 분명한 기 이 되

므로 유언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경향을 보인다.193)

그러나 신탁 약이 새로운 기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생 신탁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94)유언자가 만약 자신의 거주지법을

요한 요소로 고려하고자 하 다면 이를 유언장에 명시하 을 것이

고,그러한 명시가 없는 이상 상속의 거법은 결정 인 자료가 되

기 어려우며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기 들을 심으로 거법을 연

결함이 타당하다.

Ⅲ.신탁의 거법이 규율하는 사항 (제8조)

193) 컨 D.Hayton교수는 제7조 제2항에 언 된 고려사항들의 계는 생 신탁,유언신

탁,부부재산계약,자선신탁의 경우에 달리 취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유언신탁은 ‘사

망자가 자신의 사망시에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유언자의

사망당시 거주지법은 ‘신탁의 목 과 그것이 달성되는 장소’라는 요소로서 상속의 거법

이 련된 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D.Hayton(註 87),p.271.

194) J.Harris(註 38),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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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administration)를 규율한다.

[제2항]특히 그 법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한다.

a)수탁자들의 선임,사임 해임,수탁자로 행 할 수 있는

능력과 수탁자의 지 의 이

b)수탁자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c)의무의 이행 는 권한의 행사를 부 는 일부 타인에게

임할 수 있는 수탁자들의 권리

d)신탁재산을 리하거나 처분하고,신탁재산에 담보를 설정하

고 는 새로운 재산을 획득하는 수탁자들의 권한

e)수탁자들의 투자 권한

f)신탁의 존속기간과 신탁의 수익을 축 195)하는 권한에 한

제한

g)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인 책임을 포함한 수탁자들과 수

익자들간의 계

h)신탁의 변경 는 종료

i)신탁재산의 분배

j)신탁사무에 한 수탁자의 보고의무

1.유효성,해석,효력 신탁사무 (제1항)

제6조 는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법은 신탁의 유효성,그의 해석,

그의 효력과 신탁사무를 규율한다.이 네 가지 측면은 미에서 신탁의

거법이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통 으로 논의되어 온 것들이다.

제8조는 신탁의 실질 쟁 들(substantiveissues)에 하여 다루

고 있지만,형식에 한 사항을 명시 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신탁 자체에 한 형식 유효성 요건도 신탁의 거법에

195)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accumulatetheincome’을 ‘수익을 유보’하는 이라고 번역

하고 있으나,‘duration’은 구권 지원칙(ruleagainstperpetuities)과,‘accumulate’는

구축 지원칙(ruleagainstaccumulation)과 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하

여 ‘유보’신 ‘축 ’이라는 표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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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검토될 것이지만,신탁재산 이 의 형식 유효성은 선결문

제로서 신탁 약의 용범 밖에 있다고 할 것이다.196)한편,유효

성(validity)와 구별되는 효력(effect)이란 신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

반 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의미한다.

미에서는 Construction을 Interpretation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

다.197)그러나 륙법계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륙

법계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가입을 지향하고,신탁의 보편

승인을 진하는 약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의 Construction은

륙법계의 개념을 기 으로, 리 Interpretation까지 포함하는 “해석”

을 뜻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다. 약의 랑스어 버 은

“Construction” 신 “Interpre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탁사무’를 독립하여 취 하는 데 반 하는 견해는 우선 그 범

의 모호성을 지 하기도 한다.198)‘신탁사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

되는가는 각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199)미국의 법리스테이

트먼트 해설에 의하면 ‘신탁사무’라 함은 ‘신탁의 운 (management)

에 한 것 혹은 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의무와 련된 것을 포함

한 사무에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그 구체 인 내용으로는 신

탁재산의 임 등 처분에 한 사항,수탁자의 재량권 행사에 한

사항,수탁자들 사이의 내부 의사결정에 한 사항,수탁자의 의무

반에 한 사항,신탁재산의 투자에 한 사항,수탁자의 보수나 면

196)보고서,para.82-83.

197)Interpretation은 신탁증서의 문언과 문맥,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정황을 통하여

탁자의 실제의사(actualintention)을 해석하는 것이다.이는 사실 확정의 문제이며,법정

지의 고유한 해석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반 로 Construction은 증거에 의하여 탁자

의 실질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그의 의사를 추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Construction의 목 은 탁자의 의사가 아마도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to

carryoutwhatwasprobablyhisintention),각각의 국가는 이에 하여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TheAmericanLaw Institute,『RestatementofTheLaw (Conflictof

LawsSecond)Vol.2』,AmericanLawInstitutePublishers,1971,p.144참조.

198)E.I.Sykes&M.C.Pryles(註 109),pp.715-716.

199)신탁 약은 유효성․효력문제와 신탁사무의 구별기 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다만,제

10조가 신탁의 거법 변경을 신탁의 유효성에 한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

탁의 유효성에 한 거법에 따라 신탁사무의 내용을 악하는 것이 유력한 해석론이

될 수 있다.보고서,para.88-8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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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한 사항,새로운 수탁자의 지정이나 신탁의 종료에 한 사항

등을 들고 있다.200) 국의 례 등을 참고하여 보면,일반 으로 신

탁의 해석과 유효성의 쟁 이외에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특히 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권리와 의

무에 한 공란 넣으실 것 사항들을 신탁사무의 수행으로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

2.신탁의 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들(제2항)

제8조 제2항은 신탁의 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들을 폭넓게 시

하고 있다.202)이 규정은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이 신탁과

련된 쟁 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한 것이기도 하다.203)제

2항에서 나열된 사항들은 신탁에 고유한 내부 계에 련된 쟁 들

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신탁의 거법이 미치는 사항은 원칙 으로

수탁자의 산시 수탁자 명의로 된 재산의 처리,신탁재산의 추

등 외부 으로 제3자가 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제11조 참조).

약 제15조는 련된 쟁 에 한 강행법규만이 신탁의 거법에 우

선하여 용될 수 있음을 제로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제2항에

시된 사항들을 신탁 약의 해석론을 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가.수탁자들의 선임,사임 해임,수탁자로 행 할 수 있는 능

력과 수탁자의 지 의 이

1)수탁자들의 선임,사임,해임 수탁자 지 의 이 (교체)

200)TheAmenricanLaw Institute(註 196),p.172.이와 달리 오스트 일리아의 E.I.

Sykes&M.C.Pryles(註 109),p.716은 ‘신탁사무’를 채무와 비용의 지 ,신탁기 의

투자,구좌의 개설,수탁자의 면책,새로운 수탁자의 지정,자본과 수입의 개념에 한 사

항으로 한정 으로 보고 있다.

201) 국의 ChellaramvChellaram(No1)[1985]Ch.409.사건에서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의 수익자에 한 권리와 의무’로 취 하고 있다.

202)보고서,para.81.

203)J.Harris(註 38),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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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Chellaram 사건204)은 수익자들이 수탁자의 해임과 교체

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었다.이 사건에서 Scott 사는 “수탁자의

해임과 교체는 일종의 차 문제로서,문제된 신탁을 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할권 있는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라고

설시하 다.그는 수익권의 내용과 범 를 정하는 신탁의 거법과

달리 그러한 권리를 집행하는 차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제 아래,

수탁자의 선임과 해임․교체는 수익권의 범 에 향을 미치지 않

는 차의 문제로 악한 것이다.이에 하여는 단순히 법정지법을

용하고 마는 퇴행을 보 다는 지 이 있었다.205)

신탁 약은 수탁자의 선임,사임,해임 교체를 신탁의 거법

이 규율하는 사항으로 명시하 다.수탁자의 지 의 이 (수탁자의

교체)의 경우,신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은 재산의 이 에

한 거법에 의할 것이다.206)제8조 제2항 a)는 수탁자의 선임,해

임,사임,교체의 요건과 효과, 차,범 등의 사항이 신탁의 거

법에 따른다는 취지로 보인다.

2)수탁자로 행 할 수 있는 능력

수탁자의 능력에 한 사항은 통상 강행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수탁자로 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신탁의 거법에 따르도록 한 것

은 주목할 만하다.207)‘수탁자로 행 할 수 있는 능력’은 행 능력의

일반 측면과 수탁자로서의 합성( 컨 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204)[1985]Ch.409.

205)D.Hayton,「TrustsinPrivateInternationalLaw」,『TheNationalLawJournal(vol.

135)』,1985,p.19;D.Evans,「AdministeringForeignSettlements」,『LawQuarterly

Review(Vol.102)』,p.30.

206)수탁자의 교체는 신수탁자에게 새로운 신탁설정의 실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재산의

이 이 수반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신탁재산이 물권이라면,통상 재산의 소재지법이

용된다.D.Hayton(註 87),p.274참조.이와 달리,신탁 약의 정책은 신탁의 성립 이

후(rocket-launched)에는 신탁재산의 이 에 한 거법을 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신수탁자에 한 재산의 이 은 신탁의 거법에 의할 것이

라는 견해로,J.Harris(註 38),p.237가 있다.

207)J.Harris(註 38),pp.237-238.



- 60 -

것,수탁자가 될 회사가 법원의 승인을 받았을 것)까지 포함하는 넓

은 개념이다.208)이 조항에서는 ‘수탁자로서 행 할 수 있는 능력’만

을 신탁의 거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신탁의 설정 과

정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은 선결문제로서

약의 범 밖에 있다.209)

나.수탁자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이 조항은 수탁자들이 수익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

에 하여는 신탁의 거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기 에

부합한다는 인식에 기 한 규정이다.210)

미법상 공동수탁자의 신탁재산 소유형태는 ‘JointTenancy’211)

인데,우리 신탁법은 ‘합유’가 그에 가장 근 하고 수탁자에 한 신

뢰에 기 하여 수탁자 간에 공동 계를 갖게 하여 재산을 리하도

록 하는 신탁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을 고려하여212)신탁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50조).

다.의무의 이행 는 권한의 행사를 부 는 일부 타인에게

임할 수 있는 수탁자들의 권리

수탁자는 탁자와의 신임 계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인수받아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원칙 으로 그 신임에 부응하여 스

208)보고서,para.85.

209)J.Harris(註 38),p.238.행 능력의 개념을 이처럼 분할하여 검토하는 것이 우리에게

는 낯설지만, 미법계에서는 오히려 행 능력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이를 어떤 법률 계

의 실질 유효성을 구성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미법계에서는 행 능력을 설명하기

해서 이처럼 부득이 행 능력이 작용하는 각 측면으로 나 어 근한다.

210)Ibid.,pp.239-240.

211)JointTenancy는 일부 수탁자의 사망,청산,해임,사임 등에 계 없이 신탁 계를 유

지하기 한 개념으로서,신탁재산의 일부를 소유하던 일부 수탁자가 수탁자의 지 를

상실하는 경우에 나머지 수탁자가 자동으로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탁자의

지 로 들어서되,새로운 수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이로써 수탁자

의 지 를 상실한 자가 소유하던 신탁재산의 귀속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

할 수 있다.D.Hayton(註 9),pp.34-35참조.

212)법무부 (註 5),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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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신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이러한 원칙을 우리 신탁법상 수

탁자의 자기집행의무(제42조 제1항), 보통법상 ‘duty not to

delegate’라 한다.213)이러한 자기집행의무의 원칙 아래, 국의 경우

보통의 신탁과 자선신탁을 나 어 임 가능한 수탁자의 기능을 정

하고 있으며(TrusteeAct2000제11조),미국은 ‘수탁자와 비슷한 기

술(comparableskill)을 갖춘 신 한 사람(prudentperson)’에 한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를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련하여 수

탁자에게 합리 인 리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미국 통일신탁법

제807조,신탁법리스테이트먼트 제3 제80조).나라마다 조 씩 다

른,수탁자의 의무 이행 는 권한의 행사를 임할 수 있는 수탁자

의 권리는 이 조항에 따라 신탁의 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라.신탁재산을 리하거나 처분하고,신탁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는 새로운 재산을 획득하는 수탁자들의 권한

신탁사무에 하여 거법이 별도로 선택되거나 연결되지 않는

한,신탁재산의 리와 처분은 신탁의 거법에 의한다.한편 신탁

재산의 처분,신탁재산에 한 담보의 설정,새로운 재산의 획득에

있어서 재산의 이 과 담보설정에 한 거법은 요한 의미를 가

진다.즉,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지,신탁재산에 담보

를 설정할 수 있는지,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신탁의 거법에 의할 것이지만,실제로 권리의 이 이

발생하 는지,어떤 종류의 담보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설정할 것인

지는 재산의 이 과 담보설정에 한 거법을 따르게 된다.214)

마.수탁자들의 투자 권한

213)법무부 (註 3),341면 ;P.Panico(註 5),pp.152-154.수탁자가 임을 할 수 없다는

통 원리를 라틴어로 ‘delegatusnonpotestdelegare(adelegatecannotdelegate)’라

고 한다.

214)D.Hayton(註 87),p.273;J.Harris(註 38),pp.242-243.그러므로 컨 신탁재산

이 부동산 는 동산이라면,물건의 소재지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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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신탁재산 투자권한은 한 신탁사무의 가장 본질

측면으로서,이 조항은 승인받지 아니한 투자215) 는 한 주의

의무를 반한 투자의 결과 한 신탁의 거법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216)미국은 신탁법리스테이트먼트(제3 )에서 신

한 투자자원칙(PrudentInvestorRule)을 도입217)하 고,1994년 통

일신 투자법(Uniform PrudentInvestorAct)을 제정하여 원칙을

입법화하 다.218)이는 수탁자의 반 투자 략을 인정하여 투자

방법 투자 상에 한 재량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손해 의

무 반 여부도 개별 투자방법이 아닌 신탁재산의 체 포트폴리오

(portfolio)를 기 으로 단하는 원칙을 말한다.219) 국에서도 2000

년 수탁자법(TrusteeAct2000)을 통하여 연 신탁과 같은 몇 가지

외를 제외하고는 투자 상 는 투자범 에 한 제한을 철폐하

다(제3조 내지 제5조).그러나 우리 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의 리는 신탁행 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이 정한 보수 인

투자방법(국채․지방채 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에

투자하거나 은행 는 우체국에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신

한 투자자원칙을 도입하지 아니하 다(신탁법 제41조).

바.신탁의 존속기간과,신탁의 수익을 축 하는 권한에 한 제한

보통법상 구권 지의 원칙은 일반 으로 신탁의 실질 유효성

과 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220)이 조항은 보통법계의 이러한

215)‘승인된 투자(authorizedinvestments)’란 수탁자가 그의 역할에 비추어 부 한 재산

에 투자하거나 수익자에게 잠재 으로 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하여 특정된 투

자목록을 의미한다.이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신 한 투자자 원칙 아래에

서 이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P.Panico(註 5),p.110참

조.그러나 입법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신 한 투자자 원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

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arris교수의 표 을 그 로 인용하 다.

216)J.Harris(註 38),p.243.

217)신탁법리스테이트먼트 (제3 )제90조 내지 제92조.

218)이 법은 뉴욕,캘리포니아,시카고,워싱턴 등 다수의 주에서 채택하 다.P.Panico

(註 5),p.123각주 47)참조.

219)법무부 (註 3),332면.

220)J.Harris(註 38),p.244.각주 737) ReFitzgerald[1904]1Ch573; Salib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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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반 한 것으로서 구권 지 는 구축 지의 원칙은

이미 설정된 신탁에 한 문제로서 신탁의 거법의 용을 받는다.

한편, 국 소재의 부동산에 하여 우리나라 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221)을 설정한 경우,수익의 축 을 목 으로 하는 신탁은 국

법원에서 약 제15조 는 제18조에 의하여 그 승인이나 효력이

제한될 것이다.222)

사.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인 책임을 포함한 수탁자들과 수익

자들간의 계

수탁자의 수익자에 한 ‘인 책임’이 신탁의 거법에 의하여 규

율됨은 명백하므로,수탁자가 신탁 반을 한 경우 수익자에 한 책

임과,수탁자가 리인의 행 로 인하여 부담하는 책임(vicarious

liability)은 신탁의 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223)

반 로 이 조항은 수탁자의 제3자에 한 책임에 하여는 다루

지 않는다.224)제3자의 수탁자에 채권 이거나 물권 인 권리는 그

가 당사자가 아닌 신탁의 거법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아니라는

에서 신탁의 거법이 규율하는 상에서 제외한 것이다.225)

아.신탁의 변경 는 종료

신탁은 장기간 지속되는 법률 계이기 때문에,신탁설정 이후의

Falzon [1998]NSWSC 302 참조.이와 달리 Harris 교수는 신탁의 설정 단계

(rocket-launching)의 문제인 구권 지원칙에 한 규정을 신탁의 거법에 한 제8

조 제2항에 둔 것에 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련하여서는 제4조에 한 설명 참조.

221)우리 신탁법은 수익자 연속신탁을 두면서 (제60조),그 존속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이는 미법이 구권 지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나,일본 신탁법이 수익자 연속신

탁에 해서만 30년으로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본신탁법 제91조)과 다르다.법

무부 (註 3),494면 참조.

222)이상의 내용은 J.Harris(註 38),pp.244-245참조. 구축 지 는 구권 지의

원칙이 제15조의 문제인지,제18조의 문제인지에 하여는 각 해당부분 참조.

223)Ibid.,p.245.수탁자가 그의 의무 이행을 임하여 리인을 고용한 경우에도,여 히

그들이 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에 하여 책임을 부담한다.TurnervCorney(1841)5

Beav515,517참조.

224)보고서,para.87.

225)J.Harris(註 38),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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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하여 신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226)신탁의 거

법 변경에 하여는 약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다.신탁의 종료사유

종료 후 계산 등은 신탁의 거법에 따른다.신탁이 종료되어 수

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에,재산의 이 에

한 한 재산의 소재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227)

한편,신탁의 합병은 합병 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가 합

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신탁의 변경

는 종료에 하여 취 할 수 있을 것이다.228)

자.신탁재산의 분배

신탁재산의 분배는 신탁의 거법에 따른다.이 규정은 신탁의

거법이 다른 쟁 의 거법과 결합하여 활용되어야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컨 신탁의 거법은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

t)229)에서 수익을 분배받을 사람의 범 ( 를 들어 ‘법하게 입양된

자녀와 생존한 배우자’)를 한정하는 데에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법성’,‘입양’,‘혼인’등의 쟁 은 련된 거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230)

차.신탁사무에 한 수탁자의 보고의무

신탁사무에 한 수탁자의 보고의무는, 리 수탁자와 수익자 사

226) 컨 ,Re Seale'sMarriage Settlement[1961]Ch.574 사건에서 국법원은

VariationofTrustsAct1958을 용하여,수년 에 부부와 그 자녀가 국에서 캐나다

로 이주하는 사정의 변경이 생겨 국의 부부재산계약으로 설정된 신탁을 취소하고 이를

외국의 캐나다의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신탁으로 체하면서 캐나다인을 수탁자로 지정키

로 하는 신탁의 변경합의를 승인하 다.

227)이와 달리 신탁의 거법이 용된다는 견해로,J.Harris(註 38),p.270.

228)우리 신탁법은 신탁의 합병에 한 규정을 신탁의 변경에 한 제7장에 두고 있다.

229)수익자로 될 자가 수탁자의 재량에 의해 확정되는 신탁을 통상 재량신탁이라고 한다.

즉,수탁자에게 설정자가 묘사한 수익자집단 에서 지정할 재량 혹은 인 수익자

지정권을 부여한 신탁이다.그러므로 수익자는 오직 신탁에 의하여 설정된 기 에 따라

수입과 원본을 수령할 권리만을 보유한다.그리고 각국의 신탁법은 수익자의 재산 분배

를 받을 권리의 내용을 달리 규율하고 있으므로,본 조항은 특히 재량신탁의 경우에 의

미가 크다.이 기 (註 84),19-20면 참조.

230)D.Hayton(註 87),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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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 장을 용함에 있어서 분리할 수 있는 신탁의 부분,특히 신

탁사무에 한 사항은 다른 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의 계에 포섭되는 문제이다.Harris교수는 ‘account’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수탁자의 신탁 반에 따른 수익자의 형평

법상 이익의 회복(equitableremedyofaccount)의 에서도 논의

하나231)이는 g)와 련된 사항이고,‘accountforadministration’은

‘신탁사무에 한 보고’로 이해하여야 한다.232)

Ⅳ. 거법의 분열 (제9조)

약 제9조는 신탁의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법에 규율될

수 있다는 거법의 분열(dépeçage)을 받아들이고 있다.법률 계의

다른 부분에 서로 다른 법을 용하는 것을 국제사법에서는 ‘거법

의 분열(dépeçage)’이라고 한다.특히 신탁사무에 하여 그 가능성

을 언 하고 있는 것은,그것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기도

하거니와,233) 거법 결정과 련한 신탁사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신탁사무 이외의 거법 분열( 컨 효력과 유효성,

해석 사이의 분열)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분열을 둘 이익은 많지 않

고 상치 못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234)한편, 거법의 분열은

신탁재산이 각각 다른 나라에 소재하거나 수익자들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235)

Ⅴ. 거법의 변경 기 (제10조)

231)J.Harris(註 38),p.272.

232)洪裕碩 (註 5),780면도 j)를 “수탁자의 신탁분배에 한 보고의무”라고 번역하고 있다.

233)보고서,para.91.

234)G.Thomas&A.Hudson(註 102),p.1203.

235)보고서,par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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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탁의 유효성에 한 거법은,그 법 는 신탁의 분리할 수 있

는 부분의 거법을 다른 법에 의하여 체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신탁에서 신탁의 거법 변경이 필요하거나 유

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런데 어떤 나라는 신탁증서에 의하

여 명시 으로 그 변경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 한하여 거법 변경

이 가능한가 하면236),어떤 나라는 법 자체가 수탁자가 거법의 변

경권한을 갖는지에 하여 정하고 있어 거법에 따라 변경의 요건

과 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37)신탁 약은 거법의 변경을

‘신탁의 유효성’에 한 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신탁 약은

‘신탁의 분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하여 별도로 지정된 거법이 변

경되는 경우도 명시 으로 포함하고 있다(제9조 참조).일부분에

한 거법의 변경도 그 일부분에 한 거법이 아니라 신탁의 유

효성에 한 거법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됨은 물론이다.238)제

10조는 제7조에 의한 객 연결 의 변경에 따라 거법이 변경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이러한 거법의 변경을 랑스어로

‘conflitmobile’,독일어로 ‘Statutenwechsel’이라 한다).239)

거법 선택에 항 탁자의 자유를 시하여, 거법 변경의 기

이 되는 ‘유효성의 거법’은 신탁의 설정당시 법 상태에 고정되

236) 국의 경우,① 신탁증서에 유보되거나 신탁증서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수여된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는 ② 거법의 변경에 한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설정의 효과

를 발생하는 방법으로서 는 ③ VariationofTrustsAct1958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거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단순한 투자처의 변경,수탁자나 수익자의 거주

지 변경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거법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Dicey,Morris&

Collins(註 61),p.1500참조.

237)보고서,para.97-98.

238)보고서,para.99.

239)보고서,para.98.그러나 각주 225)에서 보듯,신탁의 유효성의 거법이 국법인

경우,객 연결 의 변경에 의한 거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거법의 변경

과 련한 설명으로는 석 (註 24),236면 내지 241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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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 장에 의하여 지정된 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은 신탁으

로서 승인된다.

[제2항]그러한 승인은,최소한,242)신탁재산이 별도의 기 을 구

성하는 것,수탁자가 수탁자의 자격으로 제소하거나 제소할 수

있다는 것과,그가 공증인 는 공 자격에서 행 하는 모든

사람 앞에 수탁자의 자격으로 출석하거나 행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제3항]신탁의 거법이 요구하거나 는 규정하는 한,그러한

승인은 특히 다음을 의미한다.

a)수탁자의 개인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

b)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 는 산시 수탁자의 도산재단

는 산재단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c)신탁재산은 수탁자 는 그의 배우자의 부부재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한 수탁자의 사망시 수탁자의 유산의 일

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고 그 법의 내용이 이후에 개정 는 례 변경에 의하여 변하더라

도 이는 반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다.240)그러나 이처럼 거

법의 시 을 고정하는 것은 탁자로 하여 그 이후에 계속된 입

법의 효과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이 행 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거법의 기 시 을 고정(freezing)하고자 하는 탁

자의 의사가 신탁증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한 신탁 설정 이후에

개된 법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탁이 규율된다고 이 타당하다.241)

제 4 승 인(Recognition)

240)보고서,para.97.

241)J.Harris(註 38),pp.307-308;P.Nygh,『AutonomyinInternationalContracts』,

OxfordClarendonPress,1999,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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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수탁자가 신탁을 반하여 신탁재산을 그 자신의 재산과 혼

합하거나,신탁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신탁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그러나 당해 재산의 소지인인 제3자의 권리와 의

무는 법정지의 법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에 따른다.

Ⅰ.신탁의 승인 (제11조)

1.승인 일반론

가.승인의 기능

신탁의 승인에 하여 규정한 제11조는 신탁 약에서 가장 요

한 조문 의 하나이다.신탁 약의 핵심 인 기능은 신탁제도를 가

지지 않은 국가에 의한 신탁의 승인을 진한다는 데 있다.243)이는

곧 국제신탁의 진을 의미한다.제11조에서 말하는 ‘승인’이란 신탁

의 거법이 되는 외국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신탁의 효력(effect)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244)서문과 제1조에 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신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륙법계 국가에서도 신탁이

기능하기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효력을 정하고,이를 체약국이 받

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신탁의 승인에 한 규정은 신탁 약

의 존재의의와 직결된 근본 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신탁제도

를 가지지 않은 체약국 내에서 신탁이 가지는 효력의 내용과 범 ,

한계를 구체 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다.

나.승인의 실 방법에 한 이론 -“Translating”의 문제

‘신탁의 효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

242)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최소한 신탁재산이 별도의 기 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번

역하고 있으나,‘최소한’은 이하에 열거된 모든 효력에 걸리는 문구로 보인다. 한 제2항

에서 특히 필수 인 효력을 다루고 있다는 을 강조하기 하여 ‘최소한’에 방 을 두었

다.

243)J.Harris(註 38),p.311.

244)HeinKötz(ed.D.Hayton)(註 57),p.44;보고서,Para.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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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실무상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최소한 상당한 창

조성을 요구하게 된다.245)신탁에 효력을 부여하는 구체 방법을

둘러싸고는 학설의 립이 있다.

독일의 Kötz교수는 륙법 국가의 사가 신탁의 승인이라는

목표를 “변형(Translating)”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이는

기능상 신탁에 련된 법정지의 제도들을 용함으로써,외국법을

거법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효력에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246) 컨 ,베를린에 사무소를 둔 독일은행을 수탁자로

하고 국법을 거법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 는데,수탁자가

산하는 경우에 과연 산재단과 신탁재산이 분리될 수 있는가를 가

정해 보자.이 경우에 독일의 사는 (독일이 약에 가입한 것을

제로) 신탁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고,그 승인의 효과는 ‘독일법

의 도움을 통하여’ 국법을 거법으로 하는 신탁의 효과를 달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이 경우에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직 재산이

이 된 경우에 한하여,수탁자의 산 차가 개시된 때에 신탁재산

은 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례들이 고려될 수 있

다.247)Schoenblum 교수는 신탁에 하여 어떻게 처를 해야 할지

에 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경험도 없는 륙법 국가에서 신탁이

온 히 기능할 것을 기 하기는 힘들고,신탁 약의 목 에 부응하

려는 최선의 노력조차도 신탁에 좀 더 유사한 륙법상의 혼성

구조(hybridconstuct)로 귀결될 것이라는 을 지 하는데248),이것

이 바로 변형(translating)의 의미이다.

245)J.Harris(註 38),p.330.

246)HeinKötz(ed.D.Hayton)(註 57),p.44.

247)HeinKötz교수는 Ibid.,p.44에서 도쿄에 사무소를 둔 일본은행을 수탁자로 하고,캘

리포니아 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를 로 들면서,수탁자가 산한 경우

일본 신탁법 제22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그러나 일본은 신탁제도를 두고 있으

므로 translating의 한 가 되기 힘들다.이에 독일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국법을

거법으로 한 경우를 가정하 다.

248)JeffreySchoenblum,「TheHagueConventiononTrusts:Muchadoaboutvery

little」,『JournalofInternationalTrustandCorporatePlanning(vol.3)』,1994,p.

13.이는 J.Harris(註 38),p.3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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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국의 Harris교수는 신탁 약의 요청은 신탁을 변형

(Translating)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에 의한 권리 자체를 승인

(recogniseinitsownright)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49)신탁 약의

승인 규정은 기존의 변형(Translating)방법이 불러일으켰던 어려운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것이므로,신탁은 가장 인 한 륙

법의 유사제도로 가장되어 재탄생할 것이 아니라 신탁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신탁제도를 알지 못하는 체약

국에서 실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이들 국가에 존

재하는 기성의 법제도에 맞추어 신탁을 재단하기보다는 신탁에 그

로 효력을 부여할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50)

다.검 토

1)변형(Translating)의 의미

변형은 문제되는 외국의 거법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계의 효

력을 법정지의 기성 법제도에 의하여 발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국내의

법 내용에 맞게 축소되거나 변형된다.이는 법정지에 외국의 거법

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계를 규율하기에 확한 실질법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이러한 에서 승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형은, 거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정지법이 어떤 법률 계에

한 실질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행하는 성질결정

(Characterization)과 유사성이 있다.251)신탁을 알지 못하는 국가의

249)J.Harris(註 38),p.330.

250)J.Harris(註 38),p.335참조.

251)Harris 교수는 "신탁 약에 의하여 륙법계 국가에서 있었던 신탁의 성질결정

(Characterization)에 한 논의는 종결되겠지만,실무상 신탁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에서

신탁의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양자를

인 한 문제로 취 하고 있다.J.Harris(註 38),pp.335-336참조.그리고 Harris교수가

신탁의 승인과 련하여 다루는 translating의 들을,Thévenoz교수는 신탁의 성질결정

(Characterization)과 련한 로 제시하고 있다.J.Harris(註 38),pp.331-335 L.

Thévenoz(註 92),pp.201-2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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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신탁 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 에 하여 신탁에 가장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법제도를 용함으로써 제한 으로나마 신탁

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이는 이미 외국법에 의하여 물권

이 설정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 우리 국제사법상 용되

는 이른바 ‘치환(置換,Transposition)’법리와 유사하다.252)253)

2)변형(Translating)에 의한 승인과 직 승인의 차이

신탁의 법률효과를 승인함에 있어 이를 변형하여 승인하는 것과

직 승인하는 것의 차이는 륙법 국가가 알지 못하는 법개념 ―

컨 , 추 (tracing)과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의제신탁

(constructivetrust)― 이 개입되는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네

덜란드에 소재하는 신탁재산에 하여 국법을 거법으로 하여

신탁 설정을 하 는데,수탁자가 이를 신탁목 에 반하여 악의의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신탁 약에 가입한 네덜란드의

경우, 약 제11조 제3항 d)에 의하여 네덜란드에 소재한 신탁재산

의 추 이라는 효과를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네덜란드의 학

자들은 네덜란드에서는 신탁 반에 한 회복의 방법으로서 신탁재

산이 물권 으로 회복되어 의제신탁이 형성되는 것까지 승인할 수

는 없고,수익자의 추 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의 법에 의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 청구에 국한된다고 한다.이들은 의제신탁제

도는 물권법에 한 네덜란드의 강행법규에 되어 신탁 약 제

15조 제1항 d)에 의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54)이

252)‘치환’의 법리는 외국에서 성립한 물권이 한국의 물권의 성립요건을 구비한다면 외국법

에 따른 물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한국법상의 물권 에서 유사한

내용의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거나,외국에서 인정하는 효력의 일부만을 제외함으로써 외

국법상의 물권의 효력을 존 하자는 것이다.국제사법상 치환의 법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민법(제185조)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석 (註 24),238면.

253)Alfred E.von Overbeck,「Law Applicable to,and Recognition ofTrusts in

Switzerland :The Possible Future under the Hague Convention」,『Tursts &

Trustees (No.5)』,1996,p.5는 신탁 약 하에서 “assimilation,adaptation or

transposition”이 필요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데,‘변형’과 ‘치환’이 동의어이거나 상당한 유

사성을 가지는 법리인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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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Harris교수는 같은 사안에 하여, 국법에 따른 추 의

효과로서 형성되는 의제신탁은 신탁 약의 용범 에 포함되어 ―

제11조 제3항 d)는 추 의 효과로서 제3자를 수탁자로 한 의제신탁

이 설정되는 것까지 승인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 원칙

으로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도 승인되어야 하며,다만 체약

국은 약 제13조를 근거로 승인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255)

3)결론 :직 승인과 입법 노력의 요성

신탁재산에 한 물권 추 과 그에 하여 형성되는 사법상 신

탁인 의제신탁을 네덜란드 법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은 비교

분명하다.256)그러나 신탁 약의 핵심 인 목표 의 하나가 신탁제

도를 가지지 아니한 국가에서도 신탁이 어디까지나 신탁으로서 취

되고 효력이 부여되도록 승인의 기 과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므

로,신탁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에서도 외국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

의 법률 계에 신탁 그 자체로서 효력을 부여할 방안을 도모 하여

야 한다.257)이러한 요구는 실질 으로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체약

국이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의 제정․개정하는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258)신탁제도를 가지지 않은 국가

가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도 그에 뒤따르는 법의 개정이 없는 한에

서는,결국 약 제15조가 규정한 강행규정 등의 용에 의하여 신

254)M.Koppenol-Laforce& R.Kottenhagen,「TheInstitutionoftheTrustandDutch

Law」,『NetherlandsReportstotheⅩⅤthInternationalCongressofComparativeLa

w』,Bristol,1998,p.137,148.이는 J.Harris(註 38),pp.327-329에서 재인용.

255)J.Harris(註 38),p.329참조.

256)M.Lupoi(註 35),p.355은 미법상의 추 제도는 실체의 문제가 아닌 재산의 회복

차(proceduraltechnique)이기 때문에,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의하여 차규정이 없는

네덜란드에서 용될 수 없다고 한다.

257)洪裕碩 (註 3),777면 ;AlfredE.vonOverbeck(註 253),p.5;M.Lupoi,「Effectsof

theHagueConventioninaCivilLaw Country」.『Trusts& Trustees(vol.4)』,

OxfordJournals,1998,p.15

258)AlfredE.vonOverbeck(註 253),p.9;J.Harris(註 38),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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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승인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약가입의 효과를 해한

다.법 개정 이 에는 최소한 신탁을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는 법

리의 개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네덜란드의 로 돌아와 살펴본다.네덜란드는 신탁 약

에의 가입을 승인하는 법인 WetConflichtenrechtTrusts1995제4

조에 “재산 담보권의 이 과 채권자의 보호에 한 네덜란드의

법률은 신탁 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승인을 막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담보 목 는 양수인의 자산(patrimony)을 구

성하지 않는 목 으로 재산을 이 하는 법률행 는 유효한 재산의

이 을 구성하지 않는다259)”는 네덜란드 민법 제84조 제3항이 신탁

약의 용을 방해하지 못함을 분명히 하 다.260)이러한 입법

조치를 통하여 네덜란드에서 신탁의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러

나 이 승인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제한하거나

수익자의 추 권한을 형성하는 내용의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네덜란드에서 미법상의 추 과 의제신탁이 그 로 승인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신탁 약을 가입함에 있어서 한 후

속입법을 하는 것이 매우 요함을 시사하며,많은 륙법계 국가들

이 신탁 약의 가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

다.

라.승인에 한 규정들 간의 계

259)“AJuridicalactwhichisintendedtotransferpropertyforpurposesofsecurityor

whichdoesnothavethepurposeofbringingthepropertyintothepatrimonyofthe

acquirer,aftertransfer,doesnotconstitutevalidtitlefortransferofthatproperty".

JonathanHarris(註 38),p.320에서 인용.

260)네덜란드 민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A가 B에게 재산을 이 하는 경우,B는

재산의 완 한 소유권자가 되므로,만약 B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재산이 B의 고유재산과

분리된다는 신탁의 근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J.Harris(註 38),pp.319-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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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승인에 한 제11조를 용함으로써 승인을 할 체약국의

실체법이나 어떠한 쟁 에 하여 체약국의 일반 인 국제사법에

의하여 용될 거법이 잠식당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261)

약 제15조 제1항은 강행법규인 성질을 가지는 법들을 신탁의 효력

으로부터 보존하는 기능을 하며,이로부터 신탁의 승인은 법정지법

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용될 법상의 강행법규를 반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262)법정지 는 제3국의 국제

강행법규의 직 용을 규정하고 있는 약 제16조도 승인의 내용

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263)한편, 약 제13조,제14조 제15조

제2항은 신탁의 승인에 한 일종의 완결조항으로서 기능하는데264),

특히 약 제13조는 체약국의 법원에 체약국의 법제도와 충돌하는

신탁에 하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와 같은 방어 인 조치들에 불구하고 신탁이 부당한 효과

(repugnanteffects)를 발생시키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265)

2.신탁의 승인의무 (제1항)

제11조 제1항은 ‘장에 의하여 지정된 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은

신탁으로서 승인된다.’라고 선언하여 체약국에 하여 원칙 으로

승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므로 신탁에 용될 거법이 신

탁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가의 법이어서 약의 용이 배제되는 경

우(신탁 약 제5조)에는,신탁의 승인에 한 제11조의 규정도 용

되지 아니한다.266)

261)보고서,para.105.

262)HeinKötz(ed.D.Hayton)(註 57),p.45;J.Harris(註 38),p.315.

263)보고서,para.105.

264)M.Lupoi(註 35),pp.366-367.

265)Ibid,p.367.이 문헌에서는 신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효과’의 로서 불법 인

세 의 회피 는 탈세를 들고 있다.

266)J.Harris(註 38),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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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에 한 실질법의 제공 (제2항)

제11조 제1항에서 체약국에 부여된 ‘원칙 인’승인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면,그러한 승인의 상이 되는 ‘신탁의 효력’은 제11조 제2

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267)

제 11조 제3항이 “신탁의 거법이 요구하거나 는 규정하는 한”

이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의 상이 될 효력의 내용을 거법이 정

한 범 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제2항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제11조 제2항은,신탁에 용된 거법의 내용에 계없

이 승인의 상이 되는 모든 신탁에 용되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핵심 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제2항은 일정한 한

도에서 신탁에 한 통일된 실질법(uniform substantivelaw 혹은

uniform materiallaw)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68)

그와 같은 실질법의 내용으로서는,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개인재

산과 분리된다는 ②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에 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③ 수탁자가 그 지 에서 공증인

이나 국가․공공단체에 하여 출석하고 행 할 수 있다는 이 열

거되고 있다.그러므로 설령 어떤 거법이 세 가지 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약 상 승인되는 신탁은 최소한 세

가지 효력을 가지고 기능하게 된다.

4.신탁 승인의 내용 (제3항)

가.일반론

제11조 제3항은 신탁의 거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을 조

건으로,승인되어야 하는 4가지 결과를 정하고 있다.그 a)내지

c)는 제2항에서 언 한 “신탁재산이 별도의 기 을 구성하는 것”의

필연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269),이해하기 쉽고 별다른 논쟁의

267)HeinKötz(ed.D.Hayton)(註 57),p.44.

268)J.Harris(註 38),p.313;L.Thévenoz(註 33),p.22;M.Lupoi(註 35),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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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지 않고 있다.270)하지만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다는 은 신탁의 가장 근본 인(fundamental)속성인바,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개인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보호된다는 ②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산․도산시에 산재단이나 도산재단에 속

하지 않는다는 ③ 신탁재산이 부부재산이나 수탁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다는 을 강조하여 와 같은 속성을 강

화하고 있는 것271)은 의미가 있으며,각 항목들을 개별 으로 분명

히 나열하는 것은 실무 인 측면에서도 유익하다.272)

나.신탁재산의 추 (Tracing)

제3항 d)는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반하여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

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는 추 이라는 제도를 승인의 상으로 삼는 한편(제1문),수탁자

와 수익자 그리고 신탁재산을 소지(holding)하는 제3자의 계는 신

탁의 거법이 아닌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거법

에 의한다는 단서를 부여하고 있다(제2문).273)앞서 언 한 a)내지

c)와는 달리 이 조항은 그 의미와 체계 지 에 한 논의가 있어

다소 복잡하다.이하에서는 우선 미법상 고유한 추 의 개념과 내

용을 개 하고,제15조 제1항 d)와 련된 이 조항의 체계상 지 를

심으로 그 해석론을 살펴볼 것이다.

1)추 의 개념과 내용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반의 행 를 한 경우에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반환이나 형평 보상의 일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신탁 반에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

269)J.Harris(註 38),p.313;S.Collins,etal.(註 77),p.12.

270)보고서,para.112.

271)J.Harris(註 38),p.318.

272)S.Collins,etal.(註 77),p.12.

273)보고서,para.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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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74),수익자는 권리들과 추 의 주장을 선택 으로 행사할

수 있다.275)그러나 수탁자가 무자력인 상태가 많고 추 에 의한 회

복이 수익자에게 더 효과 인 이익의 회복을 보장하기 때문에 추

은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해 매우 요한 제도이다.

추 이라 함은 보통법상 신탁재산을 추 할 목 으로 이루어지는

차를 말한다.276)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반하여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혼합하여 정한 재산분리상태로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와277),신탁재산을 양도받은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신탁

재산의 리․처분과 련하여 추 가능한 이익(이하에서는 이를

‘ 물’이라 한다)278)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신탁 반행

에 사기 이거나 부정직하게 조력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하여 직 추 의 차를 진행할 수 있다.279)수익자의 이와 같은

추 행 는 ① 수탁자가 산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들

의 권리에 우선하며,② 신탁재산이 그 형태를 변경하여 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 가치가 기존의 신탁재산보다 증가

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하여 권리를 가지고,③ 두 가지 측면

의 결과로서 을 수탁 받은 자가 신탁 반 행 로 취득한 재산

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이 반환행 는 수탁자의 산 차

에서 부인의 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80)

수익자의 추 은 혼합되거나 이 된 신탁재산이나 그 물에

하여 신탁이 의제되는 형태로 실 된다(의제신탁,constructive

274)G.Thomas&A.Hudson(註 102),p.983.그러나 수익자에게 추 이 손해의 회복에

유리하다. 책 p.984참조.

275)L.Thévenoz(註 92),p.256.

276)M.Lupoi(註 35),p.58.

277)Ibid.,p.60.

278)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수익 재산과

이익을 재투자하여 얻은 운용이익까지 포함한다.L.Thévenoz(註 92),p.256.우리 신탁

법상 ‘ 물’은 신탁재산 자체의 변형물 뿐만 아니라,신탁의 리․처분 등으로 얻은

재산( 극재산,소극재산 여부는 불문)을 포함하며,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

법정과실도 모두 포함된다.이 기 (註 84),167-168면 참조.

279)S.Collins,etal.(註 77),p.141.

280)M.Lupoi(註 35),pp.60-61.



- 78 -

trust)281).신탁재산이나 그 물을 소지하거나 소지하 던 자로서,

신탁 반행 임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사기 (fraudulent)이

거나 부정직(dishonest)하게282)신탁 반행 에 조력한 제3자는 수

탁자로 의제된다.283)수익자는 이익회복의 기회를 극 화하기 해

수탁자,재산의 취득자,부정직한 조력자를 상 로 동시에 추 의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284)반 로 신탁재산이나 그 물을

소지한 제3자가 선의의 유상취득자( 국의 통 표 에 따르면,

이를 ‘bonafidepurchaserwithoutnotice’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수

익자의 형평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추 의 상이 되지 않는

다.285) 국에서는 추 에 하여 ‘proprietary remedy’ 혹은

‘equitableobligationinrem’이라는 표 을 사용하여 물권 인 회복

차로 본다.286)

2)제3항 d)의 체계상 지

보통법계의 신탁법리에 기 한 추 이라는 재산회복의 차는 수

익자에게 매우 효과 이고 범 한 권리회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반 로,신탁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가에 거주해왔고 수탁자와

281)M.Lupoi(註 35),p.26.같은 책 p.61 L.Thévenoz(註 92),pp.256-257에 의하면,

제3자가 선의의 유상취득자에 해당하여 그에게 추 할 수 없거나 신탁재산이나 그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탁의 의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수탁자가

취득한 보상의 지 을 청구할 수 있고,의제수탁자가 더 이상 추 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재산을 이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제수탁자에게 보상의 지 을 구할 수 있다.

282)미국에서는,제3자의 책임 요건으로서 ‘수탁자의 신탁 반에 한 고의 인 부지

(deliberateignorance)’,즉 제3자가 신탁의무 반에 하여 부지 상태에 있기 하여 이

를 뒷받침하는 정황에 불구하고 소극 으로 더 이상 문의를 하지 않은 경우(remain

passiveandnotinquirefurther)에도 수탁자의 신탁의무 반을 알았던 것으로 취 한다.

NewJerseyTitleInsuranceCo.v.Caputo,163N.J.143,748A.2d507(2000)등 참조.

283)S.Collins,etal.(註 77),p.142.

284)G.Thomas&A.Hudson(註 102),p.984.

285)M.Lupoi(註 35),p.26.

286)M.Lupoi(註 35),pp.63-64;G.Thomas&A.Hudson(註 102),p.980참조. 문

헌에 의하면 추 이라는 것은 이론상 신탁재산에 한 보호 차(probationaryprocedure)

에 해당하고,반 로 의제신탁은 실체법에 속하므로 양자의 계는 다소 불분명하다고

한다.PerLordSteyninFoskettv.Mckeown[2001]AC102 결에서는 추 을 ‘재

산의 확인 차(aprocessofidentifyingasset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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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의무의 성질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

게는 상치 못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287)신탁 약의 성안과정

에서,스 스 바젤에 소재한 국제결제은행(BIS)은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에 소재한 은행들에게는 추 에 한 신탁의 거법이

용되지 않도록 할 의도로 ‘신탁재산의 소지자의 책임은 그의 상거

소지의 법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법에 따른다288)’는 규정을 추

가할 것을 제안하 고,이후 상당한 토론을 거쳐 지 과 같은 규정

에 이르게 되었다.289)국제결제은행은 와 같은 규정을 둠으로써

신탁재산의 보 자(depositary)로서 기능하는 은행들이 상치 못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 던 것이다.290)

와 같은 성안과정상 제2문은 특히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의 은행과 수탁자 사이의 거래 계를 고려한 것으로서,은행,트

이더, 융 개인 등 신탁재산의 보 자들의 권리의무를 법정지의

법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291)즉,제2문의

‘신탁재산의 소지자’는 신탁의무의 반으로 재산을 이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수탁자와의 계약 계에 의하여 재산을 소지

하는 자를 말한다.292)신탁재산의 보 자는 수탁자와 계약의 거법

에 의하여 수탁자에 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고,보 자( 는 그

고용인)가 수탁자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행 를 지른 때

에는 불법행 의 거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93)

한편,석 교수는 계약 계가 없이 신탁을 반한 수탁자로부

287)LucThévenoz(註 92),p.258.

288)"Theresponsibilityoftheholderoftrustassetshoweverremainsgovernedbythe

lawapplicableattheplaceofhishabitualresidence".

289)이 규정의 성안 과정은 보고서,para.115내지 117참조.

290)M.Lupoi(註 35),p.335.

291)LucThévenoz(註 92),pp.279-280;보고서,para.113.

292)AlfredE.vonOverbeck(註 253),p.7.

293)LucThévenoz(註 92),p.280.SaraCollins,etal.(註 77),p.12은 “헤이그 신탁 약

이 와 같은 당사자에 한 계에서까지 단일한 법 규칙을 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 하기 어렵고,그러한 쟁 들에 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고유의 법 규칙을 용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기술하는데,같은 의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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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탁자가 자산,동산 는 부동산, 는 그에 한 권원증서를 등

록하고자 하는 경우,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지

되거나 그의 법에 되지 아니하는 한,그는 수탁자의 자격에

서 등록하거나,신탁의 존재를 공시하는 다른 방법으로 등록할

권한이 있다.

터 신탁재산을 양수한 자도 여기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제3

항 d)의 문언에 따르면 추 의 상인 재산의 소지인의 제3자의 권

리와 의무는 신탁의 거법이 아니라 법정지의 법규칙에 의하

여 결정되는 법에 따르므로,추 상인 재산이 신탁의 개념을 알지

못하거나 는 추 권을 알지 못하는 국가에 있는 경우 추 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294)이는 문언에 더 합한 해석론이기는 하

지만,문언이 “신탁 반행 에 부정직하거나 사기 으로 조력한 제3

자”에 한 추 은 고려하지 않는 등 본 조항에 의하여 추 문제를

일 으로 해결하 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과 본 조항의 성립

배경 등을 고려하여 앞선 견해를 취한다.295)

Ⅱ.공시제도의 유보권한 (제12조)

1.조문의 성립 배경과 내용

294)石光現 (註 4),560면.'제3자'의 범 에 하여 이 문헌에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근시일 내에 석 교수가 서울 학교 융법센터(BFL)학회지에 게재할 정인 문

헌의 개정 에서는 이 이 명시되어 있다.

295)한편,제11조 제3항 d)제2문은 선의의 유상취득자가 일반 인 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추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서,만약 신탁의 거법이 선

의․유상취득자에 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선의․유상취득자라고 하더

라도 추 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에 의하면 추 의 가부는 본 조항에 의하여

종국 으로 결정되며,제 15조 제1항 d)는 신탁의 추 을 면하기 하여 의존하는 규정

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신탁제도 추 제도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규정을 근

거로 추 효과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다.J.Harris(註 38),pp.323-326

375-376.이는 문언에 기 한다는 에서 언뜻 석 교수의 견해에 근 하나,추 의

효력발생을 당연한 제로 하면서 제2문의 기능과 의미를 상당히 축소하여 해석한다는

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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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의하여 외국의 거법에 의한 신탁의 효과를 받아들임

에 따라서,신탁제도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그들에게 익숙지

않은 신탁의 특색(peculiarity)을 등록을 통해 최 한 충실하게 공시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296)이는 특히 등록된 재산을 구매

하려고 하는 제3자 는 수탁자의 채권자의 이익을 한 것이며,부

수 으로 수익자의 이익도 보호한다.즉,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부를 통하여 향후 수익자에 의하여 추

등 권리의 완 한 취득에 한 험을 알 수 있게 된다.이로써 신

탁재산의 상품성은 하되는데 이는 곧 신탁에 반한 신탁재산의

양도 험으로부터 수익자의 이익 한 보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수탁자의 채권자는 등록부의 확인을 통하여 당해 재산이 수탁

자의 개인 채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단할 수 있게 된다.수탁

자의 채권자는 등록부의 확인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존재 법

상태와,이를 제외하고도 그들의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97)

등록을 통한 공시제도가 존재하는 륙법 국가에서는,신탁을 승

인하는 경우 될 수 있는 거래의 안 을 보호하기 하여 ―

약이 제11조 제2항에서 한 바와 같이 ― 등록을 통한 공시를 의무

화 하는 내용의 실질법을 둘 충분한 이익이 있었다.298)그러나 반

로,신탁에 한 등록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국에서는,

컨 부동산 신탁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자의 익명성을 보

장하는 것과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의 양도 가능성을 진할 수 있

다는 측면이 부각되었다.299) 국에서는,오히려 부동산과 주식에

296)보고서,para.118.

297)이하 문단의 내용은 L.Thévenoz(註 92),pp.282-283참조.

298)M.Lupoi(註 35),p.356.

299)J.Harris(註 38),p.338.‘양도 가능성을 진한다(facilitatingthealienability)’는 것은

신탁 반으로서의 양도가 아닌,정상 인 신탁재산 운용의 한 방법으로서의 양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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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탁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강행법규로 취 될 수 있

었던 것이다.300)

신탁의 등록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서도,등록을 허용하는 국가에

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에 한 사항을 등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12조는 이러한 배경을 기 로 형성된 것이다.301)제12조에 의하여,

등록제도를 둔 국가에서 신탁에 한 사항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체

약국은 등록으로 인한 법 효과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동산 는 부동산’은 체약국의 법

에 따라 등록의 상이 되는 부동산,선박․자동차․비행기 무형

의 재산권(지식재산권, 업권 등)을 포 하는 것이다.신탁이 등록

될 장부는,공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명부와 같이 공 기

능을 가지는 사 장부도 포함하는 것이다.302)

2.각국의 수용 형태

신탁 약 제12조의 규정은 신탁 약에 가입하는 체약국에 등록제

도의 설계에 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따라서 국가별로

등록제도에 한 취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륙법계 국가인 네

덜란드는 WetConflichtenrechtTrusts1995제3조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지되거나 그의 법에 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를 제외한 제12조의 규정을 그 로 받아들임으로써 수

탁자의 등록할 권한을 확인하 다.반 로 이탈리아에서는 신탁에

한 등록의 실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신탁 약에 가

입하 다.303)

스 스는 2007년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스 스 국제사법(Private

300)J.Harris(註 38),p.338-339.

301)당 등록에 한 규정을 약 제15조 제1항의 강행법규의 일환으로 삽입하는 것도 고

려되었으나,만약 신탁제도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 미등록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탁 약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에서 제12조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

는 방안이 선호되었다.보고서,para.119 M.Lupoi(註 35),p.357참조.

302)보고서,para.121.

303)L.Thévenoz(註 92),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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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거법의 선택,신탁사무의 수행지305)와 수탁자의 상거소를 제외

하고 신탁의 한 요소들이 신탁 는 련된 유형의 신탁을

알지 못하는 국가와 더 하게 련된 경우에는,어느 국가도

이러한 신탁을 승인할 의무가 없다.

Internatinal Law Act)에 신탁의 공시에 한 특별규정(149d,

Specialprovisionsonpublicity)을 두었다.그 내용을 보면,① 토지

등록부와 선박․항공기의 등록부에 ‘신탁의 존재(existenceofthe

trust)’를 표시(mention)할 수 있고,② 스 스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에 한 신탁 계는 요청에 의하여 련된 등록부에 기입(entered)

될 수 있으며,③ 표시되거나 기입되지 않은 신탁 계는 선의의 제3

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shallnotbeenforceable).스 스에서는 등

록의 상은 ‘신탁의 존재’에 한정하면서도 등록되는 재산의 범 를

특정하 으며,등록의 효과에 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이로써 신

탁 계의 존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추 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행 하려는 선

의인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항할 수 없음은 분명하게 되었다.스

스는 이처럼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수탁자의 등록할 권한 그

등록의 효력과 련하여 제한된 범 의 실질규범304)까지 둠으로써,

신탁의 승인이 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Ⅲ.회피조항 (제13조)

1.취지 성립배경

304)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단순히 등록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넘어,신탁에 련

된 이해 계인의 법률 계를 규율하는 실질법으로서 기능한다.

305)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신탁사무의 처리 장소’라고 번역하고 있으나,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heplaceofadministration’은 약 제7조 제2항 a)로부터 유래한 것이므

로,앞선 번역과의 통일을 하여 이를 ‘신탁사무의 수행지’라고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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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모든 체약국에 용될 것을 정하고 있지만 그 에

서도 특히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사들이 개별 사건에서

신탁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회피조항이다.306)이

조항은 제6조의 성립과정에서 탁자의 거법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고자 하 던 륙법계 국가들의 시도가 좌 되었던 것에 한 반

작용의 일환으로 신탁의 승인을 제한하기 해 나타난 것으로서,307)

그 성립과정에서부터 가장 첨 한 토론이 오갔던 조항 의 하나이

다.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약 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련되어 있다.

2.조문의 용과 련된 문제

가.일반론

1)제13조의 존재의의에 한 논의

제13조는 이른바 ‘국내 신탁(domestictrust)’에 하여 외국의

거법에 의한 신탁의 법률효과를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지 않다는 에 기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08)국내 신탁

이란 거법을 제외한 신탁의 모든 요소가 하나의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신탁을 말한다.309)국내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이라는 법제도

306)보고서,para.123.

307)M.Lupoi(註 35),p.357,361.아르헨티나,이집트, 랑스,그리스와 스페인은 처음으

로,‘신탁재산이 주로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와 탁자와 수익자의

국 과 상거소가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모든 체약국은 승인을 하

지 않는다(shallnotrecognize)’는 내용의 제안을 하 고,이후 상당한 토론을 거쳐 신탁

의 승인 거부를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nostateshallbeboundto’),고정된

기 을 포기하는 형태로 수정하기로 합의되어 지 의 규정에 이르게 되었다.자세한 성

립과정은 보고서,para.128-133참조.

308)J.Harris(註 38),p.345는 이러한 상황을 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즉, 륙법 국가

에 거주하는 탁자가 그 국가에 거주하는 수익자를 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을

그 국가의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단지 신탁의 거법을 국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법에 의한 효과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한다.아울러 Harris교수는

제13조는 륙법계 국가를 배려한 일종의 타 의 산물이라고 한다.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 신탁 약에 가입하는 것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을 지 한다. 책 pp.341-3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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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결과가 모두 그 국가 내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단지

그 국가의 강행법규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승인에

한 거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보면,단지 어떠한 객 연결 이 없는 외국의 법이 거법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제13조의 용을 발동시킬 수 없고,신탁

이 순수하게 국내 이거나 신탁을 가지지 않은 국가와만 객 으

로 연 되어서 신탁제도를 가진 국가와 어떤 요한 련도 가지지

않은 경우에만 용된다고 볼 것이다.310)그리고 그 용의 효과도

가능한 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311)

한편 제13조는 신탁 약의 체계상 종결조항(closingprovision)이

라는 견해가 있다.312)의무 으로 승인을 지하거나 외를 설정하

는 조항들에 앞서 사의 재량권을 먼 행사하는 것은 신탁 약의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법원이 재량 으로 승인을 허락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제13조가 신탁 약의 체계상 종결조항으

로서 취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313)이에 따르면,제13조는

제15조,제16조,제18조와 같은 보호수단(safeguard)에 더하여 인정

되는 법체계의 보호수단으로서314), 사의 재량에 의하여 신탁이 그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repugnant)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는 궁

극의 보호수단(ultimateremedy)―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인 법의 이익에 사하는 것이다 ― 이라고

해석된다.

309)M.Lupoi(註 40),p.83.이탈리아에서는 국내 신탁을 일컬어 ‘interni’라고 한다.신

탁 약의 성립과정에서는 국내 신탁에 응하는 개념으로 ‘외국신탁(foreigntrust)’의

개념이 논의되기도 하 으나 개념을 확정하기 어려워 약의 문언에 포함하는 것은 포기

하 다고 한다.보고서,para.132참조.

310)J.Harris(註 38),pp.344-345.

311)Ibid.,p.350.

312) M.Lupoi(註 35),p.366.

313)Ibid.,p.362참조.그러나 제13조를 우선하여 용하는 것이 반드시 신탁 약의 체계를

깨뜨리는 것인지는 의문이다.오히려 제13조는 제15조,제16조,제18조와 논리 으로 체

계 우선순 나 연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독자 인 요건을 갖추고 용되

는 것으로 보인다.

314)L.Thévenoz(註 92),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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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 토

우선 제13조는 륙법계 국가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국에서는 이 조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7년 신탁 약을 가입하고 승인할 당시 약 제13조를 의도 으

로 생략하 다.315) 약 제13조는 사들이 최종 으로 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라는 Lupoi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한다.그러나 신탁 약

의 체계 논리상 제13조가 최종 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는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316)이는 오히려,불확정 개념으로 구성되

어 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13조가 야기하는 법 불안정

성317)을 고려한 결과이다.제13조는 뚜렷한 이론 근거를 두고 형

성되었다기 보다는 륙법계와 보통법계의 립의 과정에서 타

으로 형성된 조항일 뿐임에도 불구하고,이 조항이 야기하는 법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사가 도 히 신탁의 거법을 용한 결

과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 으로 그 용을 검토할 수 있다

는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약 제13조의 지 를 고려하면, 약

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

다.그러나 그 다고 하여 신탁의 ‘모든’요소가 승인을 요하는 륙

법계국가와 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즉 국내 신탁에 제13조

의 용범 를 한정하는 Harris교수의 해석론은 받아들이기는 어렵

고,실질 으로 ‘부분의 신탁의 한 요소’들이 련되어 있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318)결국 제13조의 용과 련하

여서는 ‘신탁의 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요한

315)보고서,para.124;L.Thévenoz(註 92),p.298.

316)각주 299)참조.

317)L.Thévenoz(註 92),p.300.특히,장기 인 법률 계(longterm legalrelationship)에

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318) 안은 ‘모든 한 요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약의 채택과정에서 ‘모든(all)’

요한 요소들이 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은행계좌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도 제13조의 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 에 따라 ‘모든’은 삭제되었다.

보고서,para.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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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된다.

나.신탁의 ‘ 한 요소’

우선 약 제13조는 신탁의 거법,신탁사무의 수행지,수탁자의

상거소를 고려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러한 요소들은 약 하에

서 탁자가 그의 임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319)신탁의 한 요소로 거론되는 것은 신탁 계인의

상거소와 국 ,신탁재산의 소재지 등이 있다.320)여기서 신탁 계

인이라 함은 특히 탁자와 수익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수탁

자의 국 도 고려요소가 된다.신탁의 한 요소를 단함에 있어

약 제7조제2항에 열거된 요소들이 상당 부분 고려되고 있다.321)

다.그 밖의 문제

우선 련성의 단 시 에 하여는 신탁의 설정시 이 아니라

신탁의 승인이 요청되는 시 을 기 으로 련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322)그리고 신탁의 상이 된 재산의 일부는 신탁제도를 둔

국가 내에,다른 일부는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 내에 존재하고

그 국가에서 신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신탁제도를 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부에 하여만 신탁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323)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 약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법원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신탁의

목 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

러나 그것이 곧바로 신탁설정의 효력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은 유효하게 취 된다.324)

319)M.Lupoi(註 35),p.359.

320)보고서,para.122.

321)우선,고려 상에서 제외되는 ‘신탁사무의 수행지’는 제7조 제2항 a)에 나타나고,‘수탁

자의 상거소’는 제7조 제2항 c)에 나타난다.보고서,para.122;J.Harris(註 38),p.347

;M.Lupoi(註 35),pp.360-361각 참조.

322)보고서,para.124,126.

323)J.Harris(註 38),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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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 약은 신탁의 승인에 보다 유리한 법규의 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항]이 약은,임의 인 행 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는 한

도 내에서는,특히 다음 사항들에 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의 규정들의 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미성년자와 무능력자의 보호

b)혼인의 신분 재산 효력

c)유언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권,특히 배우자와

친족의 유류분

Ⅳ.유리한 법규의 용 (제14조)

이 조문은 신탁의 승인을 진하고자 하는 약의 목 을 매우

하게 반 하고 있다.325)만약 신탁 약이 규율하는 범 내에서

만 신탁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할 것

이다.326)그러므로 체약국은 신탁 약상의 규칙들이 작용하는 범

를 확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더 넓은 범 의 신탁이 승인의

상이 될 수 있다. 국의 1987년 신탁승인법(Recognition of

TrustsAct1987)이 헤이그 신탁 약과는 달리 서면에 의하여 증명

되지 않는 구두에 의한 신탁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도 법의

용 상에 포함한 것이 그 이다.

제 5 일반조항(GeneralClauses)

324)Ibid.,pp.349-350.

325)보고서,para.134.

326)J.Harris(註 38),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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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소유권의 이 과 담보권

e)도산사건에서의 채권자의 보호

f)그 밖에 선의의 제3자 보호

[제2항] 항의 용에 의하여 신탁의 승인이 배제되는 경우에

는,법원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신탁의 목 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Ⅰ.법정지의 강행법규와 승인의 제한 (제15조)

1.일반론

가.제15조의 의의

신탁이나 신탁의 거법 상의 규정들이 어떤 쟁 에 하여 법정

지의 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거법과 충돌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신탁법과 그 국내법상 법원

리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련된 법규와 제도의 완 성(integrity)을

할 수 있다.327)신탁 약 제15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상황을 가

정 으로 고려하면서,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용될 실질법상의

강행법규를 보존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이다.법정지의 법 규칙

에 의하여 지정된 실질법이 법정지의 법인지 외국의 법인지를 가리

지 아니한다.328)제15조 제1항은 신탁이 강행법규를 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 달리 말하자면,이로써 신탁은 강행법

규를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 신탁의 승인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329) 약 제16조 한 법정지의 강행법규를 보존

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제16조의 그것은 법정지의 국제 강행법

규에 한정되며,제15조는 좀 더 넓은 범 의 법정지의 국내 강행

327)L.Thévenoz(註 35),p.19.

328)보고서,para.138.이러한 에서 제15조는 신탁의 국제사법과 다른 국제사법 규칙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J.Harris(註 38),p.363참조.

329)M.Lupoi(註 35),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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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330)제15조 제1항에 나열된 사항은

련되는 쟁 을 시 으로 열거한 것이다.그러므로 시된 것 이외

에 다른 쟁 과 련된 강행법규도 용될 수 있다.331)

제15조는 약 체나 신탁의 승인 일반에 해서가 아니라,‘특

정 신탁의 개별 효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라는 과, 륙법계와 보통법계를 불문하고 모든 법체계가 공유

하는 이익을 반 한 것이라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332)그러므로

본 조항은 흔히 상되는 것처럼 신탁을 두지 않은 국가에서 신탁

의 법률효과를 배제하는 경우 용될 뿐만 아니라 신탁제도를 둔

국가 상호간에 자국의 신탁제도에 고유한 특징들을 보존하기 하

여도 용될 수 있다.한편,신탁과 첩되는 련 쟁 이 상당히

범 한 반면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충돌문제

에 경험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15조는 신탁이 어떤 범 에서 승인되

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는 지 도 나타난다.333)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이 래할 수 있는 엄격한 효과를 완화하기

한 조항이다.이는 신탁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 법정지의 사에

게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최 한 탁자의 의사를 실 시키도록 노

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34)

나.제15조와 선결문제

330)J.Harris(註 38),p.363.

331)보고서,para.139;J.Harris(註 38),p.361,363;S.Collins,etal.(註 77),p.13

M.Lupoi(註 35),p.364각주 189)참조.신탁에 용될 강행법규로서 흔히, 속 지의

원칙(ruleagainstperpetuities)과 신탁의 변경(variationoftrust)에 한 규정들을 든다.

332)M.Lupoi(註 35),p.365.

333)L.Thévenoz(註 35),p.20.신탁에 하여 인 법정지의 사가 신탁의 효과를

좌 시키기 한 수단으로 제15조를 범 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보

고서,para.139;J.Harris(註 38),p.363참조.

334)보고서,para.147-148참조.독일에 의해 제안된 최 의 내용은 사에게 재량권

(discretion)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논의를 거쳐 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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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에 나열된 련된 쟁 은 제4조의 선결문제와 상당

히 첩된다. 컨 , 탁자가 재산을 처분할 능력을 갖지 못하여

신탁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결문제로서 신탁 약의 용범

밖에 있지만,제15조 제1항 a)는 ‘무능력자의 보호’와 련된 강행법

규가 용됨을 명시하고 있다.다른 로,사망자가 유류분을 침해

하는 내용의 유언신탁을 하는 경우 랑스의 상속법에 의하면 유류

분권자의 회복청구에 의해 그러한 신탁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이

경우 유류분에 한 규정은 제15조 제1항 c)에 의하여 보존될 랑

스법의 강행법규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용에 따른 수탁자에

한 재산이 의 유효성은 선결문제로 취 된다.이처럼 개념상 제15

조 제1항 d)에 정한 ‘소유권의 이 에 한 규정’은 선결문제와 범

하게 련된다.

선결문제로 취 하는 경우 수탁자에 한 권리이 의 흠결에 의

하여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 되지만,신탁 약의 용범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원이

련된 쟁 과 련하여 신탁효과의 승인을 제한 으로 거부하게

될 뿐이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이익이 크다.앞서 제4조와 련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수탁자에 한 신탁재산 이 행 의 유효성과

련하여 신탁의 성립 당시에 신탁의 설정을 확정 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법 요소들을 선결문제로,취소할 수 있는 경우(voidable)

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용 역으로 볼 것이다.335)기왕에

성립된 신탁의 유효성을 최 한 보장하면서도,신탁의 거법에 불

구하고 우선하여 용될 강행법규의 내용은 약의 용범 내에

서 구체화 하는 것이 신탁 약의 목 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

다.제15조 제1항이 의무규정인지 여부

제15조의 해석상 법원이 강행법규를 용하여 신탁의 승인을 거

부하는 것이 선택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이에

335)D.Hayton(註 87),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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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그 문언상 법원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강행법규를 용하는 결과가 반드시 법정지 국가에 반드시 유

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은 신탁의 거법과 강행

법규의 용에 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336)그러나

강행법규는 법원이 강행 으로 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라는 에서

보면,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거법으로 결정된 법상의 강행

법규는 필연 으로 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337) 국의 신탁승인

법(RecognitionofTrustAct1987)제1조 제3항은,“ 약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특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에 표시된 법

률의 규정들은 약의 다른 규정들을 배제하기 하여 용된다”338)

고 하여 강행법규의 우선 용이 법원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

2.미성년자와 무능력자의 보호 -제1항 a)

이 규정의 용범 는 상당히 좁은 편이다. 탁자가 신탁재산

을 이 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령하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수익자가 수익권을 받을 수 있는 능

력에 한 사항은 신탁의 성립과 련된 선결문제로 취 된다.그러

나 탁자가 신탁구조를 형성하는 능력이나,수탁자가 수탁자로서

행 할 수 있는 능력(제8조 제2항 a)),수익자가 신탁재산과 수탁자

에 하여 수익권을 행사하여 수익하는 능력(제8조 제2항 g))에

하여는 약이 용된다.그러므로 이들 능력에 한 법정지법 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거법이 강행법규인 경우에는

― 보통은,강행법규다 ― 신탁의 거법에 우선하여 용된다.

336)J.Harris(註 38),p.362;AlfredE.vonOverbeck(註 387),p.7.

337)G.Thomas&A.Hudson(註 102),p.1214.한편, 각주 409) Harris교수의 문헌

에서는 D.Hayton,M.Koppenol-Laforce,J.Schoenblum과 같은 교수들도 이를 지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8)"in accordancewith Article15and16suchprovisionsofthelaw arethere

mentioned shall,to theextenttherespecified,apply to theexclusion ofother

provisionsofthe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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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혼인의 신분 재산 효력 -제1항 b)

신탁의 설정이 혼인의 신분 ․재산 효력과 충돌하는 국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첫째는 부부재산의 분할이다.각

배우자는 혼인 에 형성된 상 방 배우자의 재산에 하여 그 재

산가치의 반을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SharingProperty).그런데

컨 스 스 민법에 의하면,혼인의 해소 5년 에 이루어 졌거나

재산의 분할을 방지할 목 으로 이루어 진 증여는 분할을 한 회

복의 상이 되며,이 경우 유류분의 회복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다.339)즉,증여의 일환으로서 생 신탁이 설정되는 경우,아래 4항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을 분할 받을 권리 있는 배우자는 수

탁자 는 수익자에 하여 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두 번째는

부부공유제산제(CommunityProperty)이다.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에

하여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 배우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수탁자에 한 신탁재산 이 은 무권리자의 처분행 로 취

된다.340)

본 조항의 효과 한 비교 제한 이다.341)우선,부부가 공유하

는 재산에 해서 일방 배우자가 상 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탁

을 설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이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처분권에

한 문제로서 재산이 에 흠이 있는 것으로 취 된다.342)그리고

거의 부분의 국가들이 부부 상호간에 부부재산제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재산제에 한 규정들이 강행법

규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343)그러므로 통상 부부 일방에 의

339)스 스 민법 제220조.독일(민법 제1375조 제2항)과 랑스(민법 제1578조)도 동일한 제

도를 두고 있다고 한다.L.Thévenoz(註 92),p.227참조.

340)이상의 내용은 Ibid.,pp.226-230참조.

341)J.Harris(註 38),pp.364.

342)Ibid.,p.364-365;L.Thévenoz(註 92),p.229.

343)그러나 J.Harris(註 38),p.365는 부부가 상호간에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일방 으로 부부재산제도를 깨뜨릴 수 없다는 에서 강행법규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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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방 인 신탁설정행 만이 강행법규에 의한 규율 상이 되고,

미식의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신탁설정계약(marriagesettlement)

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4.유언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권,특히 배우자와

친족의 유류분 -제1항 c)

가.일반론

신탁은 유언자에게 상속재산에 한 거의 무제한의 처분권한 ―

‘처분’이란 특히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행 인 증여와 유증을 의미한

다344)― 을 부여하는 보통법의 통 아래 형성되고 발 하 다.345)

이처럼 넓은 처분의 자유에 기 하여 신탁은 여러 세 를 걸칠 만

큼 장기간동안 거 한 규모의 탁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

었다.346)이와 달리 륙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한 처분으로

부터 추정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하여 피상속인의 자유에 일정

한 비율액의 제한을 두어서,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보장하려

고 하는데,이것이 바로 유류분이다(forced Heirship,indefeasible

shares).347)자유유증주의에 기 한 신탁제도와 유류분제도의 충돌

은 불가피하고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 의 하나이다.

나.유류분 제도의 분류

일반 으로 유류분 제도는 그 엄격성의 정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348)아래 ① 유형의 유류분제도가 용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344)유류분에서 문제되는 ‘처분’이란 증여와 유증을 의미한다.L.Thévenoz(註 92),p.

216은 신탁에 한 유류분권의 용을 논의하기에 앞서서,신탁이 실질 으로 수익자에

한 증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탁자가 얻은 이익에 한 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정하는 기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신탁이 유상인 경우에는,유류분권의

행사 상이 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345)Ibid.,p.211.

346)L.Thévenoz(註 92),p.211.

347)金疇洙․金相瑢,『親族․相續法 (제8 )』,法文社,2006,741면 ;S.Collins,etal.(註

77),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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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로서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신탁설정행 는 무효가 되며(

약 제4조 참조),② ③ 유형의 유류분 제도는 제15조 제1항 c)가

의도하는 강행법규에 포함된다.349)

① 엄격한 유류분제도 : 랑스법이나 이슬람법제도와 같이 유언자

는 유산(상속재산과 생 에 증여된 재산 일부의 총합) 일정한

범 내의 재산(가양분:可讓分)에 해서만 처분권을 가지는 유류분

제도를 말한다.만약 가양분을 넘는 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유류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복된다.350)유류분권자는

원칙 으로 특정한 자산을 회복할 수 있으며,그 회복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 때 유류분은 상속분의

일부가 된다.

② 포기 불가능한 지분(Indefeasibleshare)에 의한 유류분제도 :독

일이나 스 스법제도와 같이,원칙 으로 유언자는 유산 부에

하여 처분권을 가지나,유류분권자가 자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지

분에 하여 유류분액을 으로 보상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

를 말한다.유류분을 침해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여 무효로 취 되

지는 아니한다.이 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상(代償)이다.

③ 사법 조정(judicialadjustment)제도 :20세기 들어 보통법 국

가의 자유유증주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이

Inheritance(ProvisionforFamilyandDependents)Act1975에서 도

348)A.Duckworth,「ForcedHeirshipandtheTrust」,『InternationalTrustLaws(2007)』,

JordansPublishing:London,2007,ch.B1.12,B1.32-58. J.Harris(註 38),p.367

S.Collins,etal.(註 77),p.46에서 재인용.우리 문헌으로 金疇洙․金相瑢 (註 347),

741-742은 유류분 제도를 자유유증주의를 채택한 미법제도, 랑스법 형과 독일법 형

의 륙법 제도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Duckworth교수의 분류와 체로 일

치한다.

349)J.Harris(註 38),p.367. 약 제4조에 한 설명도 참조.

350)P.Panico(註 3),p.452참조.



- 96 -

입되어 오스트 일리아,캐나다 등지로 확산된 사법 조정제도가

표 이다.이에 의하면 유언자의 유증에 한 자유는 유언자의 배

우자,자녀,부양가족 등 일정한 범 의 사람들에 한 ‘부양을 한

재정 지원(financialprovision)’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원의 재량

인 조정행 (judicialadjustment)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이는 일

정한 경우 유증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만,그 다고 하여

지원을 받을 자(applicant)351)에게 어떠한 재산 지분이나 권리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유증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 기능하

고 있으며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유류분제도로 분류된다.

다.구체 인 유류분권의 실

신탁과 련한 유류분권의 구체 실 은 일반론에서 본 바와 같

이 크게 유류분의 회복청구와,그를 한 수탁자에 한 정보제공청

구로 나뉠 수 있다.

1)유류분의 회복청구

유류분의 회복청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유언신탁이든 생 신탁

이든 기본 으로는 동일한데, 요한 은 생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이 증여로 취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다.그리고 그

것이 증여인지 아닌지는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에서 단하게

된다.352) 를 들어,여러 세 (generation)에 걸친 자산의 제공을 약

속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설령 탁자가 도덕 의무를 부담하는 경

우에도 수익자의 에서 증여로 인정될 것이다.353)유류분권자는

351)이는 생존한 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재혼을 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사망자의 사망

직 사망자로부터 부양받던 자,사실상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제의 유

류분권자보다 범 하다.InheritanceAct1975s.1(1)and(1A)참조.

352)L.Thévenoz(註 92),p.216. 탁자의 입장에서는 증여라고 생각하고 신탁을 설정할

수 있지만,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가를 지 받는 것일 수 있다는 에 착안한

것으로 생각된다.수탁자는 그가 수익자가 되지 않는 한 이익을 받는 자의 지 에 있지

아니하다.

353)Ibid.,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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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익의 배분을 받은 수익자나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

자에게 유류분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2)수탁자에 한 정보제공청구

스 스 연방 법원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한 그의 권리를 행

사하거나 그 재산이 법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실 하기 하여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확고한 례를 수립하

다.이에 따라 자산의 보 자(depositary)는 물론 은행도 은행의

비 보장(bankingsecrecy)에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

다.그리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 는 재산이 감소되거

나 반환되어야 할 범 내에 있는 한354)생 의 거래에 한 것도

포함한다.355)그러므로 보통법상 수탁자의 일반 비 수의무에

불구하고,수탁자는 유류분권자의 청구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성,수

익자와 그에 한 재산 배분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56)

라.유류분에 한 집행력의 확보

신탁 약은 강행법규로 취 되는 유류분제도가 사실상 신탁에

한 계에서 우 에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나,이것이 반드시 신탁에

한 유류분권의 실 을 명하는 결이 보통법 국가에서 당연히 승

인(recognitionofjudgement)․집행(enforcement)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357) 컨 ,신탁 약을 승인한 보통법 국가

Jersey,Bahamas,IsleofMan등에서는 ‘수탁자에 한 자산 이

의 유효성 신탁의 유효성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

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358)자국의 신탁에 해

354)이는 유류분의 회복청구를 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55)L.Thévenoz(註 92),p.222.

356)Ibid.,pp.223-224.그러나 한편 Thévenoz교수는 그러한 정보제공청구권의 범 는 법률

로써 규율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357)이는 다른 쟁 에서도 마찬가지이나,특히 유류분과 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58) 컨 ,IsleofMan의 The(Manx)RecognitionfoTrustsAct1995제5조 의 일부

를 발췌하면 “thetrustordispositionavoidsordefeatsanyrights,claim of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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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상속규정의 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른바,

anti-forcedheirshiplegislation).359)이처럼 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유류분권의 실 을 명한 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약

제15조 제1항 c) f)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조항

이 제 로 기능하기 해서는 상속에 한 결의 집행에 한 국

제 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 이 있다.360)

5.소유권의 이 과 담보권 -제1항 d)

가.조항의 용범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이 과 담보권’이라는 것은 신탁

과 련된 모든 재산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이 규정을

지나치게 범 하게 용하는 것은 신탁의 승인을 형해화 할 수

있다.361)우선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한 이 에 한 사항은 선결

문제로 취 되어 신탁 약의 용범 밖에 있다.그리고 ‘소유권의

이 ’에 한 강행법규만을 우선 용의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소

유권의 이 과 련이 없는 사항, 컨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본 조항의 용범 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362)

한편,앞서 제11조 제3항 d)와 본 조항의 체계 지 에 하여

본 바와 같이,신탁재산이 신탁의무의 반으로 제3자에게 이 된

conferredbyforeignlawuponanypersonby…wayofheirshiprights"라고 한다.

359)자세한 내용은 J.Harris(註 38),pp.371-373 P.Panico(註 5),pp.455-458,

461-467참조.

360)L.Thévenoz(註 92),p.221참조.

361)J.Harris(註 38),p.373.제11조와 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가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재산 담보권의 이 과 채권자의 보호에 한 네덜란드의 법률은 신탁

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승인을 막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담보 ․신탁

소유권의 이 을 지한 네덜란드 민법 제84조 제3항이 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소유

권의 이 에 한 국내 규정으로 말미암아 신탁의 승인이 지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한 것으로 이해된다.

362)Ibid.,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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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를 추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본 조항의 용 상이 된다.

그러므로 추 을 허용하는 신탁의 거법에 불구하고 소유권의 이

에 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거법(통상 으

로,물건의 소재지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수익자는 추

의 차를 실 시킬 수 없다.제15조 제1항 f)에 규정한 ‘선의의

제3자보호’는 신탁 약의 성립과정을 보면 본 조항에서 생하여 독

립하게 규정된 것으로서363),일종의 최종규정이며 본 조항의 용범

와 상당히 첩된다.

이하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추 의 허용 여부와 범 에 하여,

입법례를 심으로 본 조항이 실제로 용되는 모습을 살펴보고,그

내용이 다소 모호한 ‘담보권’에 한 해석론을 살펴 볼 것이다.

나.추 (tracing)에 한 입법례

1)보통법상의 일반원칙

우선 추 에 한 보통법상의 일반원칙은 제11조 제3항 d)와 련

하여 살펴 본 바와 같다.이를 요약하자면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수익자는 악의로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자 는 사기 으로 혹은 부정직하게 신탁 반행 를 조력

한 자에 하여 추 의 차를 실 함으로써,신탁재산 는 추

가능한 체물(운용이익을 포함)에 하여 수익자의 지 를 계속하

여 유지할 수 있다(의제신탁).

2)독일․스 스에서의 추 불허

독일과 스 스에서는 추 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수탁자는 신탁재

산에 하여 합법 소유자로서 독립 이고 완 한 권리를 취득하

며,이러한 능력에 기 하여 제3자에게(신탁 계에 한 제3자의 선

의․악의는 불문한다)유효하게 신탁재산을 이 할 수 있다(이른바

363)보고서,para.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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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rechtstheorie).소유권자로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른 경우와 차이가 없으며,그러한 처분권한은 수익자에 한 계약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다만 그러한 처분은 공서양속에 반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수탁자와 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연 하

여 수익자 는 탁자에 하여 의무 반에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364) 리권 남용이론으로 추 을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으나,독일의 례는 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행 를 하

는 것에 비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 를 하는 차이 이

있기 때문에 리권 남용이론을 유추 용할 수 없다고 한다.365)

3) 랑스․룩셈부르크의 추

륙법계 국가이면서도 신탁에 한 실질규범을 둔 랑스와 룩

셈부르크는 신탁에 한 악의의 제3자에게는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즉,2007년 민법에 신탁에

한 규정을 도입한 랑스는 2023조에 “제3자에 한 계에서 수

탁자는 신탁재산에 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이러한 권한에 한 제한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

되는 경우에는 그 지 않다.”라고 하여 원칙 으로는 수탁자의 처분

이 유효하지만 수익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2003년 신탁법을 제정한 룩셈부르크는

제7조 제3항에 “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처분제한 약정은 악의의 제

3자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수탁자와 탁자는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 처분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366)그

364)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자세한 내용은 李

縯甲,「 륙법계 국가에 의한 신탁법리의 수용」,『연세 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제2

권 제2호)』,연세 학교 법학연구원 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2010,114면,117면 ;L.

Thévenoz(註 92),p.260;HeinKötz(ed.D.Hayton),「TheModernDevelopmentof

TrustLaw in Germany」,『Modern InternationalDevelopments In TrustLaw』,

KluwerLawInternational,1999,pp.60-61.

365)BGH４ April1968,BGH4November1976등.HeinKötz(註 364),p.61참조.

366)李縯甲 (註 364),122-1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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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수탁자의 처분권한에 하여 상당히 개방 인 형태의 규정들

로서 신탁재산이 회복되는 모습이나 범 가 어떻게 실 될 것인가

를 가늠하기 어려우나,보통법상의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4)우리나라에서의 추 -수익자의 취소권

우리 법상 신탁 반의 법률행 는 상 방이나 득자가 그 법률

행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 의 반사실을 알았거나 한 과실

로 알지 못하 을 때 수익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신탁법 제75

조 제1항).이는 추 이론을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변용하여 수용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67)이와 같은 이론구성은 연 으로 일

본의 구 신탁법에 연원한 것으로서,당시 신탁제도를 계수하면서 의

제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보호를 검토하기도 하 으나 륙법에서

는 지나치게 이질 인 제도라고 단하여 수익자 등의 취소권을 두

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한다.368)‘최 의 신탁재산의 물로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새롭게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취지의,추

의 제가 되는 신탁재산의 범 369)에 한 신탁법 27조의 규정은

이 취소권을 뒷받침한다.그러므로 신탁재산의 반환은 원칙 으로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에 한 법리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 는

수취한 과실을 더하여 수탁자에게로 회복하게 될 것이지만(민법 제

201조 제2항,제748조 제2항),제27조를 유추 용하여 신탁재산

일부에 하여 처분행 로 인해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선의취득,

엄폐물이론)에는 그 물에 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370)

367)법무부 (註 3),593면.崔東軾 (註 2),261면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은 추 제도가

제3자에 한 계에서 발 되는 것이라고 한다.

368)오 걸,「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안암법학 (제38권)』,2012,211면.이 문헌에서

는 취소권 규정은 와 같은 소극 이유에 기 한 것으로서,체계정합성에 비추어 무효

로 이론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69)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 )신탁재산의 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그 밖

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370)李重基 (註 84),587-588면 ;이연갑,「신탁법상 수익자의 지 」,『민사 례연구 (제30

집)』,민사 례연구회,2008,955면 ;법무부 (註 5),6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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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는 등기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신탁의 목 등이 등

기․등록 되었는가 는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등의 사정은 제3자의 악의 는 과실의 단에 있어 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371)이처럼 우리 법과 일본법상의 신탁 반 법률행

취소제도는 통 인 추 이론과 비교하여 추 의 요건,방법과 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다.본 조항의 용국면 -‘추 ’과 ‘담보권’의 문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 에 한 각국의 이론들은 물권법정주의의

결과물이거나 제3자 이익과 련된 것으로서 기본 으로 강행법규

의 성질을 가진다.그러므로 컨 신탁재산이 독일, 랑스,우리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설령 신탁의 거법이 국법인 경우라

도 추 의 이행가능성이나 범 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본 조항에서 ‘담보권’이란 수탁자가 신탁 반의 법률행 로

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담보

목 의 신탁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즉,채

무자가 담보 목 으로 자신 는 제3자를 수탁자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372)에,신탁재산은 담보목 에

제공된다.그러나 앞서 본 네덜란드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

목 의 소유권 이 을 지하는 법이 있을 수 있고(네덜란드 민법

제84조 제3항)373),반 로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목 물에 하여 배

371)이연갑,「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法學論叢 (제31집 제2호)』, 남 학교 법학연

구소,2011,112면 참조.한편,공시여부에 따라 항요건을 달리 하던 구법 하에서는 등

기나 등록이 있으면 상 방의 악의․ 과실을 의제하여 객 인 신탁 반이 인정되면

처분행 가 취소될 수 있었다.반 로 등기․등록할 수 있음에도 신탁의 공시를 하지 않

거나 신탁공시를 할 수 없는 재산은,수익자가 상 방의 악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처

분을 취소할 수 있었다.李重基 (註 84),574면 참조.

372) 컨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의 매매 이 모두 지 되기까지 건물의 수탁자가 되고

매도인이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수입업자가 수입품의 매매 을 출한 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선하증권을 신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는 L.Thévenoz

(註 92),pp.275-276참조.

373)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재산 담보권의 이 과 채권자의

보호에 한 네덜란드의 법률은 신탁 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승인을 막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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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으로 유효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발생하지

않는 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스 스 민법 제884조 제3항)374),신탁재

산의 소재지법에 따라서는 신탁에 의한 담보목 이 좌 될 수 있다.

요컨 ‘담보권’에 한 본 조항은 ‘신탁재산의 이 ’을 제외한,‘피담

보채권에 한 부종성’과 같은 담보권 설정의 요건과,그러한 담보

권의 보유․이 ․실 ․소멸에 한 강행법규의 용을 정한 규

정으로 해석된다.375)

6.도산사건에서의 채권자의 보호 -제1항 e)

가.일반론

신탁에서 도산과 련한 채권자의 보호는 탁자가 도산하는 경

우와 수탁자가 도산하는 경우,수익자가 도산하는 경우라는 세 가지

에서 근하여야 한다.그런데 어떤 경우가 본 조항의 용범

에 포함되는지에 하여 견해가 나뉜다.Hayton교수는 ‘신탁재산에

한 채권자의 청구를 좌 시키기 하여 설정된 신탁’이 제15조가

용될 주요 라고 하여 특히 탁자가 도산하는 경우를 용범

에 포함시키고 있다.376)Harris교수는 탁자가 도산하는 경우는 신

탁재산 이 의 유효성과 련된 선결문제로 취 하고377),수탁자가

도산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개인채권자가 신탁재산에 하여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행법규’를 용하는 것은 신탁재산

의 분리라는 특질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결국 본 조항은 수익자가 도산하는 경우만을 상으로 하고

다’라는 규정을 두어,사실상 본 조항의 용을 배제한 것은 앞서 약 제11조에 한 일

반론에서 본 바와 같다.

374)따라서 컨 채무자가 스 스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하여 자신을 수탁자

로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한 신탁선언을 하는 경우,그러한 신탁은 담보로서 성립하지

못한다.

375)L.Thévenoz(註 92),p.278.

376)D.Hayton(註 87),p.277.다만,이 경우가 제15조 제1항에 나열된 사항 어떤 항목

과 련된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377)J.Harris(註 38),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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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견해를 취한다.378)이와 반 로 Kötz교수는 수탁자가 도산

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용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379)

살피건 ,본 조항의 문언이 ‘도산사건에서의 채권자 보호’라고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탁자,수탁자,수익자가 도산하는

모든 경우가 원칙 으로 본 조항의 용범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다.우선 신탁의 설정행 로 말미암아 탁자가 도산하는 경우를 보

면,채권자를 사해할 목 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380)신탁 약이 용된다.한편,수탁자가

도산하는 경우에,‘신탁재산의 분리 상태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수

탁자의 도산 시에 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승인의 효과를 제한하

기 하여 둔 규정인 제15조의 존재의의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타당

하지 않다.다만,신탁 약을 승인하는 국가에서는 신탁재산과 수탁

자의 고유재산의 분리라는 도그마(dogma)를 필연 으로 수용하여야

만 할 것이다.

나. 탁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보호 -사해신탁의 취소

이른바 ‘사해신탁의 취소’제도는 탁자의 채권자보호를 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신탁을 취소하는 것이다.사해신탁 취소제도

는 탁자의 채권자 보호를 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데,사해

신탁 취소제도에 한 거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상당히 불

분명하고 복잡하다.채권자취소권의 거법에 하여 우리나라는 의

도 으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381)다만,학설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이유로 채권의 거법과 사해행 의 거법을 용하는 견

해가 유력하다고 한다.382)한편,일본시안은 ‘채무자가 처분의 상

378)Ibid.,pp.376-377.

379)HeinKötz(ed.D.Hayton)(註 57),pp.45-47.

380)제4조에 한 설명 ‘국의 채권자 보호규정’부분 참조.

381)석 (註 24),434면.

382)石光現,『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5권)』,博英社,2012,634-6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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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권리의 거법’에 의하는 안과 ‘법정지법’에 의하는 안을 두

고 있다.383)이를 종합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거법은 ① 법정지법

설,② 채권의 거법설,③ 사해행 의 거법설,④ 신탁재산을

상으로 한 권리의 거법설과 ⑤ 각 요소들의 첩 용설이 가

능할 것이다.생각건 ,채권자 취소권의 거법은 그 출발 이 ‘사

해행 ’라는 에서 우선 사해행 의 거법을 기 로 삼되,384)아울

러 처분되는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을 고려하여 신탁

재산을 상으로 한 권리의 거법까지 첩 으로 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사해행 의 거법에 으로 의존하는 경우,채무

자와 수익자가 사해행 에 이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법을 거

법으로 선택하는 탈법 행 를 지르게 될 수 있다.사해신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해신탁의 취소문제는 본 조항보다는 제1항 d)에

한 설명에서 다루는 것이 합할 수 있으나,사해신탁은 탁자의

도산과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본 조항과 련하여 다

룬다.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소재한 신탁재산에 하여

국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이 설정되었는데,채권자 아닌 국법

의 도산법상 ‘피해자’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해신탁의 취소를 하려

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그러한 경우에는 사해신탁의 거법인

국법과 처분의 상인 권리의 거법인 우리나라의 법이 첩

으로 용될 것이다.사해행 인 신탁의 거법과 우리나라에 소재

하는 재산에 사해신탁 취소와 련한 입법례로서 국 도산법상의

원상회복,부인명령에 한 제423조 내지 제425조와 미국법상의 사

해신탁 법리,우리 법상의 사해신탁 취소권에 하여 간단히 본다.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례의 경우 사해신탁 취소의 요건

은 국법의 그것에 비하여 엄격해지고,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

383)석 (註 24),434면.

384)1999.9.1.개정된 독일의 채권자취소권법(AnfG)제19조에 따라 사해행 의 효력의

거법에 따른다고 한다.石光現 (註 381),635면 각주 16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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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1986년 국 도산법 제423조385)

1986년 국 도산법(InsolvencyAct1986)제423조에 의하면 탁

자가 자신에 한 청구를 하 거나 하려고 하는 자의 청구가 재산

에 미치지 못하게 할 목 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386)양도,처

분, 탁을 하 고,그러한 양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victim)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행 를 취소할 수 있다. 국에

서는 사해신탁에 한 특칙은 없고,사해 탁행 는 사해 처분

행 의 하나로서 이 도산법의 용을 받는다.이 때 신탁재산의 이

행 로 말미암아 탁자가 채무 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제423조의 용시에 탁자가 채무 과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는 않는다.행 의 부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채권자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387),수탁자는 반드시 피고가 되어

야 하지만 탁자는 반드시 피고가 될 필요는 없다.선의로 신탁재

산을 유상취득한 제3자의 이익은 보호되지만(제425조),원칙 으로

수탁자나 수익자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으며 그들에 한 유일한 보

호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부여된다.즉,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385)이에 한 설명은 법무부 (註 5),96-97면,金二洙 ,「商社信託에 비추어 본 信託法 第8

條 詐害信託 法理의 再構成」,『商社判例硏究 (제22집 제3권)』,博英社,2009,541-542면

S.Collins,etal.(註 77),pp.78-89참조.金二洙 ,541면은 앞서 제4조와 련하여 다

룬 채권자 보호제도도 우리 법상의 사해신탁 취소에 유사한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양자

가 내용 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나,특히 신탁 약의 용이라는 에서는

성질상 큰 차이가 있다.

386)그러나 탁자,수탁자,수익자가 어떤 사기 이거나 부정직한 행 를 하 을 것이 요

구되지는 아니한다.한편,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양도,이른바 ‘가양도(transactionat

anundervalue)’란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양도인이 양도

한 물건의 가치에 비해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가가 히 은 경우 등을 말한

다 (제423조 제1항).

387)그러므로 를 들어,A는 업상 C로부터 자 을 출받고 그 출에 하여 D와 보

증보험을 체결하 는데,이후 A회사가 B회사에 회사 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업

양도를 한 다음 도산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보증보험자인 D는 A에 한 채권자가 아니

지만 평가된 업양도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지 에 있으므로 제423조에 의하

여 법원에 업양도의 부인 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ClydesdaleFinancial

ServicesLtd.vRobertSmailes[2009]EWHC3190 결의 사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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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행 를 부인함에 있어 법원은 형평

의 원리와 다른 법의 원리에 기 하여,재산이 등의 행 이후의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여 피해자와 수탁자 등 사이의 이익을 형량

함으로써 회복명령 는 부인명령을 내리게 된다.388)법원은 매우

범 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 합한 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2)미국의 사해신탁법리389)

미국도 사해신탁의 문제에 하여 표 신탁법 에 사해신탁취소

권과 같은 특칙을 두는 것이 아니라,사해행 에 일반에 한 각 주

법의 규제에 맡기고 있다.390)미국은 기에는 제4조와 련하여 본

국의 Statute of Elizabeth와 련된 법리를 받아들 으나,

UFCA(Uniform FraudulentConveyanceAct)를 거쳐 재는 많은

주들이 UFTA(Uniform FraudulentTransferAct)를 모델로 한 법

률을 시행하고 있다.391)이 두 개의 모델법안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를 방해,지연하거나 사취할 의사를 가지고 양도행 를 행한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392),정당한 가를

받지 않은 채 채무자가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자가 이미 채무 과

상태에 빠져 있거나 채무 과 상태에 빠질 수 있음에도 자산을 양

도한 경우 채무자의 실제 기망의사의 존부를 불문하고 사취행 로

의제하고 있다.393)그러나 이러한 취소는 사해목 의 양도행 를 통

하여 재산을 양수한 자(사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선의로 정한

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득자에

388)4EngLtd.vHarper[2009]EWHCCiv2633;[2010]1BCLC176참조.

389)이하의 내용은 주로 金二洙 (註 384),540-541면 참조.

390)법무부 (註 3),96면.

391) UFCA는 1918년에 제안된 모델법안으로, 1984년 국통일주법 원회(National

ConferenceofCommissionersonUniform StatesLaws)에 의하여 폐기되고 UFTA가

채택되었다.

392)UFCA§7;UFTA§4(a)(1)

393)UFCA§4;UFTA§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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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394)

3)우리 신탁법상 사해행 취소제도

우리 신탁법상 채무자( 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이러한 사해신탁

은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 으로 유효한 신탁이 되고,수익

자는 취소권행사 에는 사해목 으로 설정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

익을 취할 수 있다.395)사해신탁의 취소권에 한 규정은 민법상 채

권자 취소권에 한 특별 규정으로서,신탁법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용되며,일반 인 이론도 모두 민법상의 그것이

용될 수 있다.396)구 신탁법에서는 수탁자가 사해신탁행 에 하

여 선의인 경우에도 신탁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었는데,개정안은

미의 법리에 근 하여 수탁자가 유상 사해신탁에 하여 선의로

신탁을 인수한 경우이거나,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

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없

는 것으로 하 다.그러나 최종 으로는 수탁자에 하여는 구법의

요건을 유지하고,수익자에 해서도 유상성을 요구함이 없이 수익

권의 취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 다(신탁법 제8조 제1항).397)

다.수탁자의 도산과 채권자보호

신탁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수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공시된 재산은 설령 그것이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책

임재산으로 취 되어 수탁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집행 상이 된다.

394)UFTA§8(a)

395)李重基 (註 84),67면.

396)林采雄,「詐害信託의 硏究」,『法曹 (제55권 제9호)』(通卷 600호),법조 회,2006,13

면.

397)그 개정 경 에 하여는 법무부 (註 3),80-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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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한 실질법이 없는 독일에서도 탁자-수익자는 수탁자가

산한 경우 환취권(독일 도산법 제47조)을,수탁자에 한 개별 집

행에서 제3자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독일 민사소송법,제771조)

는 례법리가 형성되어 있다.398)그 근거에 하여 독일 법원은 수

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 은 단지 형식 ․법 에

서 이루어질 뿐이고,경제 ․실질 에서는 탁자-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한다.399)다만 례는 환취권

는 제3자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은 수탁자가 탁자로부

터 직 이 받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한다(이른바 ‘직 성원칙’,

Unmittelbarkeitsprinzip).그러므로 수탁자가 탁자로부터 직 이

받은 물건을 매도하고 그 매매 으로 매수한 물건, 탁자로부

터 직 이 받은 물건으로 매수한 물건에 해서는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다.400)이처럼 독일에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

는 신탁재산을 탁자로부터 직 이 받은 재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보통법상의 신탁에 비하여 수탁자의 개인채권자들이 더

범 하게 보호되며 그 한도 내에서 신탁의 효과는 제한 으로 승인

될 수밖에 없다.스 스는 2007년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집행

도산법(The Swiss Debt Enforcement and Bankruptcy Act,

SDEBA)에 수탁자의 도산 시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

리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제284조 b)도산 차에서 신탁이 완 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우리법상 나타나는 강행 법규로서 신탁채권은 수익자의 수

익채권에 우선한다(신탁법 제62조)는 것이 있는데401),이 규정은 수

398)李縯甲 (註 364),115면.

399)BGH7April1959,NJW 1959,1223;RG23December1899,RGZ45,80,85등.

400)이상의 내용은 李縯甲 (註 364),115면 HeinKötz(註 364),pp.55-56참조.

401)수익채권 외에 신탁재산에 하여 발생한 신탁 계인 제3자의 채권으로서,신탁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합병 등에

한 반 수익자의 수익권매수 청구권,신탁의 목 을 반한 수탁자의 법률행 취소

될 수 없거나 취소되지 않은 행 로 발생한 권리,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

생한 불법행 에 기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법무부 (註 5),505-506면 참조.



- 110 -

탁자가 도산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

거가 되므로 각국의 도산 차에 따라서는 제한 으로 승인될 수 있

다.

라.수익자의 도산과 채권자 보호

보호신탁(Protective-Trust)이란 ‘주된 수익자’와 그의 가족을 수익

자집단(beneficiaryclass)으로 하는 신탁으로서,‘주된 수익자’의 수

익권을 기본 으로 인정하지만, 컨 주된수익자의 산과 같은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의 수익권이 상실되고,수탁자에게 그의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신탁이다.402)보

호신탁은 수익자의 채권자들의 집행을 좌 시키기 한 하나의 방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따라서 보호신탁의 효과는 신탁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한 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403)

7.그 밖에 선의의 제3자 보호 -제1항 f)

본 조항의 성립과정을 보면 에서 본 d)혹은 f)의 성립을 거치

면서 일반 인 제3자 보호조항을 분화된 것으로서404),특히 두 조항

에 한 보충 조항의 성격을 가진다.d)는 제3자 보호에 한 명

시 인 언 을 하고 있지 않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와 하게

련되어 있고,e)에 의하여 도산 차에서 보호되는 ‘채권자’는 선의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도산 차에서 보호될 그 밖의 제3자는 선의

일 것이 요구된다.물론 본 조항은 그 밖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한 강행법규와 련하여 일반 으로 용된다.

402)李重基 (註 84),480-481면.

403)J.Harris(註 38),p.376.

404)보고서,para.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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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이 약은,국제사법규칙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 사안에

도 용되어야 하는 법정지의 법의 규정의 용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제2항]만일 다른 국가가 사안과 충분히 한 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외 인 경우, 항에서 언 한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당해 국가의 규칙에도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어떤 체약국이든지 유보에 의하여 이 조의 제2항을 용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Ⅱ.국제 강행법규 (제16조)

제16조는 직 용법(直接適用法,law ofimmediateapplication)

는 국제 강행법규에 한 규정이다.단순한 (통상의 는 국내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

규를 말하는 데 반하여,국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거법이 외국법이

더라도 용되는 강행법규를 말한다.405) 약 제15조와 제16조의 차

이는,제15조와는 달리 제16조는 신탁에 련된 쟁 의 강행법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06)국제 강행법규의 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한 법규,공공의 건강에 한 법규, 요한 경제 이익에

한 법규,근로자를 비롯한 계약상의 약자보호를 한 법규 등을

들 수 있다.407)

제1항은 법정지의 국제 강행법규의 용을,제2항은 제3국의 국

제 강행법규의 용을 규정하고 있다.408)제3국의 국제 강행법

규는 “ 외 인 경우”에 제3국이 “사안과 충분히 한 련을 가

405)石光現 (註 4),562면.

406)G.Thomas&A.Hudson(註 102),p.1216

407)보고서,para.149.石光現 (註 4),562면은 통화와 문화유산의 수출을 지하는 법을

로 들고 있다.

408)石光現 (註 4),562면 ;洪裕碩 (註 3),7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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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 약에서 “법”이라는 단어는 그의 국제사법규칙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법규를 말한다.

지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인데,그러한 경우란

어떤 때인지가 문언 상 상당히 불명확하다.어 든 법정지의 사는

법정지의 국제 강행법규(제1항)와는 달리 제3국의 국제 강행법

규는 재량 으로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effectmay…begiven”

).409)모든 법제가 외국의 강행법규를 용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은 체약국이 제2항의 용을 유보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하여 국은 제2항의 용을 유보하고 있

다.410)

Ⅲ.반정의 배제 (제17조)

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법은 실질법에 한정되며,국제사법규

칙은 배제된다.이 조항은 반정(renvoi)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된다.411)반정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 약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

는 경향인데412),이 게 함으로써 법원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국제사

법규칙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자신이 거법으로서 선택한 국가의 국내법이 용될 것을 상한

탁자의 기 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413)반정을 배제하는 것

은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414)

Ⅳ.공서조항 (제18조)

409)보고서,para.151.

410)L.Thévenoz(註 92),p.301.

411)石光現 (註 4),557면 ;G.Thomas& A.Hudson(註 102),p.1206;J.Harris(註

38),p.387.

412)보고서,para.160.

413)J.Harris(註 38),p.387.

414)우리 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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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 약의 규정들은,그의 용이 공공질서(공서)에 명백히 반하

는 때에는 무시될 수 있다.

제19조

이 약은 재정사항에 한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지419)아니한

다.

신탁 약 규정의 용이 법정지의 공공질서(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때에는 무시될 수 있다.공서규정은 신탁의 거법과 승인을 포함한

헤이그 약의 모든 조항에 해 용된다.415)이 규정은 특히 재산

보호신탁을 무력화하기 한 목 에서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신탁

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므로 설명한 제15조와 제16조의

규율이 이미 존재하므로,상충이 ‘명백(문언 자체부터 18조에 의존하

는 것이 외 인 경우라는 것을 보여 다)’한 경우에만 이를 용

할 수 있다.416)요컨 신탁 약의 규정들을 용한 결과가 법정지

의 공서에 반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서조항을

용할 수 없다.417)418)

Ⅴ.재정사항에 한 불가침 (제19조)

415)보고서,para.164.

416)J.Harris(註 38),pp.390-391;S.Collins,etal.(註 3),p.14참조.

417)石光現 (註 4),175면.

418) 국에서는 비(非)자선 목 의 신탁,특히 비(非)자선 목 의 STARtrust가 국의 공

서에 반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STARtrust란 이만 제도에서 기원한 신탁

의 유형으로서 목 신탁과 사익신탁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며,별도로 지정된

집행자(enforcer)에 의하여 신탁이 (목 을 해서든,수익자를 해서든)집행되며 수익

자는 신탁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국에서 다수의 견해는 공서 조항

을 제한 으로 용함으로써 비(非)자선 목 의 신탁이라도 국의 공서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보인다.J.Harris(註 38),pp.395-396참조.

419)석 교수의 국문 시역은 ‘nothing…prejudice’를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

하고 있으나,단어의 고유 의미와 약이 국가의 조세권한을 해하지 않는다는 을 강조

하기 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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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1항]어떤 체약국이든지 이 약의 규정들이 법원의 재 에

의하여 설정된(declared)신탁에도 미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

다.

[제2항]이 선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지되어야 하고,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3항]제31조는 이 약의 폐기에 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

으로 이 선언의 철회에 용된다.

제21조

어떤 체약국이든지 제Ⅲ장의 규정을 그의 유효성이 체약국의 법

에 의하여 규율되는 신탁에 하여만 용하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이 약은 신탁이 설정된 일자에 계없이 용된다.

[제2항]그러나 체약국은 당해 국가에서 이 약의 효력이 발생

하는 일자 이 에 설정된 신탁에 해 이 약을 용하지 아니

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

이 약에 의하여 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신탁에 한 고유

한 법률을 가진 각각의 지역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그 국가의

법이라 함은 문제된 각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법을 의미한

신탁 약은 세 문제에 하여 립 인 태도를 취하면서도,420)

약이 조세회피 목 의 신탁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신탁 약의 가입이 심각하게 해될 험이 있기 때문에, 약이 체

약국의 조세법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은 분명히 하 다.421)

Ⅵ.체약국의 의무 유보에 한 조항

420)J.Harris(註 38),p.397.

421)보고서,para.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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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4조

신탁에 한 고유한 법률을 가진 지역이 있는 국가는 오로지 그

지역의 법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에는 이 약을 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약은,체약국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이 약이 규율

하는 사항에 한 조항을 포함하는 어떠한 국제 문서

(internationalinstrument)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사법상(司法上)의 신탁에 한 유보 (제20조)

약 제3조는 원칙 으로 임의신탁에 해서만 약이 용될 것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률상의 신탁(statutorytrusts)과 사법상(司

法上)의 신탁에 하여는 약이 용되지 아니한다.사법상의 신탁

이란 일부 복귀신탁과 의제신탁을 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422)이들

신탁에 하여 약을 용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있으며,423)그 이유에 하여는 륙법계 국가의 사들을

특히 복잡한 개념인 법률상의 신탁과 사법상의 신탁을 다루어야만

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한 규정이라는 설명 등이 나타난

다.424)추측컨 ,사법상의 신탁과 법률상의 신탁에서 신탁 계를 명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그 자체로서 자족 인 신탁의 거법이 되

고 그 거법은 해당된 유형의 신탁을 두고 있을 것이므로 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되는 반면에,그러한 신탁의 승인

을 륙법계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주권 문제를 야기하는 등 약

가입을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다. 신 체

422)M.Lupoi(註 35),p.238.

423)M.Lupoi(註 35),p.341;J.Harris(註 38),p.125,134.

424)Kötz(註 57),p.40.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신탁을 으로 용범 에

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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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본 규정에 따라,법원의 재 에 의해 선언된(declared)425)사

법상(司法上)의 신탁을 약의 용 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있다.다만 어느 체약국이 유보의 선언을 하더라도 다른 체약국

이 선언을 한 체약국의 그러한 신탁을 승인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

니다.426)

2.상호주의(Reciprocity)의 유보 (제21조)

신탁 약은 모든 국가에 하여(ergaomnes)작용하는 것으로 설

계되었다. 약의 성립 과정에서 승인의 상이 되는 신탁의 범 를

체약국의 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에 제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제한을 두지 않고 신 그에 한 유보조항인 본 조항을 두었

음은 총설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Thévenoz교수는 본 조

항에 따라 상호주의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야만 하는 복잡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그로 인하여 어떠한 국

가도 본 조항에 의하여 상호주의를 유보하지 않는 잉여조항이 되었

음을 지 한다.427)

3. 약의 용시기 (제22조)

제1항은 이 약은 신탁이 설정된 일자에 계없이 모든 신탁에

하여 용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이에 하여는 약의 소

용으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이에 따라 제2항은 체약국이

약의 효력발생 에 설정된 신탁에 하여 용을 유보할 수 있

음을 규정하 다.제2항은 경과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약

425)여기서의 선언(declare)이란 법원의 재 에 의해 신탁 계가 발생하는(arising)경우 뿐

만 아니라,법원의 재 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신탁의 존재가 확인되는(affirmationof

pre-existingtrust)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J.Harris(註 38),p.402.

426)Ibid.,p.402.

427)L.Thévenoz(註 92),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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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 용한다고 하여도 기득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한 어떤

법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체약국은 이를 유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428)이와 련하여 Thévenoz교수는 스 스에서 약의

용은 당사자들의 자유를 제약함이 없이 오히려 신탁에 한 법

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약의 용시기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429)

4.그 밖의 조항

제23조는 신탁에 한 고유한 법률을 가진 각각의 지역으로 구성

된 국가에서는, 약의 목 상 그 각 지역을 체약국으로 취 하여

거법을 결정할 것임을 정하고 있다.만약 탁자가 ‘미국법’으로

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거법의 선택은 효력이 없고, 약

제7조에 의하여 객 으로 연결되는 주(州)의 법이 거법으로 확

정될 것이다.430)그리고 그러한 체약국 내에서 오로지 각 지역의 법

상호간에 발생하는 내부 충돌(internalconflicts)에는 체약국은 이

약을 용하지 않을 것이 허용된다.한편,제25조는 약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서,일반 으로 약의 일반조항이나

최종조항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428)洪裕碩 (註 3),777면.

429)L.Thévenoz(註 92),p.303.

430)보고서,para.176.한편,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은 불통일법국가의 법이 거

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한 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우선 그 나라의 통일된 국제사법(準國際私法)에 의하여 거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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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신탁 약 가입에 한 검토

제 1 행법의 해석론

Ⅰ.신탁의 성질결정

1.성질결정의 필요성

국의 통 인 이론과 이를 따른 미국 등 각국의 입법례들은

신탁에서 수탁자는 보통법상의 권리(LegalTitle)를 갖고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권리(EquitableTitle)를 갖는 것으로서,소유권은 분할되

어 수탁자에게는 리권이 귀속되고 수익자에게는 이익향수권이 귀

속된다고 한다.431)이는 보통법과 형평법이 이원 으로 발달하고 소

유권을 배타 지배권이 아니라 단지 세 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다발(bundleofrights)로 보는 미의 독특한 이론에서 비롯

된 것으로,432)형평법에 한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유권의 이원화를 이해하기 어렵다.433)

그러므로 신탁 신탁에 한 국제사법규정을 두지 않은 륙법계

국가에서는 신탁을 규범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와 련하여

신탁의 성질에 한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신탁에 한 실

질법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법 규정을 두지 않은 우리나라의 행

법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범의 연결 을 확정하기 하여

성질결정이 필요하다.

2.성질결정의 일반이론

431)洪裕碩 (註 92),9면.

432)李縯甲,「신탁법상 수탁자의 산과 수익자의 보호」,『民事法學 (제45권 제1호)』,한

국민사법학회,2009,209-212면 참조.

433)서문식,「미국의 신탁법리-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심으로-」,『 융법연구(제

5권 제1호)』,한국 융법학회,2008,31-32면 35-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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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학에서 ‘성질결정(characterization,Qualifikation)’이라 함

은 어떤 사안을 한 규범에 포섭할 목 으로 독립한 규

정의 체계개념(Systembegriff)을 해석하는 것 는 그의 사항

용범 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434)성질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법정지법으로부터 출발하되,연결의 상을 법정지법상의 체계개념

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비교법 으로 획득된 기능개념

(Funktionsbegriff)으로 이해하면서 당해 규범의 기능과 법정책

목 을 고려해야 한다.이것이 요즈음 독일의 다수설인 ‘기능

는 목 론 성질결정이론(funktionelle oder teleologische

Qualifikation)’ 는 ‘넓은 의미의 법정지법설’이며 이러한 은 우

리나라에서도 타당하다.따라서 국제사법의 체계개념은 실질법의 개

념은 실질법의 개념을 기 로 형성되지만 그보다 넓은 개념이다.435)

주의할 은,여기서 논하는 신탁의 ‘성질결정’이란 신탁과 련된

규범의 체계개념을 해석하는 것 는 신탁을 국제사법의 구성

요건에 포함된 어떤 연결 상에 포섭하는 것으로서 륙법계 국가

에서 특히 수익권의 본질을 에워싸고 나타나는 신탁의 본질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436)물론 신탁의 성질결정과 신탁의 본질론이 상당

히 넓게 맞닿아 있기는 하지만,양자가 심을 기울이는 역에는

차이가 있다.신탁의 본질론이 소유권의 분할( 는 형평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륙법계 이론과 채권‧물권을 별하지 않는 보통법계

이론 사이의 단층을 극복하고 륙법계 이론에 기 하여 신탁을 일

되게 설명하기 한 시도437)라면,성질결정은 그러한 단층을 인식

434)석 (註 24),23-24면.여기에 나타난 다른 설명에 의하면 성질결정은 “ 단의 상

이 되는 어떤 다른 생활사실(사안),법률 계,법 문제 는 쟁 을 국제사법의 구성요

건에 포함된 어떤 연결 상에 포섭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435)石光現 (註 4),563면.

436)일본에서의 논의들을 기 로 신탁 는 신탁에서의 수익권의 본질에 하여 상세히 검

토하는 로는 정순섭,「신탁의 기본구조에 한 연구」,『BFL제17호』,서울 학교

융법센터,2006,10-14면과 洪裕碩,『信託法』,法文社,1999,12-15면 등이 있다.

437)정순섭 교수는 “신탁제도의 사법체계상 지 에 한 검토는,보통법과 형평법의 구별

그 체계상의 지 와 효력 계 등에 상응하는 법리를,그러한 구별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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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인정함을 제로 신탁을 한 국제사법 규정에 연결하

기 한 시도이다.이 에서는 신탁의 본질론에 한 논의는 상세

하게 다루지 아니한다.438)

3.신탁의 성질결정에 한 학설

우리나라에는 논의가 별로 없지만,독일과 스 스에는 신탁의 성

질결정에 있어서는 회사법 ( 는 단체법 )으로 성질결정하는 견

해,채권법 물권법 (계약 )으로 성질결정하는 견해 등이 있고,

그에 따라 신탁의 연결원칙이 상이하게 된다.439)이러한 논의는 주

로 생 신탁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유언신탁에 하여는

유언과 상속의 거법에 의하여 일원 으로 연결하자는 견해가 있

는데 이는 아래 Ⅱ에서 별도로 본다.

가.회사법 ( 는 단체법 )연결

신탁과 회사( 는 단체)의 기능 유사성에 착안하여 신탁을 회사

법 ( 는 단체법 )으로 는 재단(Stiftung)으로 성질결정하는 견

해이다.440)이는 신탁의 거법을 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설립 는

륙법에 기 한 우리 사법체계에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라고 한다.정순섭 (註

436),10면.

438)정순섭 교수의 분류에 따라 간단히 소개하자면,일본에서의 견해들로는 ① 신탁재산에

한 권리가수탁자에게 완 히 이 되고 수탁자는 채권 구속력을 통하여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해 활용해야 하는 채권 구속력을 받게 된다는 채권설(통설),② 신

탁재산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한 리자로서의 명의 리권을

가지고,수익자는 수탁자에 한 채권과 신탁재산에 한 물 권리를 보유한다는 실질

법 주체성설(독립설,채권설에 한 안으로서 유력설),③ 신탁재상의 소유권이 내

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외 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제한 (상 )권

리이 설,④ 수익권의 물권성을 부정하면서도 수익권을 ‘수물권(隨物權)’이라는 특수한

채권이라는 수물권설,⑤ 부동산신탁은 실질법 주체성설에 친화 인 반면 신탁은

채권설이 보다 합하다는 부동산신탁‧ 신탁 분리설이 있다.정순섭 (註 436),10-14

면. 한편,필자의 개인 인 견해로는 우리나라의 이론으로서는 이 채권설이 타당한

데,이는 주 455)에서 다시 논한다.

439)石光現 (註 4),5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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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으로 조직된 특별재산의 설립에 한 연결원칙을 유추 용한

다.441)개정 의 스 스 국제사법 하에서 스 스 법원은 이러한 원

칙을 채택하여442),학계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법원은 “스 스 국

제사법 제150조 제1항의 단체(company)라 함은 모든 조직된 인

결합체와 조직된 재산통일체(organisierteVermögenseinheiten)를 말

한다”는 법리를 제로,신탁은 “이익배분(participations)의 보유와

리를 주된 행 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계가 아닌 단체로서 취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설립 거법 는 사실상의 본거지법을 용하

다(제154조 제1항).이 원칙은 탁자가 설립의 거법 는 사실

상의 본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탁자의 자치를 인정하지만,

신탁의 설정과 신탁의 사무처리를 분할하여 각각 상이한 거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43)이 견해에 하여는,신탁

은 법인격이 없고, 한 신탁은 탁자(자익신탁의 경우)의 는 수

익자(타익신탁의 경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법 연결은

근거가 없다는 비 이 있다.444)

나.신탁을 이원 으로 연결하는 견해

1)채권(법) 법률 계와 물권(법) 법률 계를 구분하는 견해

독일에서는 독일법상의 신탁(Treuhand)을 채권 측면과 물권

440)성질결정에 하여 논한 것은 아니지만,신탁을 단체 법률 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李重基 (註 84),5면에 의하면 신탁은 탁자가 출연한 목 재산을 매개로 수탁자와 수익

자가 유기 으로 결합된 단체 계라고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나타나고(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해 형성되고),수탁자가 충실의무자로서 수익자를 해 신

탁재산을 리․운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단체 계’라고 한다.

441)Staudinger/Stoll,『IntSachenR』,1996,Rn.174.石光現 (註 4),564면에서 재인용.다

만,이 견해도 물건에 한 신탁의 직 인 물권 효력의 문제는 물건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한다.

442)OD-BankinLiquidationV.Bankrupt'sEstateW.K.ReyDecisionof30November

1994,ZR1999225No.52.

443)L.Thévenoz(註 92),pp.206-207.

444)石光現 (註 4),564-565면.



- 122 -

측면으로 구분하여 채권 측면은 국제계약의 거법에 따르도록

하고,신탁재산의 이 등은 그의 종류에 따라 물건소재지법,채권

의 거법,사원권의 거법을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미법계의 신탁에도 이러한 법리를 용하는데, 미법계의 신탁에

상응하는 법제도는 독일 법학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분

이 불가피하다고 한다.이에 따르면 채권 측면의 거법은 국제계

약에 한 일반원칙445)에 따른다.즉 당사자자치가 타당하고,당사자

의 거법 지정이 없으면 그와 가장 한 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이 거법이 되는데,이는 신탁재산의 리지,수탁자의 본거지,신

탁재산의 소재지 는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법률 계의 거법이

된다고 한다.446)한편 물권 측면은 물건소재지법에 따른다.

일본의 石黑一憲교수는,과연 거법의 선택상 항상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의 것으로서 취 하여 다른 문제와 구별하여 별도의

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해 의문을 표시하고 신탁 약에

해 다소 비 인 태도를 취하면서,법례의 해석상 제7조(법률행

),제10조(물권)와 제11조(법정채권)등의 규정에 의하여 히

거법을 정하고 실질법 벨에서 다른 문제와 함께 신탁의 문제를

취 하면 충분하다고 한다.447)

스 스에서는 신탁을 단체법 으로 성질결정하는 례에 앞서 신

탁을 계약 (Contractual)으로 성질결정하는 례가 나타났는데,계

약 으로 성질결정하는 것도 리 이 유형의 성질결정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리딩 이스인 Harrisonv.CréditSuisse 결448)에서

445)이는 과거에는 독일 민법시행법률(EGBGB)제27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되었으나 2009.

12.17.로마Ⅰ의 발효를 계기로 동 조문들은 삭제되었고 다만 제29a조는 조 개정되면

서 제46b조가 되었다.석 (註 24),666면 주 11)참조.

446)MünchKommBGB/Kindler,『Band11Einführungsgesetz,InternationalesPrivatrecht4.

Auflage』,2006,IntGesRRn.290ff.石光現 (註 4),565면에서 재인용.

447)石黑一憲,『國際私法 (新版)』,1990,316면.石光現 (註 4),565면에서 재인용.

448)ATF96.Ⅱ.79JT1971.Ⅰ.329.미국 뉴욕에서 둘째 처(妻)와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이,그의 생 에(intervivos)첫째 처(妻)와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을 수익자로 하여 스

스에 소재하는 재산을 CreditSuisse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하 다.그리고 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한 유일한 수증자(legatee)가 된 둘째 처가 신탁행 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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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 법원은 신탁을 “제3자의 이익을 한 신임 재산이

형태의 증여계약(gift)”이라고 하면서 재산법(propertylaw)과 증여

계약과 임의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성질결정하고,수탁자의 특

징 이행(characteristicperformance)이 이루어지는 곳의 법을 신탁

의 거법으로 결정하 다.449)이에 의하면 신탁은 채권 측면과

물권 측면을 공유하는데,특히 탁자와 수탁자,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계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한 계이고,신탁재산에

한 권리의 취득,상실,내용 그 행사에 한 사항은 물건의 소

재지법에 따르게 되므로,신탁재산이 스 스에 소재한 경우에는 수

익자는 추 의 차를 실 할 수 없게 된다.450)신탁을 계약으로 성

질결정하는 것은 컨 신탁선언과 같이 탁자의 일방 인 행

에 의하여 설정되는 신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 이 있다.451)

2)내부 계와 외부 계를 구별하는 견해

독일에는 신탁의 내부 계(신탁설정자,수탁자와 수익자간의

계)와 외부 계를 구별하면서,내부 인 계 그와 하

게 련된 계에서는 채권법 인 통일 연결을 철하고,‘수탁자

수익자’와 제3자에 한 계,즉 외부 계를 별도로 연결하

는 견해가 있다.452)

이 견해는 수탁자와 수익자간의 계를 채권법 으로 통일 으로

연결하는 에서, 에서 본 채권물권을 구별하는 견해와 차이가

있다.즉 이는 내부 계에서 물권 인 측면을 물권의 거법을 따르

도록 하는 데 반 하고 채권의 거법에 의할 것이라고 한다.법

제기한 사안이다.

449)J.Harris(註 38),pp.331-332참조.‘재산법과 증여계약과 임의 성질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호한 언명이기는 하지만,이 사건에서 법원이 채택한 거법의 연결방

법 등을 고려하면 체로서는 계약으로 성질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450)L.Thévenoz(註 92),p.203.

451)Ibid.,p.202.

452) MünchKommBGB/Wendehorst,「Band 10 Einführungsgesetz」,『Internationales

Privat-recht4.Auflage』,2006,Art.43Rn.49.石光現 (註 4),56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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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형평법상의 권리의 분열과,형평법상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권리 는 수탁자의 재산에 한 물상

도 채권의 거법에 의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지만,이 견해도 신탁

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 인 지 는 물권의 소재지법에 반할 수는

없음을 인정한다.그러나 이는 신탁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고 개별

거법이 총 거법을 깨는 상이라고 설명한다.453)

한편 ‘수탁자 수익자’와 제3자간의 계에 하여는 두 가지 가

능성이 있는데,그 하나는 이를 물권법 으로 성질결정하여 신탁

의 거법이 아니라 물권의 거법에 따를 것이라는 견해이고,다른

하나는 미의 신탁을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는 독일법상의 제도,

독일법에 따라 채권 으로 성질결정하는 견해이다.후자는 컨

수탁자가 의무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와의 계를

불법행 로 성질결정한다.454)

다.우리법상 신탁의 성질결정

단체법 연결방법은 수탁자에 한 제한 권리귀속(즉,신탁재

산의 독립성)이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수탁자와

수익자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계에 있지 않다는 을 간과한 견

해이다. 한 신탁은 물권 계와 채권 계, 탁자․수탁자․

수익자 제3자의 인 계가 복합 으로 결합하여 다양하고 복잡

한 쟁 과 법률 계가 개될 수 있음에도,단체법 연결방법은 연

결 을 일원화함으로써,개별 쟁 에 따라 기능 으로 규범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쇄한다는 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내부 계와 외부 계를 구별하는 견해는 기본 으로 채권 물권

계에 따른 근방법을 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453)Ibid.,Art.43Rn51.石光現 (註 4),566면에서 재인용.

454)Ibid.,Art.43Rn53.石光現 (註 4),56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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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내부 계 그와 하게 련된 계에 있어서는 채권법

인 통일 연결을 철한다’거나 ‘신탁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 인

지 는 물권의 소재지법에 반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채권 물권 근이라는 아이디어를 제로 하고 있는 것

이다.그러므로 내부 계와 외부 계를 구별하는 견해는,비록 이론

구성과 심 상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으로는 채권

측면과 물권 측면을 구분하여 이원 으로 연결하는 견해에 포섭

된다.

한편,신탁을 채권 법률 계와 물권 법률 계로 구별하여

근하는 방법은 상당한 모호함과 복잡함을 불러일으킨다.이는 우선

신탁이라는 단일한 법률 행 에 기 하여 형성된 법률 계의 각

측면들을 분할하여 규범을 용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

인데,법률 계를 얼마나 섬세하게 분할할 것인지,어떤 법률 계가

채권 인지 물권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

이다.수익자가 수탁자에 하여 가지는 수익권은 채권 인가,물권

인가?수탁자가 신탁목 에 따라 신탁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그 법률 계는 채권 인가,

물권 인가? 수익자가 수탁자의 산 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 인가,물권 인가?수탁자가 신탁에 반하여 악의의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추 을 포함하여,그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일련의 차들은 채권 인가,물권 인가? 탁자의 채권자들이 사

해목 의 신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는 채권 인가,물

권 인가?

각각의 문제들에 해서 모호함 없이 분명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

워 보인다.우선 가장 요한 문제 하나인 수익권의 성질에 하

여도 그 성질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비록 국제사법 맥락의 신탁의

성질결정 논의가 아니지만 신탁의 본질론에 한 논의를 살펴보면,

미법상으로 수익자의 수익권은 형평법상 소유권이라고 하여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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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 한 것으로 취 되며, 국의 례 에는 ‘수익자가 갖는 권

리는 물권 청구권(proprietaryclaim)으로서,수익자는 수탁자인 회

사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보호의 상이 되는 채권자

(debtor/creditor)가 아니다’라는 결도 나타난다.455)이를 고려하면

수익자의 수탁자에 한 권리를 물권 법률 계로 볼 여지도 있으

나,독일의 이론에 의하면 수익권은 채권 법률 계에 근 한다.

일본에서도 수익권 채권설이 통설 견해라고 한다.456)이처럼 가장

기본 인 수익권의 법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이론이 분분하

다.457) 한 신탁과 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계들에 해서도 이를

단지 채권 ․물권 으로만 성질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들을 단

순하게 환원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는

455)ReLehmanBrothersinternational(Europe)[2009]EWCACiv1161;[2010]Bus.L.R.

489;[2010]B.C.C.272;[2010]1B.C.L.C.496.채권과 물권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고 하

는 국에서도 수익권이 물 권리(iurainrem)인가 인 권리(iurainpersonam)인

가에 한 이론이 나타난다.이와 련하여 국의 Maidland교수는 이를 논하는 것이

국법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 하면서도,수익자의 권리가 물권 인 것인지 채권

인 것인지 한 마디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그 물음에 해서 한 마디로 가르

쳐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만일 물권 이라고 한다면 그 답은 하지 못하다.

만약 채권 이라고 한다면 그 답 한 틀리게 알려주는 것이다.그러나 아주 요한 여

러 가지 실질 목 에서 신탁수익자의 권리는 물권 인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고 실제

로도 사람들은 습 (慣習的)으로 일종의 소유권(Eigentum)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한다.F.W.Maitland( 병철․최 태 역)(註 1),4-10면 참조.

456)崔東軾 (註 2),55면.

457)여기에서 상세히 논할 것은 아니지만,기본 으로는 륙법계이면서 형평법상 소유권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의 권리가 채권에 좀 더 근 한다고 생각

된다.정순섭 교수는 “채권설은 민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시하여 덱텐 체계에 충실하

게 신탁법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일본 신탁법의 기 자인 池田寅二郞박사 자신이 채권설

을 따르고 있어 일본 신탁법의 구조도 기본 으로는 채권설 발상에 친화력이 높은 것

으로 일반 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데,일본 신탁법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도 상

당히 유사하게 취 될 수 있을 것이다.정순섭 (註 435),11면 참조.신탁법상 물권 청

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들에 한 규정들은 ‘형평법상 소유권’ 념에 기 한 권리와

법개념들을 우리 법에 수용하고 실 하기 하여 창설한 것으로 이해된다.국제사법상

성질결정론의 에서 보면,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는 기본 으로 채권에 하여

볼 것이나,물권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들은 개별 인 연결 상으로 취 될 가

능성이 높다.한편,법무부의 신탁법 해설에 따르면 우리 개정 신탁법이 수익채권의 소멸

시효를 채권의 에 따르도록 하고,수익권의 양도에 하여 채권양도와 같은 시스템을

두었다고 하여,이를 두고 수익권의 성질에 하여 입법 선택을 하 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한다.법무부 (註 3),462-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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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채권 ․물권 성질결정이론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한계는,이

이론이 그 기능과 내용이 비교 제한 이었던 독일법상의 신탁

(Treuhand)이나 스 스의 신탁(Fiducie)에 기 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 아닐까 추측된다.독일의 Treuhand는 양도담보나 추심을 한

어음의 배서 등이 허 표시로서 무효인가에 하여,양수인에게 일

정한 권리가 이 되지만 그 권한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피

두키아 법률행 (Fiduziariches Rechtsgeschäft)로서 가장행 와

달리 유효하다는 법리에서 출발한 것이다.독일 신탁에서 신탁재산

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 히 이 되고,수탁자는 탁자와 사이

의 합의에 근거한 특별한 채권 구속을 받을 뿐이다.그러므로 이

러한 신탁 개념에서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한 이 이라는 물권

측면과 수탁자가 탁자와 수익자에 하여 부담하는 채권 의

무부담의 측면으로 비교 쉽게 법률 계를 분할할 수 있다.그러나

형평법상의 권리개념에 기 하여 매우 다양한 기능과 내용을 형성

하고 있는 보통법상의 신탁에 이 이론을 용하게 되면,충분하고

분명한 답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露呈)하게 된다.

비록 한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신탁의 법률 계를 히 분

할하여 성질결정하는 것은 단체법 으로 성질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458)그러나 신탁의 법률 계의 성질을 채권 ,

물권 으로 구별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법률 계의

채권 ․물권 성질에 심을 한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개별 법

률 계의 쟁 에 따라 신탁의 법률 계를 기능 으로 분할하여 국

제사법규칙을 연결한다는 원칙이 좀 더 합한 방침이다.바꾸어 말

458)石光現 (註 4),567면은 “아직 자의 견해를 피력할 단계는 아니지만,지 으로서는 채

권 법률 계와 물권 법률 계를 구분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으나,셋째 견해와 실

제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그러나 우선 미 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지는 형평법상

의 권리 는 실질 소유권(equitableinterest 는 equitableownership)의 거법 결정

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잠정 으로 이 성질결정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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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어떤 측면이 ‘채권 성질을 가지는가 물권 성질을 가지

는가’를 가리는 문제보다도,법률 계를 기능 으로 ‘분할’하여 성질

결정한다는 것이 합한 국제사법을 연결하는 요체이다.특히 신탁

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여된 이른바 외부 계에서는 련된

국제사법의 외연이 격히 확장되므로,그 단계에서도 법률 계가

채권 인가 물권 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는 오히려 확한

국제사법의 용을 해하는 결과를 래한다.그러므로 컨 수

탁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계가 채권 인가 물권 인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련 쟁 인 국제도산의 국제사법에 따라서 당

해 쟁 에 용될 수 있는 도산의 거법을 용하는 것이 합리

이다.신탁 약 제15조 제1항은 신탁과 기타 인 한 제도들 사이의

의 목록을 제시하여 주는데459),그러한 쟁 들에 하여는 개별

으로 국제사법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요컨 신탁의 거법 결

정은 신탁과 련한 각 법률 계의 국면이 국제사법이 정한 기존의

기존의 개별 인 연결 상( 는 단 법률 계)에 한 법 규칙에

어떻게 포섭되는가의 문제이다.460)

Ⅱ. 행법상 신탁의 거법결정

우리나라는 신탁 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외국 요소가 있는

신탁 계에 하여 우리 국제사법은 거법의 결정기 을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러므로 우리법상 신탁의 거법은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 계 는 쟁 과 가장 한 련이 있

는 국가의 법이 된다.461)여기에서는 앞서 본 성질결정의 이론에 기

하여 행법 하에서의 신탁의 국제사법의 거법에 하여 간략

459)石光現 (註 4),561면.

460)수탁자가 제3자와 한 행 를 수익자가 취소할 수 있는지가 신탁재산의 거법에 따를

지 신탁의 거법에 따를지가 논란이 있으나,일본 최고재 소 1994.3.8. 결은 자를

취하 다고 한다.일본 주석국제사법 제1권/神前禎,358-359면.이는 석 (註 24),272

면에서 재인용.

461)석 (註 24),2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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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검토한다.

1.유언신탁의 거법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상,유언은 ‘유언의 실질 내용’의 문제와,

의사표시의 한 형식으로서의 ‘유언 자체’의 문제로 구분하여, 자는

인지나 후견인의 지정,유증 등의 성립과 효력의 문제로서 그 내용

인 법률 계의 거법에 따르고,후자는 유언능력,유언의사의 하자,

유언의 성립과 구속력(Bindungswirkung)등의 문제로서 제50조 제1

항에 따라 유언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규율된다.462)

유언신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근방법은 타당해 보인다.그러므로

우선 유언 자체의 문제에 하여,외국에서도 유언이 법정의 형식을

갖추었는가,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었는가,유언이 철회되었는가

하는 유언의 방식의 유효성과 실질 유효성에 한 쟁 은 유언의

거법에 따를 것이다.

‘유언의 실질 내용’,즉 유언에 포함된 신탁조항에 하여는 어

떤 국제사법에 의하여 거법을 정할 것인가.우선 상속의 국제사법

에 의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463)상속의 거법은 재산상속과

신분상속,법정상속과 임의상속(유언상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속에 용된다.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

한지 여부 그 처분범 등은 상속의 문제로서 그 거법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 제49조가 용된다.464)유언신탁은 단순한

유증(遺贈)과는 구별되는 재산처분행 이지만,465)피상속인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한 처분행 임은 유증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유언신탁에 상속에 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를 것이라

는 해석은 일단 논리 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외국에서도 유언신탁

462)石光現 (註 4),561면.

463)石光現 (註 4),562면 각주 31)참조.

464)신창섭,『국제사법 (제2 )』,세창출 사,2011,321면.

465)李重基 (註 84),38면은 유증과 유언신탁의 구별을 제로 논의하고 있다.



- 130 -

는 유언 용신탁에 하여,수탁자를 유언집행자로 보고 신탁

체를 상속법 으로 성질결정하여 거법을 연결하는 방법이 검토되

기도 한다.466)

그러나 신탁은 신탁재산에 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지속

인 법률 계로서,단순한 유산의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유언신탁은 수증인(수탁자)에 한 권리의 귀속

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신탁재산의 운 을 통한 수익자에의 권리 귀

속을 도모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일반의 유증에 비하여

당사자자치를 허용할 유인이 크다.467) 컨 , 한민국인인 피상속

인이 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한민국 소재의 부동산을 유언신탁

하면서 수익자의 추 권을 더 넓게 하기 해 국법을 거법으로

한 경우에,피상속인의 그와 같은 경제 의사를 존 하고 측가능

성을 확보하여 이익은 일반의 유증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468)미국의 법리스테이트먼트는,동산신탁의 경우

신탁의 해석․유효성․신탁사무의 수행에 하여 유언자가 거법

을 지정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268,269,271),신탁사무 등에

한 당사자자치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인식이 반 된 것으로 추측

하여 볼 수 있다.Thévenoz교수는 많은 입법례가 당사자자치를 허

466)L.Thévenoz(註 92),p.203.

467)석 (註 24),556면은 우리 국제사법이 상속에 하여 제한된 범 내에서 당사자자

치를 허용한 이유로,‘상속은 신분 측면뿐만 아니라 재산의 이 이라는 재산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거소지나 재산소재지와도 한 련을 가지며,본국법

주의만을 고집할 경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상속 거법의 선택을 명시 으로 허

용한 것이다’라고 한다.유언신탁은 이를테면 신분 측면보다는 재산 측면이 특히 강

조된 상속이라고 할 수 있다.

468) M.Lupoi(註 35),p.154는 컨 국인이 국법에 의하여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

하 으며,그 유언의 내용으로서 스코틀랜드 소재의 재산을, 국법에 의하면 구권 지

원칙(rulesonperpetuity)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거법으로 지정된 스코틀랜드

법에 의하면 허용되는 기간의 신탁을 한 경우에, 국과 오스트 일리아의 례에 의하

면 유효한 신탁이라고 한다.Fordycev.Bridges[1848]2Ph.497 ReMitchner,

deceased(No.2)[1922]St.R.Qd252 결은 유언장에 포함된 신탁조항의 유효성에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지법이 아닌 다른 법(물건의 소재지법 혹은 유언의 집행지법)의 용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서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E.I.Sykes& M.C.

Pryles(註 92),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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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 상속의 거법에 신탁을 개 으로 연결하는 것은

탁자가 신탁의 특성에 따라 주의 깊게 상속의 거법을 선택하는

신탁의 실무상 생각하기 어려운 결론이며, 탁자(유언자)의 선택권

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는 을 지 한다.469)신탁 약도 유언의

내용인 신탁조항의 유효성 등에 하여는 약이 정한 일반 인 연

결방법에 따라 거법을 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그 다면, 행

법상의 해석으로서 유언신탁에서 ‘유증’에 근 하는 재산처분에 해

당하는 부분,즉 유류분과 련하여 유증의 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 나 수증자에 한 재산의 이 에 한 유언집행의 차 등에

한 사항은 상속의 거법에 의하되,‘신탁’에 해당하는 부분(특히,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한 사항)은 생 신탁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이하에서 논할 규범의 연결 을 찾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470)

2.물권의 취득과 이 의 거법

우선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이 방법 효력에 하여는

물권에 한 국제사법에 따를 것이다.그러므로 가령 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부동산 소유권의 이 에 등기가 필요한가 여부는 국제

사법 제19조에 의하여 소재지법에 따른다.수탁자가 신탁 반으로써

제3자에게 이 한 재산의 추 이 허용되는지 여부 는 그 효과도

469)L.Thévenoz(註 92),p.204.

470)Thévenoz교수는 신탁 약의 근방식에 비유하여,신탁의 성립 단계(launching)에서

컨 어떤 재산에 하여 어떤 범 에서 유효하게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

서는 상속의 거법이 향을 미치지만,일단 신탁이 성립한 이후(launched)에는 더 이상

상속의 거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고 신탁의 거법에 따른다고 한다.즉,유언신탁에

서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 계,신탁사무 등의 취 은 생 신탁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Ibid.,p.204.이는 본인의 견해와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로

켓’과 ‘발사 ’의 비유는 자칫 ‘상속의 거법’이 ‘유언의 거법’과 더불어 항상 선결문제

의 역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컨 ‘수탁자에 한 신탁재산의

귀속시기’와 같은 쟁 을 규율하는 실질법은 상속의 거법에 의해 결정되나,이것이 선

결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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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재지법에 의한다.471)추 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신탁

사항의 공시제도와 항력 유무 한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볼 것이

다.물권법정주의와 련하여 담보 목 의 신탁(이른바 ‘담보신탁’)

이 허용되는지 여부 혹은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련하여 담보권신

탁의 설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물건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할 것

이다.472)공동수탁자,공동수익자 상호간의 권리의무 계는 기본

으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탁 계인 상호간 법률 계의

거법에 의할 것이지만,그 결과 컨 공동수탁자 상호간의 계

가 ‘합유’라고 결정되는 경우,그 공동소유의 내용은 물건의 소재지

법에 의할 것이다.

한편,우리 국제사법상 부동산에 한 권리를 상으로 하는 계약

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바(제26조 제3항),계약으로 설정되는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신탁의 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법이 신탁의 채권 측면에 한 거법으로 법

률상 추정된다.

3.신탁 계인 상호간의 법률 계의 거법

필자의 견해가 신탁의 ‘물권 ․채권 ’측면의 분류개념을 완

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이보다 더 개방 이고 유연하게 연

결 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탁자와 수탁자,수탁

자와 수익자, 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상호간,수익자 상호간 사

이의 법률 계에서 채권 으로 평가되는 측면에 해서는 국제사법

상 채권에 한 규범이 용될 것이다.수익권은 물권성473)을

471)우리 법상 추 이 차의 문제로 성질결정될 것인가 실체의 문제로 성질결정될 것인가

의 문제도 있으나,우리 법의 신탁 반법률행 취소제도로서 추 이 실 되는 모습을

고려하면,실체의 문제로 성질결정함이 타당하다.실체와 차의 구별에 하여는,석

(註 24),24-29면 참조.

472)石光現 (註 4),582면.담보신탁,담보권신탁의 개념에 하여는,법무부 (註 5),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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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는 하나,기본 으로는 채권에 근 하는 권리라고 본

다.474)우리 국제사법은 채권 법률행 에 하여 계약을 제로

규율하고 있으나,유언신탁이나 신탁선언 등 단독행 로 설정된 신

탁에 하여도 계약에 한 국제사법의 규정들을 유추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75)그러므로 채권 측면에 하여는 당사자

가 명시 는 묵시 으로 선택한 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당사자가 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

과 가장 한 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제26조 제1항).

한편,제26조 제2항은 이른바 ‘특징 이행’의 내용을 시하고 있

는데476),이를 신탁에 용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조항을 엄격하게 용하면 신탁이라는 단일한 목 을 가진 행

에 하여 기치 않은 거법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즉 탁자

와 수탁자 사이에는 신탁재산의 양도라는 ‘특징 이행’이 나타나므

로 신탁설정 당시 탁자의 상거소지법이 가장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477)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신탁사무라는 ‘특징

473)劉載寬,『信託法實務』,법률출 사,2010,189면은,수익자가 갖는 물권 효력을 갖는

권리로는 신탁재산에 한 법한 강제집행 는 경매에 한 수익자의 이의신청권(신탁

법 제22조 제2항),수탁자의 산시 신탁재산에 한 수익자의 환취권(신탁법 제24조),신

탁의 본지에 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 수익자의 처분취소권(신탁법 제75

조~제77조)등이 있고,수탁자의 신탁 반에 따른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신탁재산

회복청구권(신탁법 제38조)은 물권 이면서 채권 효력을 갖는 권리라고 한다.

474)崔東軾 (註 2),330면.특히 수익권을 에워싸고 신탁의 본질에 한 논의가 분분하나,

필자의 개인 인 견해로는 채권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은 각주 456)에서 이미 밝

힌 바 있다.

475)석 (註 24),306면은 신용장(letterofcredit)을 로 들면서,이를 단독행 로 이해

하더라도 그 거법은 국제 으로 리 인정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이 가장 요한 채권 법률행 라는 을 강

조하여 계약을 제로 규율하고 있으나,국제사법 제5장의 제목이 “채권”인 은 고려하

면,채권 법률 계를 발생하는 단독행 에 하여도 제25조 제1항이 유추 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476)석 (註 24),311면.

477)일본 국제사법에 따르면 계약의 객 거법에 하여는 특징 부를 행하는 당사

자의 상거소지법이 가장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제8조)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를 특징 부를 행하는 당사자로 본다고 한다.일본 주석국제사법 제1권/神前禎,

363면.석 (註 24),272면 각주 6)에서 재인용.이는 신탁을 둘러싼 각 채권 법률

계 수탁자-수익자 사이의 계를 가장 우 에 두고 수탁자를 특징 부의 당사자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탁자-수탁자 사이에서는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이행(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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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나타나므로478)신탁설정 당시 수탁자의 상거소지법이 가

장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한 탁자와 수익

자 상호간에는 컨 담보신탁에서 채무자( 탁자)-채권자(수익자)

의 계와 같이 그 고유한 법률 계의 거법이,수탁자 상호간․수

익자 상호간에는 컨 수탁자간,수익자간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각각의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계를 규율하는

거법이 별도로 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이러한 거

법의 분열은 기능 으로 하지 않아 보이며,이 결론이 래하는

비경제와 법 불안정을 해소하기 하여 이른바 ‘신탁의 거법’으

로서 단일하게 거법을 악할 수도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탁자-수탁자 사이와,수탁자-수익자 사이의 각 법률 계 어떤 측

면을 더 우 에 두고 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479) 어

도 가장 우월한 지 에 있는 계가 무엇인가라는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한편,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

느 경우이든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가장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법 제26조 제2항 제1호)'과 같이 탁자의 신탁재산 이 의무를 특징 이행으로 포착함

이 타당하다.

478)엄 히 말하면,신탁의 법률 계를 분할하여 근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에 권리의무의 발생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그러나 신탁 계상 수탁자와 수

익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한다는 한 부인할 수 없다.사채발행회사와 은행이 체

결한 사채원리 지 행계약의 법 성질에 하여 시한 법원 2002.7.26.선고

2000다17070 결에서,제1심과 제2심에서는 이를 ‘제3자(사채권자)를 한 계약’으로 보고

사채권자의 권리발생 원인이 되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면 은행이 원리 지 자 을 사채발행회사의 당좌 으로 이체(반환)하고 은행의 사

채발행회사에 한 출 채권과 채권을 상계한 시 과 수익의 의사표시 시 의

선후 계가 어떠한지가 쟁 이 되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원리 지 자 을 신

탁재산으로 하고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라고 보고 사채권자의 수익의 의

사표시 여부에 계 없이 수익자인 사채권자의 이익에 계 없는 원리 자 의 반환과

그 이익을 해하는 상계는 효력이 없다고 단하 다.이처럼 수익자가 당연히 신탁재산

에 하여 채권 이거나 는 물권 성질을 갖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신탁이 다른 채

권계약(특히,신탁과 구조가 유사한 제3자를 한 계약)에 비하여 갖는 특징이다.이와

같은 신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신탁과 계된 각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 계를 분할함으

로써,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발생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이 행법상 해석론의 한계인 것이다. 법원 결의 내용 신탁과 제3자를 한

계약 사이의 비교 등에 한 사항은 정순섭 (註 2)참조.

479) 각주 476)에서 일본 주석국제사법은 각 계 수탁자-수익자의 계를 가장 우

에 두고 단일하게 거법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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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될 것이다.

4.일반 으로 련된 쟁 의 거법과 신탁의 유형별 쟁

가. 련된 쟁 의 거법

신탁 약 제15조에서 마주하게 되는 신탁에 일반 으로 련된

쟁 에 하여는,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상으로도 별도의 연결고리에

의하여 거법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즉 미성년자와 무능력자의 보

호와 련하여서는 능력에 한 규범에 따라,부부재산제와 유

류분과 련하여서는 부부재산제 는 상속에 한 규범에 따

라 거법이 결정될 것이다.‘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분리’

라는 신탁의 핵심 법률효과에 기 하는 신탁재산의 환취는 수탁

자의 도산 차 는 강제집행 차에서 실 되므로 차의 법정지법

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480)그 구체 인 실

모습은 신탁 약 제15조와 련한 해설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신탁의 유형별 쟁

행 신탁법상의 신탁의 유형별로 고유한 거법 쟁 들이 나

타난다.481)우선,수익증권 발행신탁과 련해서는 수익권의 법 성

질이 채권인가 물권인가,혹은 사원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

다.우리 국제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채권(債權)․주식 그 밖의 권리

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

보 상인 권리의 거법에 의한다.그러므로 수익권을 채권이나 사

원권으로 성질결정 하는 경우,수익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담보의

480)수익자( 는 탁자)의 환취권이 있는가라는 실체상의 쟁 은 신탁의 거법에 의한다.

그러나 그 권리는 궁극 으로 도산 차 는 강제집행 차에서 집행되므로,법정지의 도

산법․강제집행법상 수익자( 는 탁자)의 환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실 할

수 없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약 제15조 제1항 e)에 한 설명 참조.

481)이와 련하여,우리 국제 융거래실무상 사채신탁,담보부사채신탁,담보권신탁,증권

투자신탁과 련하여 발생하는 쟁 에 하여는 石光現 (註 4),574-5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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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정이 용되어 수익권에 한 ‘신탁의 거

법’이 담보물권의 거법이 된다.담보신탁과 련해서는 신탁 약

가입 의 네덜란드와 같이 담보목 의 소유권이 을 허용하지 않

는 법체계를 가진 나라에 소재한 재산을 목 으로 한 담보신탁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한편,피담보채권

자(수익자)와 담보권자(수탁자)가 분리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담보권

신탁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엄격하게 철하는 법체계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482)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한책임신탁은 등기를 효

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제114조 제1항), 컨 등기를 할 수 없

는 국에 소재한 토지에 하여 우리 법을 거법으로 유한책임신

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책임한정의 효력발생 여부를 어떤 법을 기

으로 단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생각건 거래의 안 과 직

결되는 등기에 한 쟁 은 물건의 소재지법에 따르는 것이 하

므로 등기제도를 두지 않은 국 소재 토지에 한 유한책임신탁은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5.평 가

이상과 같이 행 국제사법상 신탁의 거법에 한 해석론을

개하 다.그러나 이는 신탁의 거법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 국제사법상 나름 최선의 해석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해석론이 충분하고 완 한 것은 아니다. 행법의 해석론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첫째는 거법에 한 확정

인 기 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법률 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이다.신탁의 성질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하여 통일

482)우리나라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기 하여 “담보권의 설정”이라는 처분방법을 명시함

으로써 담보권 신탁을 명시 으로 허용하고 있으나(제2조),여 히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라는 제한을 받는다.그러므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증권이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

피담보채권의 이 없이 수익증권의 교부만으로 수익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해서 담보권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신탁법

제78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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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견해가 없고,신탁 계를 분할하여 성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

할된 부분마다 복잡한 성질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법률 계의 분

할 방식과 성질결정에 하여는 사람마다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둘째는 신탁 계인 상호간의 법률 계의 거법을 연결하는

연결 이 신탁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불필요하고

하지도 않은 거법의 분열을 래하게 된다는 것이다.특히 탁

자의 거법 지정이 없어 거법을 객 으로 연결하여야 하는 경

우 그러한데,이 때 신탁 계를 통하는 이른바 ‘신탁의 거법’개

념으로 거법을 통일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탁자의 상거소지,신

탁사무의 수행지 등의 요소 어떤 것을 더 우 에 놓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결국 실질법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익숙한 신탁제도가 국

제사법의 단계에 와서는 히 처하기 어려운 낯설고 이질 인

제도로 락하고,국제신탁의 법률 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다.

Ⅲ.신탁에 한 일원 국제사법 규범의 필요성

성문의 실체 법규범으로 뒷받침되는 사법상의 제도와 국제사법

은 균형을 이루고 병행(竝行)하여야 한다.어떤 제도에 한 풍부한

실질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제도에 기반한 국제거래에 하여

한 규정이나 방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흠결(欠

缺)이다.우리나라는 오늘날 신탁법리의 경향을 충실히 반 한 것으

로서 상당히 상세한 신탁법 규정을 두고 있다.특히 2012년 시행된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의 합병ㆍ분할,수익증권,신탁사채,유한책임

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법 체계를 면 으로 수

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한 법 기반이 마련되었다.483)이처

럼 국내 으로는 신탁에 유리하고 우호 인 실체법 배경을 갖추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제신탁에 하여는 확실한 국제사법상의

483)2011.7.25. 부개정되어, 2012.7.26.시행된 신탁법(법률 제10924호)의 개정이

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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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이러한 상황 아래 우

리나라에서 신탁의 국제 인 발달은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어도 신탁에 한 한,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흠이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론상 신탁을 신탁 그 자체로 취 하는 일원 인 규

범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작업에서는 신탁에

하여 완결 인 거법과 승인규정을 둔 신탁 약이 주요한 참고자

료가 될 것이다.신탁 약은 신탁과 련한 쟁 들을 모두 통일 으

로 연결한 단일한 규범이기 때문이다.우리 법상 국제신탁에 한

규범체계를 두는 방법은 첫째로 신탁 약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

으며,둘째로는 어도 핵심 인 거법 규정들을 그 로 혹은

히 수정하여 우리 국제사법에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우리 법이 신

탁법을 두고 있으며,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신탁개념이 신

탁 약상 신탁개념에 부합하며 승인될 법률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 으로 신탁제도의 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484)두

번째 방법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제2 에서는 신탁 약의 가입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유보사항 등을 개 으로 살펴 으로

써,어떤 방법이 더 할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제 2 신탁 약의 가입에 한 검토

Ⅰ.우리법상 신탁과 신탁 약의 용범

1.신탁의 개념

484)이는 우리 법상 신탁,그 에서도 수익권의 법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는 무 하

다.우리 신탁법상 신탁개념이 신탁 약상 신탁개념과 승인될 법률효과의 내용을 충족하

고 있다면,우리나라에서 원칙 으로 신탁의 승인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다만, 약 제15조와 같이 승인의 제한사유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요한

것은 법 성질이 아니라,우리 법상 신탁개념이 신탁 약상 신탁개념에 포섭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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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탁법상 신탁이라 함은 “ 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계에

기하여 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업이나 작재산권의 일

부를 포함한다)을 이 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 는 특정의 목 을 하여

그 재산의 리,처분,운용,개발,그 밖에 신탁 목 의 달성을 하

여 필요한 행 를 하게 하는 법률 계”를 말한다(제2조).이러한 신

탁은 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탁자의 유언, 탁자의 신탁

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제3조 제1항).그리고 신탁재산을 수

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 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한 경

매,보 처분 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이나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의 상이 되지 아니하며(제23조),수탁자의 산재단이나 회생 차

상의 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제24조).

이처럼 우리 신탁법상 신탁은 수익자의 이익 는 특정의 목 을

하여 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이 하고,수탁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재산의 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하지만 신

탁재산이 별도의 기 을 구성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일부가 되

지 않는다는 에서 약 제2조의 신탁개념에 완 하게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 신탁법 그 로 신탁 약에 가입하더라도 신탁의 개

념과 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신탁 약 제3조와의 련성

우리 법상 신탁의 설정 방법은 신탁계약,유언신탁,신탁선언이라

는 탁자 임의의 행 로 한정되어 있다.우리 신탁법은 복귀신탁이

나 의제신탁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신탁 약에 가입하는 경우 사법상(司法上)의 신탁485)을 신탁 약의

485)사법상의 신탁(司法上의 信託,judicialtrusts)은 일부 복귀신탁과 의제신탁을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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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에 포함한다는 유보를 할 필요는 없다( 약 제21조).우리

가 알지 못하는 의제신탁이나 복귀신탁을 유보를 통해서까지 약

의 용범 에 포함할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한편,신탁선언의 방

법에 의한 신탁설정을 제외하면(제3조 제2항),신탁의 설정행 를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이 서면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신탁도 약의 용범 에 포함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약이

용되는 신탁을 ‘서면에 의한 증명’을 요구하는 신탁에 한정할 것

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약 제14조 참조).

3.선결문제에 한 약의 용배제

선결문제를 신탁 약의 용범 로부터 배제하는 것의 타당성에

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그러므로 신탁 약의 가입을 논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도 주요한

검토 상이 될 것이다.생각건 ,신탁의 성립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법 문제를 신탁의 거법과 구별하여 취 하는 것은

좀 더 분명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이익이 있다.신탁재산의 이 요

건의 충족 여부, 탁자의 처분권한 유무,행 능력․처분능력 등의

문제는 우리 행법상의 해석으로도 신탁 계인 사이의 법률 계를

규율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거법이 연결된다고 평가된다.신탁 약

은 이러한 을 분명히 한 것이며, 약 제15조의 용 상이 될 사

항과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이 다소간의 모호함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그 모호함을 수용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Ⅱ.국제신탁의 거법과 승인에 한 문제

1. 거법 결정기

개념으로 이해된다.제2장의 헤이그신탁 약 해설 제3조,제20조에 한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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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신탁 약에 가입하는 것은,신탁 약상의 일원 이고

자족 인 거법 결정기 을 수용한다는 데 가장 큰 이익이 있다.

신탁 약이 제시하는 규범은 보통법계 국가의 오랜 신탁 통과

된 례와 학설의 이론 토 에서 많은 국가 표들이 상

당한 토론을 거쳐서 채택한 것으로서, 존하는 국제신탁의 규

범 가장 공신력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약상의 규범

은 신탁에 하여 일원 인 연결을 하므로,우리 법의 해석론에서

나타나는 성질결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거법의 분열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그리고 기 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국제사법의 이상인 국제 결의 일치를 도

모한다는 에서 보면,우리나라도 장기 으로는 약상의 규

범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이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국제사법에 변형하여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국제신탁의 거법에 한 충분한 연구 없이 섣부른 변형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2.신탁의 승인

우리나라의 신탁개념은 신탁 약상의 신탁개념에 부합하며, 약

제11조에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정한 핵심 인 효력들도 우리 신

탁법상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인 의미에서

신탁의 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 반의 법률행

가 있는 경우에 실행되는 보통법상의 ‘추 ’은 우리 신탁법상 수익

자의 신탁 반 법률행 의 취소권 형태로 발 되고 있는데,이는 법

률 계의 구성방식이 보통법상의 추 과 다르고 회복의 범 도 추

에 비하여 제한 이므로 보통법상의 ‘추 ’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제11조 제3항 d)). 국법을 거법

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재산에 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를

가정해보면,우리나라에서 추 의 실 은 수탁자가 신탁 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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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 완 하게 유효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우리 물권법 체계에 맞지 아니하고, 탁자의 임의에 의한 것

에 신탁의 설정방법을 한정하고 있는 신탁법상의 체계에도 맞지 아

니하므로, 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통법상의 추 은 그 효력이

제한 으로 승인될 것이다(제15조 제1항 d)). 약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 국제사법에 신탁에 한 규범만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우

리나라에 이미 신탁제도가 존재하므로 애 에 ‘승인’의 개념을 논할

필요 없이 당연히 국법에 따른 신탁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

며, 국법에 따른 추 의 효력은 원칙 으로 제한 없이 실 될 것

이다.다만,앞서 본 ‘변형(translating)’이라는 에서 우리 법상

허용되는 범 에서만 신탁재산의 추 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가능하

며,그러한 해석론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완 성을 유지할 수 있

다.486) 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에 하여는 아래 Ⅲ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한다.

우리나라가 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약국이 우리 신탁

법상 등기에 따른 법 효과를 승인하여야 하나, 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 그 효과를 받아들일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컨

우리나라에 소재한 토지에 하여 국법을 거법으로 한 신탁

이 설정된 경우를 가정해 본다. 약에 가입한 경우에는,신탁재산

인 사실과 신탁의 요한 내용을 공시487)할 수 있는 재산에 하여

는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수탁자의 도산 차에서 신탁재산의 독립

성을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거나,수익자가 신탁 반

법률행 를 취소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공시의 법률효과’

486)석 (註 24),274면 각주 12)는 같은 사안에서,“수익자의 권리를 채권법 으로 성질

결정하더라도 국법의 용을 철할 수는 없고 우리 신탁법상의 수익자에 상응하는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이는 ‘신탁의 거법의 용은 일정한 범 내에서

강행규정에 의하여 배제된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며,결론 으로 타당하다.그

러나 논자(論 )에 따라서는 국법의 면 인 용을 지지할 수 있다.

487)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제81조 내지 제87조의3에서 부동산 신탁에 한 등기의 내용과

방법에 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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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법정지가 국인 경우에도 철할 수 있게 된다. 약에 가입하

지 않는 경우에는 국 법원은 공시여부를 불문하고,신탁재산의 분

리나 추 에 한 국법상 고유한 요건에 따라 단하면 그만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우리나라에 소재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에 따른 법률효과를 반 할 근거가 불분명하게 된다.신탁 약에 가

입하는 경우,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 공시할 수 있는 재산에 한

거래안 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이익이 의외로 큰 것이다.

3. 약 제13조의 수용 여부에 한 검토

약 제13조는 신탁 약의 해설에서 본 바와 같이 체계 으로 애

매한 지 에 있고,법 불안정을 야기하는 조항으로서 우리가 신탁

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더욱이 우리나라는 신탁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약 제13조를 도

입할 이익도 희박하다.488) 약상 이를 유보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

정은 없으나,제14조의 해석상 제13조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국은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제13조를 의도 으로 신탁승

인법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약 제13조에 하여는 별다른 규율을 하지 않

으면서도,신탁의 거법을 제외한 신탁의 모든 요소가 이탈리아에

계된 이른바 국내 신탁(이른바 interni, 어로는 ‘domestic

trust’)에 하여 거의 외 없이 승인을 하고 있다.이탈리아에서는

사기 신탁의 험성보다는 신탁제도가 보수 인 이탈리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다는 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489)국내 신탁 는 부분의 요한

488)L.Thévenoz(註 33),p.11은 약 제15조,제16조,제18조에 의한 법제도의 방어벽을

통과한 신탁에 하여 승인을 거부할 법한 이익은 없는 반면,언제 약 제13조가

용될지를 법원에만 맡기는 경우에는 상당한 법 불안정을 야기하므로,신탁 약에 가입

하는 경우 그 발동 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사 에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고 있다.

489)M.Lupoi(註 35),pp.83-84.



- 144 -

요소가 우리나라와 련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에도 외국법을 신탁

의 거법으로 하는 것이 법의 창달(暢達)에 유익할 수 있으므로 그

러한 신탁에 반드시 방어 으로 응할 필요는 없다.신탁의 설정에

법률의 회피 는 연결 의 사기 창설 목 이 있는 경우에는 제

15조,제16조,그리고 제18조에 의하여 통제될 것이며,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지극히 외 인 상황에서는 ‘법률의

회피’와 같은 우리 국제사법상의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고

본다.490)

Ⅲ. 련 쟁 의 강행법규에 한 해결

국제 강행법규에 하여 다루고 있는 약 제16조,공서에 하

여 다루고 있는 약 제18조는 우리 국제사법에도 상응하는 조항이

있으므로(제7조,제10조) 약의 가입을 검토함에 있어 특별한 함의

를 가지지는 아니한다. 두 조항과 련하여서는 약 제16조 제2

항 제3항과 련하여,제3국의 국제 강행법규를 용하는 법리

를 우리 법체계상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제한 인 쟁 이 나타날

뿐이다.491)그러나 약 제15조는 약상 그 특별한 지 만큼이나

신탁 약의 가입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요한 논 이 된다.

약 제15조에 의하면,어떤 거법에 따른 신탁이 련 쟁 에

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상의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를 용하고 그 용의 효과가 미치는

범 내에서 신탁의 효력이 제한된다.승인 개념을 매개로 하여 문

제되는 쟁 에 하여 법정지에서 용할 실질법상의 강행법규를

보존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여기서의 강행법규란 단순한 국

내 강행법규도 포함한다.

490)‘법률의 회피’에 한 국제사법의 이론에 하여는 석 (註 24),42-43면 참조.

491)우리 국제사법상 제3국의 국제 강행법규에 한 논의는 석 (註 24),148-1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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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약에 가입하지 않고,신탁에 한 규정만을 국

제사법에 도입하면서, 약 제15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

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부정 으로 생각된

다.왜냐하면 신탁 계를 일원 으로 악하여 거법을 연결하는

한에서는,신탁과 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에 하여는 설령

다른 성질의 쟁 과 그에 한 강행법규가 여되는 경우에도 원칙

으로 신탁의 거법이 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신탁의 거법

에 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행법 하에서는 신탁과 련한 법률

계의 각 측면을 히 분할하고 나름의 성질결정에 의하여 거

법을 연결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신탁에 한 일원 규범을

두고 난 후에는 그러한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거법에

도 불구하고 당해 법률 계에 용할 수 있는 ‘국제 강행법규’만

이 신탁 계에 용될 수 있을 뿐이고,단순한 ‘국내 강행법규’를

신탁의 거법에 우선하여 용할 근거는 없다.

신탁 약에 가입하거나,혹은 신탁 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15

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를 들어

비교해 본다.우리나라에 소재한 신탁재산을 국법을 거법으로

하여 설정한 신탁이 사해신탁이고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탁받아 운용하는 제3자가 있는 사안에서,신탁설정 당시 탁자가

채무 과 상태가 아니었고 신탁설정행 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탁자의 채권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신탁 약 제15조 제1

항 e)호 f)호가 용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면,제3자 보

호를 한 강행법규라는 에서 우리나라의 사해신탁의 법리가

국법에 우선하여 용되고 그 결과 법원은 취소청구를 기각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반 로 신탁 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국제

강행법규라고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사해신탁에 한 규정은 국

법에 우선하여 용될 수 없고 법원은 국 도산법 제423조를 용

하여 신탁취소청구의 당부를 심층 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다. 신

탁재산이 신탁 반으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약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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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15조 제1항 d)가 용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둔 경

우에는 추 의 효과를 우리나라의 신탁법에 따라 제한 으로 승인

하게 될 것이나,그 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 으로 법원은 국법에

따른 추 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다만 에서 본 바와 같

이 변형(translating)과 같은 법리로써 우리의 물권법질서를 보호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이 경우 우리 신탁법상 등기에 의한 공시와 그

로 인한 항력 등의 문제도 고려 상이 될 수 없다.

약에 가입하거나 혹은 약 제15조와 같은 규정을 부수 으로

국제사법에 도입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용할 강행법규를 보존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법원이 용할 련쟁 의 강행법규

를 보존하는 이익보다, 탁자 등 당사자의 자치에 의미를 두고 이

를 최 한 보장하는 입법정책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규범만을

도입하고 약 제15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이 경

우에는 컨 유류분이나 부부재산제와 같은 제도들은 국제사법

제10조에 의하여 ‘공서’의 일환으로서 제한 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반 로,신탁 약 제15조는 우리의 강행법규를 보존할 필요

성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규범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

니라 약에 가입하여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며, 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도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주

장할 만한 매우 요한 규정이다.

Ⅳ.기타 유보조항 등에 한 검토

약에 가입함에 있어 유보나 변경이 고려되는 사항은 에서 본

것 이외에 약의 용시기에 한 사항이 요하다.비록 우리나라

가 수십 년간 인 신탁제도를 두고 발 시켜 왔다고 하지만,

새로운 국제사법규칙을 소 하여 용하는 법 안정성을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 으로 장래에 향하여 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492)상호주의는, 약에 한 설명에서 이미 보았듯이 의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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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유보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Ⅴ.소 결 론

1.신탁 약 가입이 주는 안정성

우리 국제사법상 신탁제도를 일원 으로 규율하는 규범이 필

요함은 분명하다.그런데 그 규범을 두는 방법은 신탁 약에 가

입하는 방법과 국제사법에 신탁의 거법에 한 규정을 두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으며,더 타당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생

각건 ,신탁 약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더 안정 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국제사법에 신탁의 거법에 한 규범만을 도입하는

방법은 상치 못한 규범 용범 의 변화와 실질 인 해석론

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컨 , 약 제6조 내지 제10조 사

이의 규정만을 섣불리 도입하는 경우에는 선결문제와 련한 요

한 해석이론이나 승인과 련한 쟁 들을 고려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규범이 신탁 약 내에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왜곡될 험

이 있다.우리나라가 선하증권에 한 조약인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비 하는 신 그 내용을 상법 해상 편에 편입하면

서 그 규칙의 용범 에 한 조항,즉 국제사법규칙을 제외한 결

과 우리 법의 해석론이 애 에 정한 것과는 다르게 발 하게 된

것493)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한

유보조항 등을 두면서 약에 가입을 하고,이에 기 하여 해석론을

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약에 가입하면 외국에서 축

492)2001.4.7.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국제사법 부칙 제2조는 거법 용의 시간 범

에 하여,“이 법 시행 에 생긴 사항에 하여는 종 의 섭외사법에 의한다.다만,이

법 시행 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 계에 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 계에 한

하여 이 법의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493)석 (註 24),144면,581-583면 참조.



- 148 -

된 학설과 례들을 특별한 변용 없이 받아들여 해석론에 참조할

수 있다는 에서도 유리하다.

2.신탁 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만약 신탁 약에 가입하는 방법 신 신탁 약상의 규범을

우리 국제사법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을 주의하여야

한다.첫째,선결문제의 취 에 한 입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

다.선결문제를 별도로 취 하는 것은 신탁의 특수성에 착안한 신탁

약의 입법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

우에는 선결문제에 한 취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해석론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앞

서 본 바와 같이 선결문제를 별도로 취 하는 것이 타당하다.둘째,

신탁 약의 규범은 오랜 기간의 례와 학설에 터잡은 것으로

서 이를 특별한 수정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다.

국은 2010년 제정된 섭외민사 계법률 용법 제17조에 “당사자는 신

탁의 거법을 의로 선택할 수 있다.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 법률 는 신탁 계의 발생지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거법의 객 연결과 련해서는 독창 인 기

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의 ‘신탁 계의 발생지’개념은 언뜻 ‘신탁계

약의 체결지,유언 는 신탁선언이 이루어진 장소’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신탁 약에는 나타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이고 한 우

연 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를

악하기가 쉽지 않다.494)우리만의 기 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실무례의 축 과 충분한 비교법 검토 등을 마친 이후에 신 히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도 그 까지는 공신력 높은 약의 기

494)우선 ‘신탁 계의 발생지’개념이 모호하며,신탁재산의 소재지법과 신탁 계의 발생지법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지 에 있는지,아니면 선택 연결 계에 있는 것인지 문언

상 불분명하다.그러므로 법의 해석과 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

각되며, 국의 구체 해석론을 참조하여야만 그 이론 구성을 악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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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셋째,신탁의 승인

과 련하여 약 제15조에 규정한 련된 쟁 의 강행법규를 어떻

게 취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는 어느 방향으로든 선택할

수 있다.생각건 ,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법률 계의 범 가 범

하고 련된 법률 계의 강행규정들을 신탁의 거법으로써 복

시키는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고,공서규정은 그 기능이 제한 이라

는 을 고려하면 련된 쟁 의 강행법규를 보존하는 입법을 고려

함이 타당해 보인다.넷째,우리 신탁제도상 신탁의 공시에 한 규

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약에 가입하지 않

는 경우에는 국제신탁의 에서 신탁의 공시에 한 규정이 제

로 기능하지 못하고,그에 따라 거래의 안 을 할 우려가 있다.

스 스가 신탁 약에 가입하면서 신탁의 공시에 한 규정에 세심

한 주의를 기울인 이유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생각건 , 약에 가

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공시규정이 국제신탁에도 용된다

는 용범 에 한 규정을 두거나,우리 국제사법에 스 스 국제사

법의 공시에 한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신탁 약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한편,신탁 약의 가입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약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첫째,선결문제

의 범 와 내용 제15조에 해당하는 련 쟁 의 범 와 내용과

련하여 확립된 해석례가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둘째,특히

추 제도와 련하여 법 개정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보통

법상 소유권의 분할 개념에 기 한 추 제도를 우리 법에 얼마나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셋째, 실 인 문제로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약의 수용 여부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도 요하다.신탁 약의 성립에 있어서 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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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국가들도 나름의 정당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보통법계 국가

들이 주도하는 약의 성안과정에 이의를 제기하 을 터이므로,그

에 한 더 면 한 검토가 없는 재로서는 약에의 가입이 섣부

른 결정이 될 수 있다.

제 4장 결 론

신탁 약 에는 보통법계 국가에서도 신탁의 국제사법에 한

확고한 이론이나 체계가 잡 있지 않았다.보통법계 국가 사이에서

도 신탁 약을 통하여 비로소 신탁의 국제사법을 통일해 가고 있으

며,신탁에 한 실질법을 갖고 있지 않은 륙법계 국가들은 신탁

약을 토 로 신탁을 규율하는 시스템을 형성해 가고 있다.이는

신탁 약이 신탁의 국제사법 역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고 유력한

법원(法源)혹은 단자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비록 신탁제도

를 가진 국가들이 제한 인 이유로 말미암아 세계 으로 많은 나

라가 약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으나,서방 선진국에서는 약 가입

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 약 가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탁 약에 한 구체 인 분석과 약의

가입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에

서는 일본과 더불어 특이하게 신탁에 한 체계화된 실질법을 두고

있으며,최근 신탁법제를 화 함으로써 신탁의 활용이 증 될 것

으로 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국제사법에 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요한 자료인 신탁 약에 한

심도 높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은 어도 우

리나라에서 확고한 제도로 자리 잡은 실질법 역에 한 규범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번 연구는 그러한 당 성(當爲

性)과 아직 우리나라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신탁 약에 한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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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연구를 통하여 신탁 약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났던 보통법계 국가

와 륙법계 국가의 첨 한 이해(利害)의 립과 그 조정과정을 살

펴볼 수 있었다.신탁 약의 ‘신탁’개념은 륙법계에서 이를 받아들

이기 용이하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다는 핵심

인 만을 두고 개방 으로 규정되었다.신탁재산 이 의 원인

이 되는 행 의 유효성에 한 쟁 은 선결문제로서 신탁 약의

용범 로부터 배제되었다.신탁의 거법에 하여는 무제한의 당사

자자치를 허용하고,종래 보통법계의 법리에 기 하면서도 ‘묵시

으로 선택된 거법의 단’과 ‘객 연결에 의한 거법의 확정’

을 구별하는 독특한 거법 확정 구조를 도입하 다.신탁의 승인에

한 조항들은 신탁 약의 핵심이다.신탁의 승인이라는 개념을 통

해서 신탁은 신탁에 한 실질법을 두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탁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법률효과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승인의 효과를 제한하기 해서 특별히 둔 규정이 신탁 약 제

15조이다.제15조를 두고는 “ 약이 승인에 한 제11조를 둠으로써

10보 앞으로 나아갔다면,15조를 둠으로써 다시 9보 뒤로 후퇴하

다”는 평가도 있지만,495)어 든 보편성이 결여된 신탁제도와 각 체

약국의 강행법규의 충돌을 회피하고 조정할 필요에서 나타난 규정

이다.장기 으로는 제15조에 나타난 강행규정들을 좀 더 분명히 유

형화하고 그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신탁 ‘승인’의 의미와 효력범 를

규명하는 것이,특히 륙법계에서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신탁에 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으

로는,신탁이라는 단일한 행 로 형성된 법률 계의 각 측면을 채권

으로,물권 으로,혹은 그 이외의 유형으로 분할하여 성질결정하

고 각 역의 국제사법에 연결하는 방법이 해 보인다.그러나

이 방법은 신탁의 성질결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법 불안정을 야기

495)AlfredE.vonOverbeck(註 253),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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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범 한 법률 계의 외연을 가지는 신탁의 특수성을 반 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신탁에 한 일원 인 국제사법규

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그 방법으로는 신탁 약에 가입하는 방

법과 신탁 약을 참고하여 신탁에 한 규범을 국제사법에 끌

어들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어떤 방법이 타당한지는,특히 신

탁 약 제15조의 특별한 규율을 수용할 것인가 등을 검토하여 고려

할 것이지만,신탁 약에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정 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다만,이 경우에도 신탁 약 가입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신탁 약을 참고하여 국제사법

에 규범을 두는 경우에는 신탁 약의 용범 와 논리구조에

하여 면 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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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the

"HagueTrustConvention"

andKorea'sAccessiontothe

Convention

Phil-Bok,Lee

Law ofInternationalTransactions,

CollegeofLaw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paperhastwoobjects.Oneistoanalyzethe"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TrustConvention')",whichisinfluentialconventiononthefield

ofinternationaltrust.The otheris to study on the Private

InternationalLaw ActofKorea aboutinternationaltrustand

review whetheritisdesirableforKoreatoaccedetotheTrust

Convention.

TheHagueConferenceonPrivateInternationalLaw adoptedthe

Trust Convention in October 1985, to unify the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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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aw ontrustandclarifytheeffectofinternational

trust.The TrustConvention is getting more importantand

influentialand,in some states,used as legislation materials

(especiallyin'non-truststates').TheTrustConventionisnot

onlyamereconventionofPrivateInternationalLaw,butalsoan

importantacademicmaterialoftheentirefieldofinternational

trust.

TheTrustActwasenacted in Korea in 1961,and entirely

revisedtheActin2012wherecreationofvarioustypesoftrust

becamepossible.A well-developedsubstantivelaw fortrustis

now active by that revision.considering currentgrowth of

internationaltransactions,itisexpectedthatinternationaltrust

transactionswilltakeplacemorefrequently.InKoreahowever,

thereisnoprovisionfortrustinPrivateInternationalLaw Act,

andthestudyonapplicablelaw ontrustisintoddlingstage.

ThispaperdealswiththeTrustConventionandgraspsissues

on internationaltrust,thereafter analyzes interpretation about

KoreanPrivateInternationalLaw fortrust,andexamineswhether

itisdesirableforKoreatoaccedetotheTrustConvention.

Trusthas developed from common law system,which is

commonly represented by anglo-american law. States of

continentallaw system haddefensiveattitudetotrustandthe

TrustConvention,foritmay derogate the integrity oflegal

system.So,theconceptof'trust'inTrustConventionisvery

extensive and open,not by defining the concept but by

enumeratingimperativeandminimum characteristics,suchas'the

segregation between trustassetandtrustee'sown patr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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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stConvention does notapply to preliminary issues

relating tothevalidityofwillsorofotheractsby virtueof

whichassetsaretransferredtothetrustee.A settlerhasalmost

unrestricted freedom to choose applicable law for trust.

Conventiondistinguishes'interpretingimpliedlychosenapplicable

law'from 'objectiveascertaining mostclosely connected law'.

Thisisannoveltymannertoappointapplicablelaw.Provisions

onrecognitionfortrustaretheessenceofTrustConvention.By

theconceptof'recognition',trustcandeployitsessentialeffects

innon-truststates(mainly,incontinentlegalsystem).Section15

ofConventionisaprovisiontorestricttheeffectofrecognition.

Therearemany difficultissuesbetween provisionssupporting

recognitionoftrustandprovisionsrestrictingrecognition,suchas

section15.

Underthe currentPrivate InternationalLaw Act,itseems

appropriatetoconnectapplicablelaw todividedaspectsoftrust.

Legalrelationshipscreatedbyoneactof'creatingtrust'canbe

divided into many aspects by 'characterization', such as

real-rightaspects,personalobligationaspectsandothercategory

of aspects.However this is just a stopgap measure and

insufficientway.Itmaytriggerinstabilityonlegalrelationship

andcannotreflectsufficientlythespecialtyoftrust,whichhas

very wideextension.Therefore,itisneeded to adoptunified

privateinternationallaw fortrustanditcanbeaccomplishedby

signing and ratifying theTrustConvention orimporting new

provisionsonourPrivateInternationalLaw byreferencing the

Trust Convention.Which way is more appropriate willbe

concludedbyexaminingwhether toaccepttheunique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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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ot,suchassection15.Itseemsthatsigningandratifying

theConventionisamorestableway.In considering adopting

legalprinciplesofTrustConventions,itisimportanttoscreen

special aspects of the issues on section 15, preliminary

issues(section4),issuesonpublication(section12),andsoon.In

addition,itisneededtostudyonthesideeffectsofsigningand

ratifyingtheTrustConvention.

keywords:InternationalTrust,PrivateInternationalLaw,

HagueTrustConvention,ApplicableLaw,Recognition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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