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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민국 정부는 한국 쟁으로 인한 반민주 ․반인권 과거사 청산을

하여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근

거하여 한국 쟁 후부터 독재정권의 집권시까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 에 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과거사 소송이 양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사 사건을 ‘한국 쟁 후의 시기에 국가에 의해 자

행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한정하여,과거사 사건 련 소송에서

논의되었던 쟁 에 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과거사 소송의 주된 쟁 은 ‘피고 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의 인용 여

부’고,이와 련하여 ①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이 진실규명 결정일인지

불법행 당시인지,②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4유형에 해당하

는지,③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에 해 권리남용을 인정여부를 달

리할 것인지,④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

시효정지에 하여 6개월인지 단기소멸시효에 하여 3년인지에 하여

견해 례가 립되었다.

먼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은 법률상 장

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의하여 단되어야 하므로,단기소멸시효는

불법행 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

다는 견해에서는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까지는 원고들

이 피해자의 희생 경 에 하여 사실상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러

나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정지나 소

멸시효 항변에 한 재항변으로서의 권리남용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4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

하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각 유형별로 살펴보면,1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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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 가 있어야 성립하나,과거사 사건의

경우 불법행 이후 국가의 은폐 시도 등의 작 행 가 없었으므로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1유형에 해당하여 권리남용

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유형은 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나,국가의 2차 은폐행 가 있던 울산 보도연맹사건에서 2유

형에 해당한다면서 제시한 례의 논거는 그러한 은폐행 가 없는 일반

과거사 사건에는 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한 2유형에 해당한다는

례의 논거에 의하면 과거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모든 집단

기본권 침해에 해서도 2유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례

에는 그러한 사건들에 해 권리남용을 배척한 것도 많으므로 례의 논

거에 일 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유형은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을 때 인정된다.그러

나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한 것만으로는 국가가 시효항변을 원용할 것 같

지 않은 태도를 보 다고 할 수 없고,과거사정리법은 배․보상을 목

으로 한 법이 아니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3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

4유형은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

는 경우에 인정된다.그러나 각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특정 피해자들만 히 불공평하거나 부당해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4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피해자

에 한 국가의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실규명 신청 여부에 따

라 권리남용 재항변의 인용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 인 논거를 찾

기 어려우므로,진실규명 신청인과 진실규명 미신청인은 권리남용 재항

변의 인용 여부에 해 동일하게 취 되어야 한다.

한 피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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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멸시효 항변이 지되었던 장애사유가 사라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이에 해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인 3년까지 연장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 용할 근거가 없고,개별 보상법들이 모두 시

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과거사 사건에 해서만 진실

규명결정일로부터 3년까지로 시효를 연장할 합리 인 이유를 찾기 어려

울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은 진실규명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야 한다.

주요어 :과거사,불법행 ,손해배상,소멸시효,권리남용,진실규명,상

당한 기간

학 번 :2013-2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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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에 한 연구

제 1장 서 론

정부는 지난 사의 반민주 ․반인권 사건들에 하여 청산하고자

2005.5.31.「진실․화해를 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

리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 으며,이에 따라 2005.12.1.‘진실․화해를

한 과거사 정리 원회’(이하 ‘과거사 원회’라고 한다)가 출범되어

2010.12.31.까지 활동하 다.

과거사 원회에서는 1945.8.15.부터 한국 쟁 후의 시기에 불법 으

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하여 진실규명 활동을 하 고 2

년여에 걸쳐 약 6700여건에 이르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그

부분은 1950년경에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집단 학살된 민간인들

에 한 결정이었다.

비록 과거사 원회에 의하여 민간인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으나,과거사정리법은 배상이나 보상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는 희생자의 유족들

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따라 유족들은

각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고,그 결과 2010년 이후부터

무수히 많은 과거사 사건 련 례들이 양산되기에 이르 다.

과거사 사건의 수많은 쟁 들은 2012년 법원 원합의체 결로 부

분 정리되었다.그러나 원합의체 결 이 는 이후로도 수많은 하

심 례들이 쟁 들에 해 각기 다른 시를 내렸고,2013년 2014

년의 법원 례들도 원합의체 결과 다른 시를 내리고 있어 쟁

들이 일원 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과거사 사건에 한 례들의 쟁 은 크게 진실규명 결정의 증명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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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소멸시효의 문제로 나 어 볼 수 있는데,본 논문에서는 소멸시효

문제에 하여 상세히 다 보고자 한다.

먼 제2장에서는 과거사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의의를 살펴보고 진상규

명 결정의 증명력에 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하 심 례와 법원 례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졌던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 의 문제에 하여 살펴볼 것이

다.이 장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 반에 한 이해를 토 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의 기산 이 불법행 일 당시인지 과거사 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일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례의 가장 큰 쟁 이었던 ‘과거사 사건의 피고 던 국가

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지’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이를

하여 례가 제시하 던 소멸시효 남용론의 개 과거사 사건이 그러

한 소멸시효 남용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해 볼 것

이다.

제5장에서는 일단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의 각 유형에 해당

한다고 가정할 경우,원고 유족들이 과거사 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

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 인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의 각 유형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권리남용의 각 유형에 해당하 던 사유가 제거

된 경우에도 원고가 권리남용 재항변을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지에 하여 ‘상당한 기간’의 의미를 검토하고,상당한 기간이 6개월에

한하는 것인지 3년까지 연장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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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과거사 사건 개

제 1 과거사 사건의 의의

한민국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한국 쟁,군부 독

재정권 등 민주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 을 겪어 왔다.이

러한 역사 속에서 친일 의 득세,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립에 따

른 갈등과 분쟁,독재정권의 인권 탄압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 으며 이

러한 왜곡과 탄압의 역사를 통틀어 의의 ‘과거사’라고 부른다.

‘과거사 사건’이란 이러한 과거사와 련된 개별 사건들을 의미하는

데,본 논문에서는 ‘과거사 사건’을 「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기본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 쟁 후의 시기

에 불법 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도

록 하겠다.

제 2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Ⅰ.입법배경

1.개별 과거사 정리

한국의 과거사는 크게 식민지 잔재의 청산,한국 쟁기 민간인 학살,공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구분된다.1)1997년 김 정권이 들어서기 이

까지 과거사 정리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식민지 문제를 둘러

싼 한일 계 친일 청산문제,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한 시도들

이 부분이었다.2)한편 1990년 에 들어 과거사정리가 정부의 주요 정

1)안병욱,“한국 과거청산의 황과 과제”,역사비평,2010.11,3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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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추진되고,과거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차 확 되면서

1990년 ‘주 민주화 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1996년 ‘거창사

건 등 련자의 명 회복에 한 특별조치법’,2000년 ‘제주 4․3사건 진

상규명 희생자 명 회복에 한 특별법’등의 개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 다.3)

2.포 과거사 정리

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방식이 비효율 이며,과거사는 상호 연 되어

있고 법안의 복성이나 락된 사안을 담아내기 해 통합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비 에 따라 2005년 5월 31일에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었

다.4)

과거사정리법은 2004년 8ㆍ15경축사에서 노무 통령이 ‘보편 방

식에 입각한 포 과거사정리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11.9.시민운동단체인 ‘올바른 과거청산을 한 범국민 원회’가

결성되고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입법 쟁취를 한 농성 투쟁

을 하는 등의 차를 거친 이후에,2005.5.3.당시 집권 여당이던 열린

우리당이 심이 되어 과거사정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정부로

이송된 과거사정리법은 2005.5.31.공포되어 2005.12.1.부터 시행되었

다.5)

과거사정리법은 그 조사 상에 하여 ‘일제 강 기 후 항일독립운동

주권과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해방 이후부터 한국 쟁 후의

시기에 불법 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해방 이후부터 권

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괴행 등 법 는 히 부당한 공권력

2)김 수,“한국 과거사정리와 국가의 략”,역사연구 21호,2011,145면

3)정승윤,“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 쟁 ”,

법학논총,2011,675~676면

4)박한용,“과거사 청산의 역사 의의와 필요성”,과거청산 기구 출범과 향후 과제,2006,11~18

면

5)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진실화해 원회 종합보고서 Ⅰ,2010,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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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사건,그 밖에 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역사 으로 요한 사건으로서 원회에 의하여 진실규명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이라고 규정함으로써(과거사정리법 제3조 제

1항)개별법과는 달리 모든 과거사를 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주요 내용

1.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 설립

과거사정리법 제3조(진실․화해를 한과거사정리 원회의 설치 독립

성)에 따라 2005년 12월경 과거사 원회가 설립되었다.과거사 원회의

업무는 과거사 사건에 한 조사 상의 선정,조사개시 결정 조사,진

상규명 결정 진상규명 불능 결정 등이며,과거사 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에게 피해 명 회복 등을 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과거사정리법 제34조 내지 제40조).

과거사 원회는 본래부터 ‘조사 개시로부터 4년간’진상규명활동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과거사정리법 제25조 제1항)첫 조사 개시 결정일인

2006.4.25.부터 4년간 사건을 진행하 으나,잔여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하여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단 하에 3개월을 연장한 2010

년 6월 30일에 조사업무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하

다.6)

2.진실규명 결정

과거사 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

과를 의결로서 결정하 다(과거사정리법 제26조). 한 진실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6)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진실화해 원회 종합보고서 Ⅰ,2010,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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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범 계
처리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취하 이송 지

총계(%)
11,175

(100.0)

8,450

(75.6)

528

(4.7)

1,729

(15.5)

351

(3.1)

97

(0.9)

20

(0.2)

항일독립운동 274 20 23 221 10

해외동포사 16 5 8 1 2

세력 련 1,774 1,445 10 292 22 1 4

민간인집단희생 8,206 6,742 454 764 242 4

인권침해 768 238 41 373 73 29 14

기타 137 71 3 63

<표 1>과거사 원회 진실규명신청 처리 황

결정하 다(과거사정리법 제27조).

과거사사건에 한 진실규명 결정은 주로 피해자들이 군인,경찰에 의

해 ‘좌익’,‘빨치산’등으로 몰려 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되어 행방불명

된 사실을 확인 는 추정한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진실규명 결정에서

는 비록 한국 쟁 시기 혼란한 상황에서 학살이 발생하 다고 하더라도

국가기 인 군경이 법한 차 없이 비무장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

도주의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법 차원

칙 재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 임을 명시하 다.

Ⅲ.과거사 사건 황

과거사 원회는 2006.11.28.첫 진실규명 결정을 시작으로 하여 2010.

6.30.까지 총 11,175건 가운데 8,450건에 하여 진실규명 결정을,528

건에 하여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민간인 집단희생에 하여는,2005.12.1.부터 2006.11.30.까지 1년 동

안 신청서를 수하 고 총 8,206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 6,742건에

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과거사 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과거사정리법 제22

조 제3항에 의거하여,“역사 으로 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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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사
건
수

진실
규명
건수

조사개시
일자 

결정일자 

나주 동박굴재 사건  1  23  2006-05-30  2007-04-17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  12  2006-07-25  2007-06-12 

고양 정굴 사건  1  52  2006-04-25  2007-06-26 

문경 석달 사건  1  16  2006-04-25  2007-06-26 

함평 11사단 사건  1  184  2006-04-25  2007-07-03 

나주경찰부 사건  1  59  2007-02-28  2007-10-23 

함평 양림 사건  1  27  2007-02-28  2007-10-23 

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  1  1  2006-05-17  2007-11-20 

제주 비검속 사건(섯알오름)  1  106  2006-04-25  2007-11-13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1  166  2006-05-30  2007-11-13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1  23  2006-05-30  2007-11-20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  1  4  2007-01-23  2007-11-20 

고양 부역 의희생 사건  1  5  2006-04-25  2007-11-20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23  2006-09-26  2007-11-27 

암 구림 첫포 사건  1  2  2007-02-28  2007-11-27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1  3  2007-01-30  2008-03-13 

함평 수복작 민간인 희생 사건  1  39  2006-07-25  2008-04-14 

고창 11사단 사건  1  32  2007-01-23  2008-04-14 

남양주 진 ㆍ진건면 부역 의 희생 사건  1  3  2007-01-09  2008-05-20 

울진 부역 의 희생 사건  1  7  2007-01-09  2008-06-30 

<표 3>민간인집단희생 련 진실규명 결정 황

유형별 사건명 직권조사 개시 결정 일자

민간인 집단희생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6.10.10.

국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2006.11.07.

여순 사건 2007.03.06.

<표 2>직권조사 사건 목록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하다고 단되

는”3가지 사건에 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7)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들에 하여는 2007.4.17.‘나주 동박굴재 사건’

에 하여 첫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10.6.30.까지 151개 유형

별 사건에 하여 총 6,780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8)

7)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진실화해 원회 종합보고서 Ⅲ,2010,3면

8)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진실화해 원회 종합보고서 Ⅲ,20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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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  1  27  2007-01-30  2008-06-24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1  136  2007-07-28  2008-07-08 

평택 청북면 부역 의 희생 사건  1  1  2007-01-09  2008-06-30 

강화(강화도ㆍ석모도ㆍ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26  2006-05-30  2008-07-08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  1  122  2006-05-30  2008-07-08 

구례지역 여순 사건  1  146  2006-10-31  2008-07-08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1  16  2006-04-25  2008-05-20 

김포 부역 의 희생사건  1  8  2007-01-09  2008-10-07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11  2007-01-23  2008-10-21 

나주 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1)  1  57  2007-02-28  2008-10-21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58  2007-02-20  2008-11-04 

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  1  35  2007-01-30  2008-11-04 

경기지역 미군 폭격 사건  1  10  2006-12-19  2008-11-18 

거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22  2007-02-13  2008-11-25 

주 민간인희생 사건(1)  1  16  2007-01-09  2008-11-25 

서산·태안 부역 의 희생 사건(1)  1  18  2007-01-07  2008-12-02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1  35  2007-02-28  2008-12-02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  1  1  2007-01-30  2008-12-02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35  2007-02-28  2008-12-16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  1  22  2007-02-13  2008-12-16 

합천읍 민간인 희생 사건  1  3  2007-02-13  2008-12-16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69  2007-01-23  2008-12-16 

의령 미군폭격 사건  1  33  2006-12-19  2008-12-30 

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  1  62  2007-01-30  2008-12-30 

안동 부역 의 희생 사건  1  3  2007-01-09  2008-12-30 

천 청통면 이 쇠 사망 사건  1  1  2007-01-30  2008-01-05 

순천지역 여순 사건  1  203  2006-07-25  2008-01-05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75  2006-10-10  2008-01-05 

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2  2007-02-13  2009-01-19 

괴산·청원(북일,북이)국민보도연맹 사건  1  79  2007-02-13  2009-01-19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1  36  2007-02-13  2009-01-19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1  149  2006-11-07  2009-02-02 

양평 부역 의 희생 사건  1  5  2007-01-09  2009-02-16 

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1  237  2007-02-28  2009-02-16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25  2006-05-30  2009-03-02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  20  2007-02-28  2009-03-16 

한국 쟁 이 경산지역 민간인(김종학 외 9명)희생 사건 1  10  2006-09-29  2009-03-16 

남지역(담양ㆍ장성ㆍ화순ㆍ )11사단 사건  1  109  2007-02-28  2009-03-16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사건  1  55  2006-12-19  2009-04-20 

경주 감포읍 정호식,정의선 희생 사건  1  2  2007-02-13  2009-04-20 

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민간인 희생 사건 1  48  2007-02-28  2009-04-20 

아산 부역 의 희생 사건  1  11  2007-01-09  2009-05-11 

나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23  2007-02-28  2009-05-11 

여주 부역 의 희생 사건  1  3  2007-01-09  2009-05-18 

음성군 소면 부역 의자 희생 사건  1  7  2007-01-09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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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 사건  1  1  2006-12-19  2009-07-21 

남 국민보도연맹 사건1(주ㆍ 산ㆍ여수ㆍ순천ㆍ 양
ㆍ고흥ㆍ곡성ㆍ구례ㆍ나주ㆍ보성ㆍ장성ㆍ화순) 

1  171  2006-10-10  2009-08-18 

남 국민보도연맹 사건2( ㆍ무안ㆍ 암ㆍ장흥ㆍ진도)  1  26  2006-10-10  2009-08-25 

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ㆍ해남ㆍ완도)  1  212  2006-10-10  2009-08-25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Ⅱ - ,공주,연기,산,청양,천
안,아산,논산,서천 

1  25  2006-10-10  2009-09-08 

군 ㆍ경주ㆍ 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1  96  2006-10-10  2009-09-08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6  2006-10-10  2009-09-08 

경남 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4  2006-10-10  2009-09-08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3  2006-10-10  2009-09-08 

경북 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2  2006-10-10  2009-09-15 

경남 통 ㆍ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 사건  1  80  2007-01-09  2009-09-15 

경북 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1  2007-02-13  2009-09-15 

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7  2006-10-10  2009-09-22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1  69  2006-10-10  2009-10-06 

구ㆍ경북(Ⅰ-1)국민보도연맹 사건  1  106  2006-10-10  2009-10-06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1  6  2006-10-10  2009-10-06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1  32  2006-10-10  2009-10-06 

경북 양ㆍ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1  2006-10-10  2009-10-20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Ⅱ  1  6  2006-10-10  2009-10-20 

경기ㆍ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  2006-10-10  2009-10-20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5  2006-10-10  2009-11-03 

경북 화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  2006-10-10  2009-11-03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7  2006-10-10  2009-11-03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0  2006-10-10  2009-11-03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23  2006-10-10  2009-11-03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70  2006-10-10  2009-11-03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1  49  2006-10-10  2009-11-03 

경북 김천ㆍ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1  17  2006-10-10  2009-11-10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1  2006-10-10  2009-11-10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희생 사건  1  7  2006-10-10  2009-11-10 

보성ㆍ고흥지역 여순 사건  1  68  2006-10-10  2009-11-10 

경남 고성ㆍ남해ㆍ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1  65  2006-10-10  2009-11-17 

함평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169  2006-07-25  2009-11-17 

경산 코발트 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27  2006-04-25  2009-11-17 

무안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18  2007-01-09  2009-11-17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1  20  2006-10-10  2009-11-17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1  57  2006-10-10  2009-11-17 

국민보도연맹 사건(직권)  1  0  2006-10-10  2009-11-17 

호남지역 군 작 발생한 민간인희생 사건 1  0    2009-11-24 

천 민간인 희생 사건  1  12  2007-02-23  2009-12-29 

가평ㆍ포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  4  2007-01-09  2010-03-23 

구 10월사건 련 민간인희생 사건  1  6  2006-10-10  2010-03-30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47  2007-02-28  2010-04-13 

순창ㆍ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19  2007-01-23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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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43  2007-03-06  2010-05-11 

충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4  2007-01-09  2010-05-11 

화순ㆍ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21  2007-02-13  2010-05-11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3  2007-01-30  2010-05-11 

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30  2007-02-13  2010-05-18 

신안ㆍ 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21  2007-02-28  2010-05-18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14  2007-01-23  2010-05-18 

주ㆍ목포ㆍ순천ㆍ 주ㆍ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185  2006-11-07  2010-05-25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1  20  2007-01-19  2010-06-08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1  20  2007-01-09  2010-05-08 

충남지역(1)부역 의 민간인 희생 사건  1  19  2007-01-09  2010-06-15 

충남지역(2)부역 의 민간인 희생 사건  1  27  2006-07-19  2009-06-15 

순창읍 동산 하천변 민간인 희생 사건  1  1  2007-01-09  2009-06-15 

구미김천상주 덕포항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37  2001-01-09  2010-06-08 

제주 비검속 사건  1  179  2007-02-20  2010-06-08 

경북 화 양청송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1  25  2007-01-23  2010-06-15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사건  1  4  2007-01-23  2010-06-22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1  177  2006-11-07  2010-06-22 

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2)  1  23  2007-02-28  2010-06-22 

이리역 미군폭격 사건  1  41  2007-01-30  2010-06-29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1  49  2007-02-06  2010-06-29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19  2007-01-09  2010-06-29 

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106  2006-11-07  2010-06-29 

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  1  5  2007-02-28  2010-06-29 

여수지역 여순 사건  1  111  2007-01-28  2010-06-29 

경북 군 안동 주의성 민간희생 사건  1  25  2007-01-28  2010-06-29 

충청지역 미군폭격 사건  1  2  2007-01-28  2010-06-29 

단양지역 미군 련 희생 사건  1  42  2006-12-19  2010-06-30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2)  1  3  2006-11-07  2010-06-30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  22  2007-01-09  2010-06-30 

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39  2007-01-23  2010-06-30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  1  44  2007-02-13  2010-06-30 

구고령성주 천 민간인희생 사건  1  15  2007-01-09  2010-06-30 

부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2  2006-11-07  2010-06-30 

호남지역 미군 련 희생 사건  1  6  2007-01-30  2010-06-30 

경남 미군폭격 사건  1  10  2007-01-30  2010-06-30 

김천단양지역 미군폭격 사건  1  2  2007-01-30  2010-06-30 

미 지상군 련 희생 사건  1  18  2007-01-09  2010-06-30 

천문경 민간인희생 사건  1  39  2007-02-13  2010-06-30 

경북지역 미군폭격 사건  1  1  2007-01-30  2010-06-30 

포항지역 미군폭격 사건  1  2  2007-01-23  2010-06-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  34  2007-01-23  2010-06-30 

소계 15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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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외국의 과거사 련 입법례

1.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청산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군부쿠데타가 발생하 고 이에 따라 군사정권

이 집권하게 되자 극심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군사정권은 정

당과 노조의 활동을 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 으며,불법 인 납

치와 체포 비 구 소들의 설치를 통해 수많은 고문과 살인이 일어

나도록 하 다.그 후 1983년 알폰신 민선정부가 집권하자,군사정권 시

에 발생하 던 강제 실종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하여 1983.12.15.

통령실 직속으로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 원회(Commisiŏn Nacoinal

sobrelaDesapariciŏndepersonas)가 설치되었다.9)국가 원회에서는

①실종자 문제와 련된 사건들에 한 신고 증거 등을 수하여 범

죄행 의 제기시 사법당국에 발송,②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을 비롯하

여 이와 연 된 정황 악,③테러억제 명분하에 자행된 과정에서 납치

된 유아의 소재지 악 련정보를 미성년자 법원 는 미성년자 보

호 련 기 에 통보,④조사 상인 사건과 련된 증거를 은폐,제거

는 인멸하려는 의도 신고,⑤ 원회 설립일로부터 180일 후에 조사내용

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 다.10)

국가 원회에서는 진상규명 활동을 펼친 뒤 결과보고서인 「 까마스」

를 발간하 고,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뒤 「

까마스」의 권고안에 따라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친척에

해 경제 후원ㆍ학자 ㆍ연 ㆍ고용 지원을 포함한 배상 정책을 실시

하고자 했다.최 의 사례로는 1986.10.30.「실종자 가족을 한 연

법」(법률 23,466호)과 1987.7.30.「부모가 실종된 미성년 자녀들을

9)김선희,“민주화 이후 권 주의 과거청산 과정에 한 연구 :아르헨티나와 한국 사례를 심으

로”,서울 학교 학원 석사논문,2012,12~18면

10) 통령령 제187호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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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시행령」(행정명령 1,228/87호)이 있으며,1991.12.23.공포한

「계엄령 기간 동안 행정부 지배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수여된 혜택」(법

률 24,043호)은 정치 수감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한 배상 기 을

마련하기도 하 다.11)

2.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스페인에서는 1975년 독재자 랑코가 사망하자 독재정권 해체와 함께

민주주의로 이행이 시작되었다.민주정권 기에는 독재정권 하에 질

던 인권유린 행 들에 하여 망각하자는 태도를 취하다가,1990년

말부터 과거사 문제가 두되자 2004.9.‘내 과 랑코 체제의 희생자

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한 범정부 원회’를 구성하 으며,범정부 원회

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토 로 2007.12.「역사기억법」을 제정하

다.12)역사기억법에서는 독재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사람들에 한

보상과 련하여 감옥 외에도 모든 형태의 징벌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

들에게까지 보상을 확 하 고,3년 혹은 그 이상의 수감자는 한화로 약

1000만원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혜 상과 수혜 범 를

확 하 다.13)

역사기억법은 한 처음으로 1968.1.1.부터 1976.10.6.까지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의 수호를 해”일하다 국가 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에 하여 한화로 약 2억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을 규

정하기도 하 다.14)

11)박구병,“진실ㆍ화해 원회 이후: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ㆍ보상과 추모 정책”,서울 학교 라

틴아메리카연구소,2010,171~172면

12)김원 ,“역사기억법(2007)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하여”,서울 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2010,194~195면

13)김원 ,“역사기억법(2007)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하여”,서울 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2010,202면

14)김원 ,“역사기억법(2007)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하여”,서울 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2010,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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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진상규명결정의 증거력 문제

Ⅰ.문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의 불법행 에 한

요건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이것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하

여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은 이미 50년경 의 일이기 때문에 유골조차 제

로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남아있다고 하여도 DNA 검사를 하여

신원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만일 신원확인까지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불법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

아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 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었다.따라서 부분의 과거사 사건 소송의 원고들은 ‘과거사 원회의 진

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따라 각 소송에서는 과거사 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증거력,

즉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만으로 요건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 의 하나가 되었다.

Ⅱ.진실규명 결정의 증거력

1.증거력의 의의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증거력,증명력 는

증거가치라고 하며 법 은 증거력을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자유롭게

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15)

문서의 경우에는 형식 증거력과 실질 증거력이 요구되는데,형식

15)이시윤,신민사소송법,제6 ,박 사,2011,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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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의미하며,실질 증거력은 어떤 문서가 요

증사실을 증명하기에 얼마나 유용한가의 증거가치를 말한다.

실질 증거력은 법 의 자유심증으로 단되는데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의 경우가 달리 취 된다.처분문서의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 로 법률행 의 존재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반면

보고문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찰이나 인식에 잘못이 있느냐의 여부,

기록이나 표 이 정확한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 의

자유 심증으로 결정된다.이는 공문서인 보고문서도 동일하나 례에서

는 공문서에 해 그 기재사항을 진실이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16)

2.과거사 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증거력

가.견해의 립

(1)조사보고서에 특수한 증명력이 있다는 견해17)

과거사 사건은 6ㆍ25 쟁 후에 걸쳐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 인명이

집단 ㆍ조직 으로 법 차 없이 살해된 사건으로서 부분의 유족들

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 등에 하여 구체 으로 알지 못

하 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며,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시

간이 경과하여 유족이 망인의 희생에 하여 객 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인 을 감안할 때 유족들에게 일반 인 사법 차의 사실인

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

다.

이 견해에 의하면,과거사 원회는 검찰ㆍ경찰에 하는 조사권한을 가

16)이시윤,신민사소송법,제6 ,박 사,2011,473~474면

17)박 용,“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례연

구 제25호,부산 례연구회,2014,369~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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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장시간에 걸쳐 방 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 으며,진실규

명 결정은 신 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진실규명 결정의 이유 부분에

는 해당 사건에 한 조사결과가 상당히 구체 인 정도로 요약되어 있으

므로 법원이 진실규명 결정만으로 사실인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

다고 한다.

한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사 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증거력을 인

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버리는 일이며 반언의 원칙에도

배된다고 한다.즉,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송에서

피해자들로 하여 국가의 불법행 책임 자체의 성립 여부에 한 추가

인 입증의 부담 는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

로 선뜻 개별 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 원회의 희생자 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있거나,과거사 원회의 희생자 확인 차가 히 자의 이거나 부당한

것임이 밝 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과거사 원회

의 결정을 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조사보고서에 특수한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18)

과거사 원회의 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하 다고 하여도 법원이 그를

희생자로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아무런 법 근거가 없고,그러한 결정에

법률상 는 사실상 추정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피고가 반

사실에 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법 근거가 없다는 견해

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과거사정리법은 손해배상을 해 제정된 법이 아니

며 국가의 추후 시정조치를 목 으로 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과거사 원

18)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85호 2013년 상,2013,

419~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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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사실인정ㆍ 단기 은 법원의 사실인정ㆍ 단기 과 상당히 다르

며,과거사 원의 과반수는 국회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정치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까지 존

재한다고 한다.

한 부분의 진실규명 결정이 생존자들의 일방 인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으며,이에 한 반 주장이나 증거제출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희생자와 특수 계에 있는 사람들의 불완 한 진

술만으로 진실이 규명되고 있으므로,이들의 진술을 조사한 보고서는 민

사재 의 증언과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단할 때에,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는 자유로운 심증

에 따라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례의 태도19)

(1)다수의견(8인)

과거사 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상 사건 시 상황의 체 인 흐

름과 사건의 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

이지만,국가를 상 로 민사 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

한 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하여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 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차를 거쳐야 한다.따라서 그 차에서까지 정리 원회의 조

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 상자 부분에 하여 단한 내용

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제한 결정 기 에 어 난다고 보이거나,조

19)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 26 -

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

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그것이 추

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는 구로부터 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련성 는 증명력이 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

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 하기 곤란한 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는,조사 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

부를 단할 것은 아니다.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정리 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이는 사법 차에서 지켜야 할 기본

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물론 그러한 심리의 과정에서 정리 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 하고 있는 국가 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술 내용의 모순 이나 부족한 등을 구체 으로 지 하고 그에 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고,그러한 한

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국가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그 다고 하여 바로 상 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반 의견(4인)

피해자가 정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를 상

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 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진실규명결정은 그 내용에 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으로 인

하여 그 자체로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는 그것으로써 국가 소

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 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 다고

이 타당하다.이 경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 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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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즉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에

한 구체 인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어야만 비로소 피해자 측에 진실규

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국

가가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진실규명결정의 증

명력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소결

조사보고서에 특수한 증명력이 있다는 견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과거사 원회의 결정을 존 하여야 한다.’고 하 으나,이에

따르면 자칫 과거사 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른 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법원이 과거사 원회의 사실인정에 구속

되는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이것은 민사소송의 원칙인 자유심증

주의와 변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과거사 원회와 유사한 각종 원회( 앙토지수용 원회20),보훈

심사 원회21), 앙행정심 원회22)등)에 하여 법원은 원회의 결

20) 법원 2005.1.28.선고 2002두4679 결 “토지수용보상 증감에 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

재결의 기 가 된 각 감정기 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

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계로 감정 결과(수용 상토지의 보상평

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그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1) 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갑자기 쓰러져 ‘좌측 뇌출 에 의한 우측 편마비’진단을

받은 원고에 하여 보훈심사 원회는 재심의를 통하여 원고가 근무시간 이 에 운동을 하던

뇌출 로 쓰러진 것으로 단된다는 의결을 하 고,인천보훈지청장이 원고에 하여 공상

공무원 비해당 결정을 하 던 사안에서 법원 2012.3.29.선고 2011두22375 결은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서울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진술서,

교육장이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기 에 작성한 상병경 서 등의 기재를 바탕으로 보훈심사

원회의 심의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시하 다.

22)원고들은 피고 보건복지부장 에게 망인들이 이웃의 요청을 받고 구조행 에 나아갔다가 사망

하게 되었다며 의사자신청을 하 으나,피고는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하 고 앙행정심

원회는 이에 불복한 원고들의 행정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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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는 다른 단을 내렸으며,23)이와 비교하여 볼 때에 유독 과거사

원회의 조사보고서에만 추정력을 부여하여야만 하는 당 성이나 법 근

거를 찾기 어려운바, 원합의체 결 다수의견이 지 한 바와 같이 조

사보고서에만 특별히 법률상 는 사실상 추정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한 증명력이 있다는 견해의 논거 하나는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

명 결정은 활용 가능하거나 실효성 있는 사실상 모든 법 ㆍ제도 장치

방법을 총동원하여,공정하고 객 인 조사를 통하여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과거사 원회의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부분

이해당사자인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으로 하 고,피해사실에 해 참

고인 진술을 하 던 참고인들의 피해 당시 나이가 10세 후로 어렸던

경우가 많아 참고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유족이나 참고인 진술이

문진술 주로 되어 있어 증거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를 들어 ‘충

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한 희생사건(다-10602)에서는

상자에 하여 ‘음성경찰서에 감 되어 조사를 받다가 1950.11.1.이

후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가 모처로 이송되어 총살당하 다.따라서 진

실규명 상자는 1950.11.1.부역 의로 음성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미

상의 장소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이 결정

에 한 상자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으며 희생당한 일자 장소가

불상경이어서 사실 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해당 사건에 한 결정

의 근거는 오로지 ‘상자의 모친으로부터 상자가 총살되었다는 말을

해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뿐이었는데 당시 참고인들은 6세,12세 등에

불과하 다.24)

진실규명 조사 들의 희생자 단 기 에도 각기 차이가 있었다. 를

선고 2012구합32598 결은 사고 당시의 상황, 계인들의 진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망인

들의 사망 과정이 정확하게 밝 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망인들은 구조행 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이 법하다고 시하

다.

23)백찬하,“법원의 과거사사건 사실인정에 한 고찰”,법조 vol.62,법조 회,2013,22~31면

24)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2권),2009,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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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는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

지만 경찰에 체포ㆍ연행되었거나,지서ㆍ경찰서에 구 수장된 경우

에는 희생자로 추정하 다’고 하여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경우 ‘희생자

추정’결정을 하 다.반면 ‘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2( ,무안, 암,

장흥,진도)’에서는 참고인 진술은 있으나 수장으로 시신 수습을 하지 못

하 던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희생자 추정’이 아닌 ‘희생자 확인’결정을

하 다.25)

와 같은 에 의할 때 과거사 원회의 조사보고서의 별도의 특수한

추정력 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법원에서는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사실 계를 단해야 할 것이다.

제 3장 과거사 사건에 한 소멸시효의 기산

제 1 소멸시효 개

Ⅰ.소멸시효의 의의

시효는 일반 으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 하여 그에 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이며26)그 소멸

시효는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

시켜 버리는 시효이다.27)

소멸시효의 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며,원

칙 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소유권

25)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24

면;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2010,61~262면;진실ㆍ화

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9,274면,298~299면,301면

26)이연갑,주석민법 민법총칙(3),제4 ,한국사법행정학회,2010,486면

27)곽윤직ㆍ김재형,민법총칙,제9 ,박 사,2013,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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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Ⅱ.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민법 제766조의 의의 연

불법행 의 상 방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민법 제

750조),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하여는 민법 제766조에서 별

도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으

며,②일반 인 채권에서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피해

자나 그 법정 리인이 그 손해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 를 한

날’을 기산 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에서 일반 인 채권의 소멸시효에

한 특칙으로 여겨지고 있다.28)

민법 제766조는 1958년 2월 22일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 안에서 ‘구 독일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1896)제852조 제1항을 참고하 다’고 기재하고 있어 독일법계를 따라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구 독일민법은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취득시효

를 물권편에,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편에 각 규정하고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30년으로 규정하 으

나(제852조),29)2002.1.1.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

효는 총칙규정의 일반 소멸시효규정(독일 개정민법 제195조)에 통합ㆍ흡

수되고 장기소멸시효는 10년 는 30년으로 규정되어30) 재의 우리 민

법 체계와 달라지게 되었다.

28)김홍엽,주석민법 채권각칙(8),제3 ,박 사,2000,612면

29) 박우동,“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민법학논총 :후암곽윤직교수 화갑기념,박 사,1985,

702~703면

30)이용박,“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민사법학 제23호,한

국민사법학회,2003,283~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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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는 일본의 일본민법 제724조와도 동일하나,일본민법에서

는 장기소멸시효를 10년이 아닌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2.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항)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이유에 하여는 일반 으로,①세월이 지나면 피

해자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어 그 후에 다시 당사자 사이의 계를 끄집

어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②불법행 를 오래도록 방치하여 권리

에 잠자는 자인 경우 법 보호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31)

③피해자의 장기간 권리 불행사에 한 가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와32)④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피해자와 시효이익을 받게 될 가해자에 한 가치 단에 따

라 구체 인 해석이 좌우된다는 견해가 있다.

3.10년의 장기소멸시효(제2항)

가.의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은 피해자의 인식이라는 주 양태와 결

부되어 있어 실제 사건에서 기산 의 확정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

며,33)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에 한 입증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 방을 구제할

필요가 생긴다.34)이에 따라 행 민법은 제766조 제2항을 두어 ‘불법행

시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를 두었다.

31)곽윤직,채권각론,제6 박 사,2005,472~472면

32)박우동,“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민법학논총 :후암 곽윤직교수화갑기념,박 사,1985,

709면

33)이상구,“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산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

형배교수화갑기념,박 사,1996,611면

34) 김홍엽,주석민법 채권각칙(8),제3 ,한국사법행정학회,2000,6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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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법 성질

(1)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기간과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써 제척기간이 있다.제척기간은 단 는 정지의

인정 여부,기산 ,이익의 포기 여부,소 효 등에서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제도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양자의 구별기 에 하여,다수설은 기본 으로 문언을 기 으로 하여

조문의 문언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 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기간이며 그러한 표 이 없는 때에는 제

척기간이라고 한다.35)반면 당해 권리의 성질이나 규정의 취지ㆍ목 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6)

(2)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기간의 법 성질

다수설은 장기소멸시효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나37)소수설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그 근거로써,연 으로 우리 민법의 모델

이 되었던 일본민법이나 구 독일민법도 시효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

설이라는 ,단기소멸시효와는 달리 장기소멸시효만 제척기간으로 보아

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불법행 로 인하여 야기된 권리를 제척기

간으로서 굳이 획일 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을 들고 있다.38)

35) 곽윤직,민법주해 총칙3,박 사,2010,403면;김기선,한국민법총칙,제3개정증보 ,법문사,

1985,370면;김 한·안이 ,신민법총칙,한일문화사,1959,408면;방순원,신민법총칙,한일문

화사,1959,316면;이 섭,신민법총칙강의,박 사,1959,422면

36) 백태승,민법총칙,제5 ,집 재,2011,544면;송덕수,민법총칙,박 사,2011,486면

37) 곽윤직,민법주해 총칙3,박 사,2010,404면

38) 이상구,“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산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

형배교수화갑기념,박 사,1996,612면;김홍엽,주석민법 채권각칙(8),제3 ,한국사법행정학

회,2000,6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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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례는 일 되게 소멸시효라고 시하고 있는데 근거를 따로

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39)일본 최고재 소는 ‘장기소멸시효기간은 일정

한 시간의 경과에 의해 법률 계를 확정하기 하여 청구권의 존속기간

을 획일 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시한 바

있다.40)

제 2 소멸시효의 기산

Ⅰ.일반 소멸시효의 기산

1.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다만 객 으로는 권리가 발생하고 한 행사할 수 있

는 상태에 있더라도,권리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특히 권리자 자신이 의무자를 아직 알지 못하거나,

는 권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설은 권리행사에 한 장애를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나

어 법률상의 장애는 시효의 기산 에 향을 주지만,사실상의 장애는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41)이에 따르면 권리자가 권리가 발생한 사

실을 모르는 장애,권리의 존재나 의무자를 알지 못하는 장애 등 주

장애는 ‘사실상의 장애’로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멸시효의 개시에 향을 주지 않게 된

39) 법원 1993.7.27.선고 93다357 결; 법원 1996.12.19.선고 94다22927 결 등

40)日 判 平 元(1989).12.21.(民集 43-12,2209)

41)곽윤직ㆍ김재형,민법총칙,제9 ,박 사,2013,428~429면;고상용,민법총칙,제3 ,법문사,

2003,673면;김상용,민법총칙,화산미디어,2009,699면;백태승,민법총칙,제5 ,집 재,2011,

551면;송덕수,민법총칙,박 사,2011,49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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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2. 례의 태도

가.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입각한 례

다수의 례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컨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

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43)’고 하여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근거한

시를 하 다.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실 으로 단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과

세처분의 취소를 구하 으나 재 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 진

경우 오납 에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시하기도 하 다.44)

나.사실상 장애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본 례45)

례 에서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이 ‘이 불능임을 매수인이 안 때’라고 시한 경우가 있

으며46)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

42)남효순,“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한 연

구,서울 학교법학 제54권 제3호,2013,403면

43) 법원 1984.12.26.선고 84 572 원합의체 결; 법원 2010.9.9.선고 2008다15865

결 등

44) 법원 1992.3.31.선고 91다32053 원합의체 결

45)권 ,“소멸시효와 신의칙”,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2009,15~16면

46) 법원 1977.12.13.선고 77다104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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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 인 법률 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 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

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러

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결의 확정과 같이 객 으로 청구

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시하기도

하 다.47) 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 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

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보험 청구권자에게 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

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

로 이와 같이 객 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

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 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시하

다.48)

3.소결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구별하는 것은,권리자의 주 인식과

같은 사실상 장애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권리자를 보호하게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은 단지 법률의 해석에 지

나지 않을 뿐이므로 기계 인 해석론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례

의 이 태도는 객 기 가능성에 을 둔 것으로서 사실상 장애

의 정도가 법률상 장애에 한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상 장애

47) 법원 2003.4.8.선고 2002다64957 결

48) 법원 1993.7.13.선고 92다39822 결; 법원 2001.4.27.선고 2000다31168 결; 법원

2006.1.26.선고 2004다1910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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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9)

그러나 구체 인 사안에 따라 사실상 장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

유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 이 불분명해지고 법 안

정성을 해치게 된다.

사실상 장애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본 외 인 례들을

보면 공통 으로 그 논거로서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시하고 있

으나,사회정의와 형평은 기산 이후에도 시효의 단이나 신의칙에 의

한 항변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므로 굳이 기산 단계에서 이러한 개념

을 도입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이는 지나치게 권리자만을 보호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 은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

애 이분론에 입각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다.

Ⅱ.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1.3년의 기산 -손해 가해자를 안 날

가.‘손해 가해자를 안 날’의 의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 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진행한다.이 듯 주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라는 일반 시효기간의 기산 (민법 제166조

1항)의 외가 된다.50)왜냐하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권리 행사에

한 주 장애,즉 ‘사실상의 장애’를 시효의 기산 에 향을 주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고51)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구별설의 입장에서 법률상의 장애만을 시효의 기산 에 향을 미

49)권 ,“소멸시효와 신의칙”,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2009,17~18면

50)곽윤직,채권각론,제6 ,박 사,2005,472~473면

51)남효순,“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한 연

구,서울 학교법학 제54권 제3호,2013,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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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사유로 본 민법 제166조 제1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설은 피해자나 법정 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더

라도,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한

3년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52)‘안 날’이

라는 주 사실상 장애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률상 장애

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의해 기산 을 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 가 불법행 인 것

까지도 안 것을 의미한다.53) 한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 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실 이고 구체 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54)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실 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마음

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를 구체 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55)

손해 가해자를 ‘안다’는 것과 련하여 ‘과실로 손해 가해자를 알

지 못한 경우’는 어떠한지에 하여 논란이 있다.

1설은 어도 확실한 부지인 이상 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과실에 의

한 부지를 인식이 있는 것과 동일시한다면 불법행 의 피해자에게 자기

가 입은 손해나 가해자를 탐색,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

한 결과가 생기므로 피해자의 인식에 과실에 의한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56)2설은 피해자에게 실제의 인식이 없었

다고 하여도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해와 가해자를 확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이를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다.즉,2설은 지나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 가해자에게 형평에 반하는 경

우에는 신의칙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57)

52)윤진수,“ 헌인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면직처분이 불법행 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서울 학교 법학 제38권 1호,1997,186~187면

53) 법원 1990.1.12.선고 88다카25168 결; 법원 1992.12.8.선고 92다42583 결 등

54) 법원 1991.3.22.선고 90다8152 결; 법원 1995.2.10.선고 94다30263 결 등

55)김홍엽,주석민법 채권각칙(8),제3 ,한국사법행정학회,2000,615면

56)末川博,“不法行爲による損害賠償請求權の時效”,權利侵害と權利濫用,1970,6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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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례의 태도58)

례는 가해행 가 법한 행 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59),가해행

와 손해 사이의 인과 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60),피해자나 법정 리인이

정신 능력 내지 지능이 없는 경우61)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시하 으며,손해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

가 가해자의 불법행 로 인하여 발생하 다는 사실을 실 이고도 구체

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하 다.62)가해행 를 한 날과 손

해가 발생한 날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손해의 발생시 으로 보고 있다.63)

2.10년의 기산 -불법행 를 한 날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 리인이 그 손해 가해자를

안 여부나 사실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에 계없이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일률 으로 기산된다.

여기서 불법행 를 한 날이라 함은 가해행 를 한 날이 아니라 가해행

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실 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

를 의미한다.64)

57)內之慶四郞,不法行爲責任の消滅時效,1993,41~45면;박우동,“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민

법학논총 :후암 곽윤직교수화갑기념,박 사,1985,711면

58)남효순,“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한 연

구,서울 학교법학 제54권 제3호,2013,405~406면

59) 법원 1996.8.23.선고 95다33450 결

60) 법원 1995.11.10.선고 95다32228 결

61) 법원 1995.2.10.선고 94다30263 결

62) 법원 1995.2.10.선고 94다30263 결

63) 법원 2008.6.12.선고 2007다36445 결

64) 법원 1993.7.27.선고 93다35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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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거사 사건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Ⅰ.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기간

1.단기소멸시효

과거사 사건은 군경,군인 등 국가공무원에 의한 학살의 불법행 이므

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피해자가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용된다(국가

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 제1항).

2.장기소멸시효

국가를 상 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특칙인 국가재정법이

용되며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에 한 의 부를 목 으로 하는

권리는 5년의 시효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항).

과거사 사건의 경우 주로 1950년 에 행하여진 불법행 이므로 당시의

법을 살펴보면,국가재정법의 신인 구 재정법(1951.9.24.제정,법률

제217호)제58조 구 산회계법(1961.12.19.제정,법률 제849호)제

71조 모두 5년의 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과거사 사건에는 5년의

장기소멸시효 기간이 용된다.

Ⅱ.소멸시효의 기산

1.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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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제의 소재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기산 은 ‘손해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주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특히 과거사 사건의

경우 2007.4.17.부터 2010.6.30.까지 각 신청들을 병합한 총 151건에

하여 과거사 원회에서 ‘피해자가 국가의 불법행 로 인하여 사망하

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는 에서,피해자의 유족들이 이러한 진실

규명 결정일에 비로소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서 ‘진실규명 결

정일을 기산 으로 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까지 유

족들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

기산일을 늦추어야 하는지’에 하여 논란이 있었다.

나.견해의 립

(1)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는 견해65)

(가)진상규명 결정일에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군경 등에 의하여 끌려간 이

후로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여부․사망 일시 장소 등에

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 고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언제 사망하

는지 구체 으로 알 수 없었으므로,유족들은 불법행 일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2006년 ~2010년경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나

서야 비로소 구체 인 사건의 진상을 악할 수 있게 되어 진실규명 결

정일에서야 비로소 국가가 피해자를 학살하 다는 불법행 의 요건사실

에 해 실 이고 구체 으로 인식 가능하 다고 한다.

65) 법원 2012.4.26.선고 2012다4091 결,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 2013.7.25.선고 2013다16602 결 등의 과거사 사건에서 원고들이 했던 주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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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객 권리행사가능성으로 단해야 한다는 견해

일반 소멸시효의 기산 의 단 기 인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

분론은 계약상의 채권에 용될 뿐이며 불법행 채권에 하여는 용

되지 않는다는 제 하에,불법행 채권에 있어서 권리행사가능성은 상

방의 은폐와 기망․강박․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 계 등을 모두 고려

하여 ‘객 으로 보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객 권

리가능성설).66)이 견해에서는 객 권리행사가능성 여부를 과거사 사

건에 용하여,한국 쟁 시기에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민간인 집단 학

살이라는 을 고려할 때에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까

지는 객 으로 보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규명

결정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불법행 일로부터 기산된다는 견해67)

(가)불법행 당시에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견해

유족들은 과거사 사건이 발생한 1950년 에 피해자들이 국가권력에 의

하여 집단으로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불법행 가 있었

던 1950년 당시에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

다. 부분의 진실규명 결정들이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는 은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불법행 당시에 유족

66)김제완,“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 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거창사건

항소심 결(부산고법 2004.5.7.선고 2001나15255)에 한 비 검토”,인권과 정의 제368호,

한변호사 회,2007,61~63면

67) 법원 2012.4.26.선고 2012다4091 결,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 2013.7.25.선고 2013다16602 결 등의 과거사 사건에서 피고가 했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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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 방증이 되며,국회에서 수많은 진상조

사를 거친 후에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어도

국회 조사 시에는 유족들이 손해 가해자에 해 알았다고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나)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입각하여 단해야 한다

는 견해

민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에 의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

효는 객 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법

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

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컨 기간의 미도래나 조

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

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 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68)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입각하여,원고들은 피해자

들이 사망하 을 때 불법행 사실에 하여 알았을 것이며 과거사 원

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어도 국가의 법행 에 한

사실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사실상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는 기산 에 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례의 태도

(1)과거사 련 례

68) 법원 2010.9.9.선고 2008다15865 결



- 43 -

(가)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는 례 : 법원 2012.4.26.

선고 2012다4091 결,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 2013.7.25.선고 2013다16602 결 등

례는 진실규명 결정일이 기산일이라고 시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해

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여부에 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사망 경

차에 해 알지 못하 고,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

해 비로소 손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시하 다.

그러나 객 권리행사가능성을 기 로 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인

정하지 아니하면서,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기 하여 유족

들에게 진실규명 결정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 략)......원심 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사건 이후 피고로부터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 등에 한

통지를 받지 못해 희생자들에 한 총살 이유,경 차에

하여 알지 못하 고,유족들 부분은 희생자들의 사망 여

부,일시 장소에 하여도 구체 으로 알지 못하 으며,과거사

원회의 조사․결정을 통해 2009.11.26.경 비로소 희생자 명단

그 희생 경 에 하여 구체 인 진상을 악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므로,원고들은 2009.11.26.경에야 청주․청원 국민보도

연맹 사건으로 인한 손해 그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의 용요건에 한 법리오해의 법이 없다.69)

......( 략)......망인들이 쟁기간 에 경찰 등에 의하여 자행된 기

본권 침해행 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만으

69) 법원 2012.4.26.선고 2012다409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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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들이 한국 쟁 종료 후 50년 이상이 지난 다음 과거사정리

법이 제정되고 정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 장애사유가 있

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략)......그러므

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유로서 이 사건 진실

규명결정이 있기까지는 객 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70)

(나)불법행 일로부터 기산된다는 례 : 법원 2014.6.12.선고

2014다205430 결

최근의 례 에는 유족들이 불법행 일 당시 는 늦어도 국회 조사

일까지는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일까지 상세한 경 를 알지 못하 다는 것은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

므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는 불법행 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시한 것

이 있다.

......( 략)......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하

여,제4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원회의 진상조사과정에서

많은 수의 칠곡군 지역 양민피살자신고서가 제출되었고,이를 토

로 151명에 이르는 칠곡군 지역 피살자 명단이 작성되었는바,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학살사고 무렵이나 늦어도

와 같이 국회에서 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희생자

들의 희생경 에 하여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2009.9.17.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이 사건 학살사고에 한 공 확인에 불과

70)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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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그때에서야 유족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희생경 를 알았

다고 할 수 없고,설사 유족들이 그때까지 상세한 경 를 알지 못

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

능성을 알지 못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지하지 못한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국가에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결국 가해자가 그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사건 학살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 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11.29.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

다.71)

(2)유사 사건에서의 례의 태도72)

(가)불법행 일 당시가 아니라 이후 시 을 기산 으로 본 례 :

서울지방법원 2003.8.14.선고 2002가합32467 결73), 법

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

일명 ‘수지 김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서,피해자의 남편인 피고1은 피

해자를 살해하고 북한으로 월북하려다가 실패하여 한국 사 으로 인계

되었는데,국가안 기획부는 피고1로 하여 ‘피고1이 북한공작원인 피해

자와 동거하다가 공작원에 의하여 납북될 뻔하다가 탈출하 다’는 허

의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게 하 다.이후에 피고1의 살인죄가 밝

져 피고1은 2003.5.30. 법원에서 유죄 결을 받았으며,피해자의 유

족들은 피고1과 한민국을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 다.법

원은 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 의 법행 가 외부에서 거의 알아

71) 구지방법원 2012.12.6.선고 2011가합16305 결( 법원 결의 1심 결임)

72)강우찬,“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한 기산 인정 신의칙 반여

부에 한 검시”,법조 Vol.593,법조 회,2006,283~292면

73)1심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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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힘든 경우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에 인

신뢰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국가안 기획부가 살인사건의 진실을

은폐ㆍ조작한 경우 이에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고 시하

다.

한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에서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던 사건에서,법

원은 ‘군의 특성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 에 하여 그 존재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원칙 으로 불가능에 가까

운 데다가, 사고 직후 부 지휘 들이 부 원들에게 일상 으로 자

행되고 있던 구타 가혹행 에 하여 함구명령을 내린 사실,사고 직

후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 들조차 사고를 망인의 복무부 응으로

인한 비 에 의한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 등에 비추

어 보면,비록 군 당국이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직 으로

방해하는 행 를 한 은 없다고 하더라도,유족들은 자살사고가 선

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 이에 하여 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은 부 계자들의 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 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라는 을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2009.3.16.자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2009.3.16.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74)

(나)기산 을 불법행 일 당시로 본 례 : 법원 2008.5.29.선

고 2004다33469 결

1951년 경남 거창군 일 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군 병력에 1951.2.9.부터 1951.2.11.까지 그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

한 사건에서,원고인 유족들은 거창특별법에 따라 1998.2.17.유족 인정

74)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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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되어 비로소 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 으나,법원은 거

창사건 발생시나 유족들이 청원 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 에 권리행사가

가능하 다고 시하 다.

이 사건은 특이 이 있는데,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상 악

과 함께 가해책임자와 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즉 이

사건에서는 국가 측에서 이 사건이 국가기 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 임

을 인정하 다는 것이다.이와 련하여,국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

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산 이 불법

행 당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75)

라.소결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끊임없는 진실규명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과거사 원회의 조사활동은 직권으로 개시된 경

우도 있었지만 부분은 유족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다.이러한

을 종합하여 볼 때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일에야 비로소 손해 가

해자를 실 이고 구체 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객 권리행사가능성설에 의하게 되면,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

우의 부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거의 모든 사실상

장애의 기산 이 늦춰지는 결과가 래되는데,이는 이미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립되었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을 무용하게 만

드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 민법에서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 객 으로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소멸시

효 정지사유’(민법 제179조~182조)76)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에

75)임상 ,“거창사건 련 결과 소멸시효 항변”,특집2:거창사건 피해자에 한 국가배상 :입

법 ·사법 해결의 검토,법과사회 27권,법과사회이론학회,2004,171면

76)무능력자에게 법정 리인이 없는 경우,무능력자가 법정 리인에 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 단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48 -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소멸시효의 성립 자체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간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을 알 수 있

으며,이러한 입법론 견지에서 사실상의 장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통설과 례의 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소멸시효의 정지나 소멸시효 항변에 한 재

항변으로서의 권리남용 부분에서 고려될 문제이지 소멸시효의 기산 자

체를 늦추는 사유로서 고려될 문제는 아니다.즉 사실상 장애는 신의칙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단될 것이므로,이를 기산 부분에서 미리 단

하게 될 경우 이 단의 우려가 생기고 이는 지나치게 권리자만을 보

호하는 처사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에 의하여 집단학살 당하 을 때 그

피해사실에 하여 인식하 다고 할 것이며,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까지 희생 경 에 하여 자세히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 것이다.

례는 보험 청구권자가 사고 후 심신상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사건에 하여,‘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 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에는 보험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

터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 법원 1993.7.13.선고 92다39822 결),보험 청구권자인 원고가 식물

인간 상태여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 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

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시

한 바 있다.77)

례를 그 로 용해 볼 때에도 과거사 사건 역시 진실규명결정이

77) 법원 2010.5.27.선고 2009다44327 결



- 49 -

이루어지기 이더라도 민간인에 한 집단학살 자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 으로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진실규명결

정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장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

장기소멸시효기간의 경우 기산 이 ‘불법행 를 한 날’이므로,각 사건

별로 1950년 등의 ‘학살이 행해진 그 날’임이 명백하다. 법원 례

역시 5년의 장기소멸시효 기간의 기산 은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이

므로 시 에서는 이미 5년의 기간이 경과하 다고 시하 으나,소

멸시효의 권리남용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78)

제 4장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문제

제 1 소멸시효와 신의성실․권리남용 지의 원칙

Ⅰ.신의성실ㆍ권리남용 지의 원칙79)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 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권리남

용 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 상으로는 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 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를 지한다는 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므로 권리남

용 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효과이며,신의성실이라는 한계를 넘은 권리

78)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결, 법원 2013.7.25.선고 2013다16602 결 등

79)김용담,주석민법 민법총칙(Ⅰ),한국사법행정학회,2010,128~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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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바로 권리남용이다.따라서 권리남용인지 여부의 단은 신의성

실의 원칙을 기 으로 이루어진다.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신의성실의 원

칙,권리남용 지의 원칙에 의해 소멸시효가 제한되는 것을 통틀어 ‘권

리남용 문제’라고 지칭하겠다.

Ⅱ.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문제

1.신의성실․권리남용 지의 원칙에 의한 소멸시효의 제한

신의성실․권리남용 지의 원칙은 행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는 일반조항으로써 보충 으로 용된다.그러나 신의성실․권리남

용 지의 원칙은 법의 기본원리로서 민법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등까지

범 에 걸쳐서 용된다.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지

의 원칙은 개념상 는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보다는 훨씬 상 의 법원칙

으로서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때에는 소멸시효의 주장이 허용되어서

는 안 될 것임은 이론상 당연하다.80)

례 역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우리 민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시한 바 있다.81)

2.소멸시효 남용론의 정립

가.외국의 소멸시효 남용론

(1)독일

80)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제18집,부산 례연구회,2007,75면

81) 법원 1999.12.7.선고 98다4294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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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소멸시효 남용 이론은 1926.12.17.독일 최고법원에서

Reichsgericht 례를 선고함으로써 형성되었다.이 례에서는 채무자가

그의 거동을 통하여 채권자로 하여 소의 제기를 미루는 유인을 주는

등 체로 소멸시효 항변이 모순행 지의 원칙에 되는 경우에 한

하여 좁게 권리남용으로 인정하 으며,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 한해서만

용하 다.82)

이후 독일은 민법을 개정하여(1977.8.16.)“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

에 하여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교섭을 거부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제852조

에 두어 례의 이론을 입법화하 다.83)

(2)일본

일본에는 1966.4.20.최고재 소에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승

인을 한 경우에는 당시 시효완성사실을 알지 못하 더라도 그 후에 소멸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여 1976.5.25.최고재 소에서 ‘가정재 소의 조정 차에서 장남이 어머

니에게 농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어머니가 인도를 받아 20년 이상 유하

고 있다가 장남에게 농지법 소정의 소유권이 의 허가신청 차의 이행을

구하자 장남이 소멸시효를 주장한 데 하여,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장

남이 소멸시효의 원용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시하여 소멸시효 남용 이론을 본격 으로 수용하 다.84)

례의 정립에 따라 일본의 학자들은 소멸시효 남용이 되는 경우를 ①

권리자의 권리행사 내지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

82)윤진수,“소멸시효의 남용에 한 고찰”,서울 학교 석사논문,1984,79~82면

83)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제18집,부산 례연구회,2007,79면

84) 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제18집,부산 례연구회,2007,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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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의무자 측의 시효완성 의

행동이 있는 경우,②의무자 측의 그러한 행동은 없었지만 그에 상당하

는 객 인 사정이 있는 경우,③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 의무자측이 시

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

뢰하게 한 경우,④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한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 등으로 이를 유형화하 다.85)

나. 례에 의한 소멸시효 남용 유형의 정리

(1) 례의 유형 정립

례는 법원 1994.12.9.선고 93다27604 결에서 최 로 소멸시효

남용론을 도입하 고,그 이후 각 사건에서 권리남용 문제를 유형화하기

시작하 다. 례는 소멸시효의 원용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일반 인 기

을 아래와 같은 4가지로 정립하 는데,이는 일본의 학설을 체로 그

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원칙

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

서 ①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

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거나(이하 ‘1유형’이라 한다),②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이하 ‘2유

형’이라 한다),③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85)한강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민사재 의 제문제 9권,한국사법행정학

회,1997,212~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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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거나(이하 ‘3유형’이라 한다),④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이하 ‘4유형’이라 한다)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

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86)

(2)1유형의 내용과 1유형이 용된 례

(가)1유형의 내용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 달리 채무자

가 불법행 당시 극 는 소극 권리행사방해를 하 음에도,나

에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가 지 않다.87)

이에 따라 1유형이 용될 수 있는 경우로써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소제기나 시효 단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채무자가 허

의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자진 변제를 기 하게 만들어 시효

기간을 도과하게 한 경우,동종의 다른 사건에서 결이 나면 그 결

결과에 따라 변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88)

(나)1유형이 용된 례

86) 법원 1994.12.9.선고 93다27604 결, 법원 2005.5.13.선고 2004다71881 결 등

87)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55면

88)이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 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제42호,2002년 하,572~5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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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을 용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례를

살펴보면,원고가 청송 제2감호소에 있을 당시 교도 들의 법행 에

한 청원ㆍ민사소송ㆍ형사고소 등을 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 으나

감호소 교도소 내에서는 집필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재소자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호소에서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경우에,피고 한민국이 시효완성 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시

하 다.89)

법원은 국가공무원이 시효완성 이 에 해당 사건 결문을 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격 인 법익 침해에 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조된 결문에

하여 법원이 재심 결을 선고한 경우에,그 재심 결이 확정됨으로써 시

정조치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객 으로 원고들이 이에 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계속 되었다 할 것이므

로 피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고 시하기도 하 다.90)

한 앞서 살펴보았던 ‘수지 김 사건’에서도 국가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한 조치가 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데 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고 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국가에 의

한 어떤 조치가 있기 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법을 문제 삼

고 한 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기 하기 어렵고,국가도 국민의

국가에 한 기 와 신뢰를 존 하고 그에 상응하기 하여 국가의 법

한 조치로 인한 결과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생활 계를 회복시키기 해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비 업무를 담당

89) 법원 2003.7.25.선고 2001다60392 결

90) 법원 2008.9.11.선고 2006다7018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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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기 의 법행 가 외부에서 거의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에 인 신뢰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법행 를 한 국가가 그 법에 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법을 몰랐던 피해자들에 해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는 형평의 원칙상 도 히 허용될 수 없

다고 시하 다.91)

(3)2유형의 내용과 2유형이 용된 례

(가)2유형의 내용

1)2유형의 구체 내용

법원은 다른 유형들에서는 그 요건을 비교 구체 으로 시하고 있

으나 2유형에서는 추상 인 표 을 함에 그치고 있어 례에 의할 때에

도 2유형이 구체 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다만,장애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로 구별

될 수 있는바 2유형에서의 장애사유는 사실상의 장애만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92)법률상 장애사유라면 이미 소멸시효의

기산 산정 시에 고려되어 기산 을 늦추게 되는 사유가 되므로,이를

소멸시효에 한 항변에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채

권자가 시효 단조치를 취할 것을 기 하기 어려운 객 장애사유는

일반 으로 시효의 정지에 한 규정에 의해 고려되므로,소멸시효 항변

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는지 여부는 ‘시효의 정지에 한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가 시효 단조치를 취할 것을 기 하

기 어려운 객 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93)

91)서울지방법원 2003.8.14.선고 2002가합32467 결

92)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제18집,부산 례연구회,2007,88면;이 창,

“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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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형의 독자 필요성 문제

2유형에 해당하는 사안 기산 의 문제로 포섭할 수 있는 사안은 기

산 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4유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나머지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아야 하므로 2유형 자체가 무용하다고 주장

하는 견해가 있다.94)

생각건 이는 앞서 살펴본 기산 에 한 논 기산 이 진실규명

결정일로 늦춰진다는 견해,그 에서도 객 권리행사가능성에 의해

단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만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객 권리행사가

능성설에 의하면 사실상의 장애는 기산 산정 시에 이미 고려되므로,

굳이 소멸시효 기간 도과가 인정된 후 권리남용의 단계에서 사실상의 장

애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기산

은 객 기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의 원칙으로 정립된 법

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의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므로,2유

형은 ‘사실상의 장애가 있지만 소멸시효의 기산 산정 시에는 고려할

수 없는 반면,형평의 원칙상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 보기에는 부당할

경우’에 제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이러한 에 있어 2유형의 독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2유형에 채무자의 기여가 필요한지 여부

객 사실상 장애사유가 채무자의 기여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

지에 하여는 견해의 립이 있다.

①채무자의 기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려면 일

반인의 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권리행사를 기 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

93)김용담,민법주석 총칙3,한국사법행정학회,2010,516면

94)권 ,“소멸시효와 신의칙”,재산법연구 26권 1호,법문사,2009,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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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 으로 상당한 것

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상태가 반드시 채무자에 의하여 유

발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95)

반면 ②채무자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객 으로 보았을 때 채권

자의 권리행사를 기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

한 사정이 생긴 데 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2유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96)유럽계약법원칙에 의

할 때에도 권리의 존재를 의도 으로 숨기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

록 력을 행사한 경우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97)

미국의 법리에 따를 때에도 반언의 법리로 소멸시효 주장을 쇄하기

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를 지연하게 만드는 극 인 유도

(affirmativeinducement)가 있어야 함98)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99)

부분의 례는 채무자의 기여 여부에 하여 별다른 언 을 하지 않

고 있다.다만, 례 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연 선 을 결정하면서 그 산정기 이 되는 평균임 을 잘못 결정함

으로써 원고가 장해연 선 을 과소지 받은 사안에 하여,‘원고

스스로 피고의 평균임 산정과 이에 기 한 장해연 선 결정을

법한 것으로 신뢰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 데 피고가 특

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

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의 기여

를 요한다고 단한 것이 있다.100) 한 과거사 사건의 하 심 례

에는 이러한 제에서 2유형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에 의해 야

95)이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 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제42호,2002년 하,577~578면

96)노재호,“의사무능력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민사 례연구 34권,한국민사 례연구회,2012,

170~172면

97)올랜도 휴 빌,유럽계약법원칙,박 사,2013,196면

98)HowardUniversityv.Cassel.126F.2d6(D.C.Cir.1941)

99)권 ,“소멸시효와 신의칙”,재산법연구 26권 1호,법문사,2009,25면

100) 법원 2003.3.28.선고 2002두1102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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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시한 것이 있다.

객 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 장애사유가 피고에 의

해 야기되어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피고의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그 지 않다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사실상의 장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원 결의 일 된 법리( 법

원 1992.3.31.선고 91다32053 원합의체 결 등)와 구별이 모

호해지고( 법원 2010.5.27.선고 2009다44327 결,2010.9.9.

선고 2008다15865 결,2011.10.27.선고 2011다54709 결 등

참조),객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에 하여 피고의 귀책이 없다

면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라고 평가할 근거

가 없기 때문이다.101)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된다는 법리는 1920년 독일의 최고재

소의 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독일은 단기소멸시효에 한해서

소멸시효 항변이 ‘선행행 에 모순되는 거동의 지’에 되는 경우

에만 항변권 남용을 인정하 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102)이러한

연 인 과,소멸시효의 효과를 권리남용 법리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가 신 히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을 고려하면,

2유형에서의 객 인 장애사유에는 채무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2유형이 용된 례

101)서울 앙지방법원 2013.2.8.선고 2012가합503869 결.다만 이러한 례는 2심에서 취소되

었는바,상세한 내용은 제2 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102)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4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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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 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

의 용시 인 1980.1.1.을 기 으로 그 이후의 근속기간부터 개정규

정을 용하도록 부칙을 두었는데,부칙을 유지한 채 기 여의 범 가

계속 변경되어 1993년부터는 오히려 부칙을 용하지 않고 총 근속기간

에 해 개정규정을 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부칙에 의한 퇴직 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

합에 하여 추가 퇴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

을 하 으나, 례는 ‘원고들이 부칙을 용하여 자신들에 한 퇴직 을

산정하면 불리하다는 을 알기 어려웠으며 원고들이 그 동안 추가 퇴직

을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의 부칙이 정당하다고 신뢰하

기 때문이며 이에 해 원고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하

여 이러한 경우 원고들에게 부칙의 용 범 에 한 의심을 가지고 소

송을 제기하여 추가 퇴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려우며

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원고들에게는 객 으로 이 사건 추가 퇴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

고 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 다.103)

일명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다른 례는,소가 제기되

기 약 30년 에 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 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 고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104)‘1972년에 공포ㆍ시행된 유신헌법에 기 한 권 주의 정권

이 그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유신헌법에 반

하는 국민을 탄압하 고 그 과정에서 최종길이 당시 체제 수호를 담당하

고 있던 앙정보부의 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희생되었다면,원고

들로서는 그와 같은 권 주의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 한

민국에 하여 사법 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

으로 기 하기 어려웠다고 이 상당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

103) 법원 2002.10.25.선고 2002다32332 결

104)피고 한민국이 상고를 포기하여 2심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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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남용이다.’라고 시하 다.105)

(4)3유형의 내용과 3유형이 용된 례

(가)3유형의 내용

3유형이 권리남용의 유형에 포섭되는지에 하여는 견해의 립이 있

다.즉,①3유형은 시효이익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권리남용 유

형에 포섭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와106)②시효이익의 포기가 유효하

려면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시효완성 후

에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구성할 수 없으므로,소멸시효 남용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107)

생각건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시효이익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해서라도 3유형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

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종 의 례를 변경하여 ‘시효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에

하여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보다는 오히려 소멸시효 남용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학설도 체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108)

권리남용의 유형에 포섭된다는 제 하에서,3유형은 시효완성 후에 채

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를 승인한 경우, 는 채

105)서울 앙지방법원 2005.1.26.선고 2002가합33637 결

106)이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 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

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법

원 례해설 제42호,2002년 하,573면

107)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제18집,부산 례연구회,2007,92~95면

108)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제18집,부산 례연구회,2007,95면;일본

최고재 소 소화 41.4.20. 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이상 시효완성

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도 이후 그 채무에 하여 그 완성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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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태도가 반드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렵지만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평가될 때 이에 한 채무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해 인정될 것이다.109)

(나)3유형이 용된 례

과거사 사건에 한 례가 나오기 이 에는 3유형으로서 소멸시효 남

용의 법리가 인정된 법원의 례는 없었고,하 심 례만이 존재하

다.이 하 심 결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이후 일부 설계용역

을 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설계도면의 보충 납품을 요

구한 경우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 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시하 다.110)

한편 소멸시효에 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시효에 한 법원 례는

존재한다.이 례에서 법원은 시효이익의 포기와 련하여 원고가 취득

시효기간 만료 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

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 다가 후에 취득시효 주장을

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

로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신의칙상 배척하 고,주문에서 ‘시효완

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

지 않기로 하 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효의 남용론에

하여 명시하 다.111)

109)김용담,민법주석 총칙3,한국사법행정학회,2010,518면

110)서울동부지방법원 2005.3.24.선고 2004가합10037 결

111) 법원 1998.5.22.선고 96다2410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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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유형의 내용과 4유형이 용된 례

(가)4유형의 내용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거나 유사한 지 의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공평을 해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4유형에 해당한다.채

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의 시로는 임 채권,자의 부양료 채권

등이 있다.유사한 조건의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공평을 해하게 되는 경

우의 로는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 채권에 하여 일부 근로

자에게는 지 하 으나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 하지 않으면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 사유를 들어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는 종종 보이나,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례는 아직 없었다.112)

원칙 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자와 채무자(당사자)의 계만 고려

할 것이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제3자들에 해 이미 하 던 선

행행 와 모순되는 거동을 오로지 채권자에 해서만 하면서 동시에 채

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외 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용

할 수 있다는 제에서 제4유형이 인정되었다.113)

(나)4유형이 용된 례

4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시한

법원 례는 없으나,하 심 결 에는 존재한다.앞서 살펴 본 최종

길 교수 사건에서,재 부는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히 부당하거

나 불공평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112)김용담,민법주석 총칙3,한국사법행정학회,2010,520면

113)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4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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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다.’라고 시한 바 있

다.114)

한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 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온갖 구

타와 가혹행 끊임없는 욕설․폭언에 시달리다가 입한 지 채 열흘

도 지나지 않은 1991.2.3.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피해

자가 자살을 하고,그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

간이 훨씬 경과한 2009.12.10.에야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재 부는 ‘병 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후진 형태의 군 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

도 망인이나 유족에 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으

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 상태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 다는

을 이유로 들어 망인이나 유족에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이는 히 정의와 공평의 념에 반하는 것이므로,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115)고 시하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 다.

제 2 과거사 사건에서의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문제

Ⅰ.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하여는 기산 에 하여 견해

립이 있으며 례조차 이에 해 서로 다른 시를 하고 있어 기간 도

과 여부를 쉽게 단하기 어렵다( 원합의체 결에 따르면 진실규명결

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게 된다).한편 장기소멸시효의 경우 불법행 일로부터 5년

이라는 것에 학설과 례 모두에 이견이 없으므로 과거사 사건의 경우

114)서울 앙지방법원 2005.1.26.선고 2002가합33637 결

115)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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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불법행 당시부터 5년이 경과한 시 에서 장기소멸시효가 완

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든 장기소멸시효이든 어느 하나가 경과하면

다른 하나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기소멸시효의 경과가 명백한 이상 시효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은 피해자들이 사망 등의 극히 한 피해를 입었으

며,피해 구제의 필요성도 높고,권 주의 정부의 장기간 통치에 따라 피

해자나 유족이 원활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 다는 문제 이 있었으므

로 무조건 장기소멸시효의 완성만을 들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여지가 있다.과거

사 사건의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피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하기 해 권리남용의 재항변을 주장하 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앞서

살펴본 례의 권리남용 4유형 과거사 사건이 어느 하나의 유형에라

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 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견해의 립

1.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견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원고 측에서 피

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지하기 해 주장하 던 재항변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①군경이 쟁 에 지른 법행 는 객 으

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유족들이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여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렵고,② 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 ․집단 으로 자행된 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

인 하에 조직 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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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우며,③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

무가 있는 국가가 조직 ․집단 ․계획 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모를 어

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며,④ 유죄의 확정

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나 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 를 회복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 결의 확정시

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이 사건과 같이 유죄의 확정 결이 없어 재심

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

구를 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 를 회복하고

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쇄하여 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견해

이는 과거사 사건의 피고인 국가 측에서 하 던 주장으로,구체 으로

살펴보면,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

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

에 해당하려면 일반론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하며,권리

남용과 같은 일반 원칙을 용하여 소멸시효라는 구체 인 제도의 운

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하나의 원칙인 법 안정성을

해할 험이 있어 그 용에는 신 을 기하여야 하는바116)국가의 소멸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례들은 체로 결문 조․ 법한

결 등으로 국가의 직․간 인 은폐행 가 존재한다고 단된 경우이

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국가의 집단 ․조직 인 은폐 시도가 없으

며, 례는 은폐 등의 장애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

116) 법원 2008.5.29.선고 2004다3346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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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인정하고 있음117)에 비추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다른 례들과는

다르게 과거사 사건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례의 태도

1.권리남용이라는 례

가.2유형,4유형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라는 례 : 법원 2011.

6.30.선고 2009다72599 결, 법원 2013.7.25.선고 2013

다16602 결 등

일명 ‘울산보도연맹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서 례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날까지는 객 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야 하고,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시하 다.다만 객

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 기산 을 늦추는 장애사유

가 있었다고 본 것인지,아니면 소멸시효 남용론의 2유형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권리남용이라고 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략)...... 외 으로 좌익 향자 단체임을 표방하 으나 실제

로는 국가가 조직․ 리하는 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던 국민보도

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6.25.한국 쟁 발발

직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 되었다가 그들

일부가 처형 상자로 분류되어 집단 총살을 당하 고,이후 정부가

처형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3 비 로 지정하 는데, 학살의

117) 법원 2008.9.11.선고 2006다70189 결; 법원 2011.9.8.선고 2009다66969 결;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 법원 2011.1.27.선고 2010다668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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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진상을 잘 알지 못했던 유족들이 진실ㆍ화해를 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

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11.27.이후에야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시 에 경찰이나 군인이 지른 법행 는 객 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유족들이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 손해

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여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운 , 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

여 조성된 난의 시기에 개인에 하여 국가기 이 조직을 통하

여 집단 으로 자행한 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

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해서

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11.27.까지는 객 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여기에 본질 으로 국가

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

도 법한 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을 더

하여 보면,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 비 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유족들이 집단 학살의 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

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

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118)

나.3유형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라는 례 : 법원 2013.05.16.

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은 원합의체 결에서 ‘과거사정리법은 개별 피해자에 한 배

118) 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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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보상이나 로 을 지 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목

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이러한 과거사정리법을 국가에서 제

정한 것은 구체 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를 내포한 것으로 일단 시효완

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유족들이 그와 같

이 신뢰하게 하 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시하

다.

......( 략)......피고는 한국 쟁 후 희생사건 등에 하여 와 같

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2005.

5.31.법률 제7542호로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그에 따라 산하

에 정리 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진실규명 활동을 해 왔고,과거사정리법을 통하여 피고 스스로 진

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명 의 회복을 하여 노력할 것이

고,국민 화해와 통합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피해자 유가족의 피해 명 를 회복시키

기 한 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 다.

이처럼 과거사정리법은 한국 쟁 후 희생사건을 포함하여 그

용 상 사건 체에 하여 단순히 역사 사실의 진상을 규명

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

여 피해 경 등을 밝히고 그에 한 피해회복까지를 목 으로 하

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다.과거사와 련하여 종

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단순히 역사 사실 계를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 회복을 추구하는 데 주된 목 이 있는 경우와 개별

피해자에 한 배상·보상이나 로 을 지 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목 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 회복에 한 특별법」,「노근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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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심사 명 회복에 한 특별법」,「거창사건 등 련자

의 명 회복에 한 특별조치법」이 자에 속하는 것이라면 「민

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이나 「5·18

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한 특별법」 등은

후자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과거사정리법은 그 법률 자체

에서 보상 등 지 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체 인

구성과 법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

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과거의 특정 역사 사건으로 인한 개별 피

해자에 하여 지 의 방법에 의한 피해회복을 선언한 경우에

는 정부나 국회가 후속 입법 등을 통하여 그 지 상이나 기 을

정하는 등 구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그

경우 지 에 의한 피해회복은 오로지 입법 조치 등을 통하여

일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별 피해자가 사법 차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하려면 법률에서 그러

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밝힌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결국 국가

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의 역사 사실 계

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에 한 피해회복을 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

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 구제방법을 취

하는 것도 궁극 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

고 볼 수밖에 없고,거기에서 생된 법 의미에는 구체 인 소송

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

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략)......원심 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들에 하여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고,피고 산하 정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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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

는 데 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 상당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119)

2.권리남용이 아니라는 례

가.2유형을 부정하여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례 :서울 앙지

방법원 2013.2.8.선고 2012가합503869 결120)

경주 민간인 희생사건과 련한 례인데,국가가 진상조사를 하여

1951.12.16.경 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용하 고(거창양민학살사건),

사건 발생 당시가 시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족들이 통상의 법 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유족들이 군경의 법

행 를 짐작하고 있었다는 을 고려하면 불법행 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기 까지 원고들이 객 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① 부분의 원고들은 군인,경찰 등이 법한 차 없이 희생자들

을 살해하 다는 사실을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19)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120)항소심에서는 원합의체 결의 취지에 맞추어 3유형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는 의미로 시하며 1심을 취소하 고(서울고등법원 2013.

9.26.선고 2013다213939 결),피고가 상고하 으나 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

로써 확정되었다( 법원 2014.1.16.선고 2013다21393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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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은 처형된 후 유족들에 의해 시신이 수습되었다),②이

사건 희생자들이 희생당한 이후부터 재까지 피고가 사건 자

체를 은폐하거나 그 책임을 부인하려고 한 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③한국 쟁 이던 1951년경 경남 거창군 신원

면 일 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하여 막 한 피해를

입힌 직후 피고 소속 육군 제11사단 9연 3 병력이 1951.2.

9.부터 1951.2.11.까지 그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 발

생하 는데,당시 희생자의 유족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피고는 국방

부장 등 련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한 진상조사를 하여 1951.12.16.경 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용하

고(거창양민학살사건),경기도 양평에서 방 원이 쟁 의

부역행 자 는 불온분자를 총살한 행 에 하여 살인죄를 용

하 는바,이 사건 발생 당시가 시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00의 유족들이 통상의 법 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

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군인,경찰 등

의 법행 를 짐작하고 있었다면 그 법행 의 구체 이고 자세

한 내막을 알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에,즉 1955.

9.경까지 원고들이 객 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

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법원 결(2002다

32332 결)의 법리가 용될 수 없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

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121)

나.1유형,2유형,3유형,4유형 부정하여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례 : 구지방법원 2012.12.6.선고 2011가합16305 결122)

121)서울 앙지방법원 2013.2.8.선고 2012가합503869 결

122) 항소심에서는 원합의체 결의 취지에 맞추어 3유형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

고 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는 의미로 시하며 1심을 취소하 고( 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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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군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민간

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에 하여,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소멸

시효 남용론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손해배

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시하 다.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이 사건이 소멸시효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

는 외 인 사유,즉,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거나,그러한 조

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거나,객 으로 채권자

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는 일단 시효완

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

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제 3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유형

에 포섭되는지 여부

Ⅰ.1유형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유형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 가 있어야 성립한다.따라서 과

2014.1.22.선고 2013나20022 결),피고가 상고하 으나 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법원 2014.6.12.선고 2014다20543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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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 사건이 1유형에 해당하려면 피고 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과

거사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등의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1유형이 인정된 례는 교도 들이 집필허가 신청을

강하게 거부한 경우,시효 완성 이 에 결문을 조하여 국가배상청구

권 행사를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국가안 기획부에서

허 의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게 하는 등 국가의 극 인 행 가

개입된 경우 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1950년 불법행 가 이루어진 이후에 국가

가 이를 은폐하기 해 어떠한 작 행 도 한 바가 없으므로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1유형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남용을 인정한

례들 역시 1유형이 아니라 2,3,4유형에 해당함을 그 근거로 하 다.

Ⅱ.2유형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2유형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한 요건

앞서 살펴보았듯 소멸시효의 기산 산정 시에 사실상의 장애까지 포함

시키는 견해에서는 2유형이 무용해질 것이므로,기산 산정 시 법률상

의 장애만을 고려한다는 제 하에서 2유형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권리를

해사하는 데 ‘객 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야 하며,객 인 사

실상의 장애사유의 발생에 한 채무자(과거사 사건에서는 피고 한민

국)의 기여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국가가 불법행 를 한 후 사건을 고의 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수사기 이 행한 불법체포ㆍ가혹행 ㆍ증거조작 등에 의해

원고에 하여 잘못된 유죄 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되고 그 후 재심을

통하여 과거의 확정된 유죄 결이 잘못된 결임을 밝히는 결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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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 등에서는 진실규명결정일이나 재심확정일 이 까지는 객 으

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그러나 채권자에게 객 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

의 기산 에 하여 변함없이 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의 기 인 구분기 을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일반 인 법원칙을 통하여 아 무 뜨릴 험이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므로,123)피고(국가)의 권리행사 방해나 은폐 등이 없는

경우에도 2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해 2유형을 인정한 례

의 논거를 통해 보다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유형을 인정한 례의 논거에 한 검토

가. 례가 제시한 논거

앞서 살펴보았던 과거사 사건에서 2유형을 인정한 례들을 살펴보면

그 논거로써 ① 시 에 경찰이나 군인이 지른 법행 는 객 으

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유족들이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여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운 ,② 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

성된 난의 시기에 개인에 하여 국가기 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 으

로 자행한 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 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③여기에 본질 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한 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는데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

123) 법원 2010.9.9.선고 2008다1586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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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유족들이

집단 학살의 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

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을 제시하 다.124)

나. 례의 각 논거에 한 검토

(1)논거①에 한 검토

‘시 에 경찰이나 군인이 지른 법행 로 객 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운’경우는 군인이나 경찰이 폐쇄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알기 어렵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 나 은폐․조작 등을 한 경우에

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1950년 당시에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불법행

가 한 차례 있었고 그 후 아무런 2차 은폐․조작 행 가 없는 과거

사 사건에는 용하기 어려운 논거이다.

한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

여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

운’경우란 2유형이 인정되었던 다른 례에서의 사실 계와 같이 허

의 증거에 의한 잘못된 유죄 결이 내려진 경우라면,법원(사법기 )의

재심이라는 단을 거쳐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기 때

문에 ‘사법기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며,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의 원심에서 제시한 논거①에 한 설명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까지 피고 등을 상

로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운 일’125)에

124) 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 결

125) 주고등법원 2012.10.10.선고 2012나273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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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만일 ‘피

고의 어떤 조치’를 ‘피고 국가의 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가해자가 자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권리행사의 객 장애사유

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126)

이 듯 논거①은 과거사 사건에 용하기에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과거

사 사건의 사실 계가 반드시 논거①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며,신의칙의 용은 제한 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

한 에서 볼 때에도 과거사 사건이 논거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논거②에 한 검토

논거②에 의하면 쟁이나 내란 시기에 국가기 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

으로 자행한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해 사실

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 는데,이것은 비단 과거사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쟁시기 권 주의 시 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모든 인권침해 사

건에 해당되는 논거가 될 것이다.그러나 례는 한국 쟁 시기나 권

주의 시 에 국가로부터 자행된 집단 기본권 침해에 하여 권리남용

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으므로127)해당 논거는 그러한 례들에 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만일 논거②가 단순히 민간인 집단 희생이 국가에 의해 조직 ․집단

으로 이루어졌거나 국가의 비호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국

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논

거가 될 것이며,이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우발 ․개별 ’으로 자행된

불법행 라면 시효항변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해진

다.128)

126)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74

면

127) 법원 2005.5.13.선고 2004다71881 결; 법원 2008.05.29.선고 2004다33469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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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거③에 한 검토

논거③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처럼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

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 비 로 지정한’사실 계가 있는 사건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국가의 2차 은폐행 라는 사실 계가 없는 일반 과

거사 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울산 보도연맹사건에서는

유족들이 1961.5.16.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5․16군사 명정부에 의해

「피특수범죄처벌에 한 특별법」 반죄로 처벌받았다는 ,피해자들

의 합동묘가 해체되었다는 ,희생자들의 처형자 명부 좌익계열자

명부가 각각 1975.5.31.,1976.1.29.에 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 비 로 지정되었다는 등 국가에 의한 2차 인 은폐․조작

시도가 존재하여 일반 인 과거사 사건들과는 그 양태가 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의 원심에서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법한 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

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하여 진상 악 피해 보상을 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 하는 것은 그 불법의 성에 빛

어 히 불공평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시를 하 는바,129)이에 의하

면 한국 쟁 이후 희생사건 일체에 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지된

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그러나 앞서 논거②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

례는 모든 사건에 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논거③과 같은 이유만으로 민법상 구체 인 법 원칙인 소멸시효

128)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

473~474면

129) 주고등법원 2012.10.10.선고 2012나273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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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제시키는 것은,보충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신의칙의

한계를 넘은 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따라서 논거③은 울산 보도연

맹사건처럼 국가의 2차 은폐행 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 과거사 사

건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을 것이다.

3. 법원 원합의체 결의 태도

법원 원합의체 결에서는 원심에서 2유형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

라고 한 결을 뒤집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망인들이 쟁기간 에 경찰 등에 의하여 자행된 기본권 침해행

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한국

쟁 종료 후 50년 이상이 지난 다음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정리 원

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여,130)일반 과거사 사건에는 2유형이 용되지 않

는다고 명시하 다.

4.소결

와 같은 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울산 보도연맹사건에서처럼 국가

의 2차 은폐행 가 없는 일반 인 과거사 사건의 경우에는 례에서 2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논거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

며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2유형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

130)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2유형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뒤집고

3유형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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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유형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3유형 권리남용을 부정한 다른 례와의 비교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에서는 노태우가 1988.11.26.삼청교육과 련된 시국담화를 발표

하고 그 후속조치로 국방부장 이 삼청교육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신고

를 수한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아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 으

나, 법원에서는 ‘통령의 시국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하 다.131)

한 국가의 과실로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원고가 재징집되어 군복무

한 사건에 하여 ‘국방부장 이 1999.3.11.원고가 학도의용군으로 복

무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사정만으로 국가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기도 하 다.132)

198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일어난 이른바 ‘10․27법난’당시 정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수사 들에 의해 불법구 이 되어 고

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구 상태에서 벗어난 1980.11.26.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6.5.에야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구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기산되고,국무총리의 국민 사과

성명 발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원회의 ‘10․27법난에 한 조사결

과보고서’발표,국회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 회복 등에 한 법률’

제정 등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나아

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133)

131) 법원 1996.12.9.선고 94다22927 원합의체 결

132) 법원 2005.5.13.선고 2004다7188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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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을 부정한 례들의 사실 계와 결 취지에 비추어보면,국가

에서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과거사 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국가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국가

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2.3유형을 인정한 원합의체 결에 한 검토

원합의체 결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3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과거사정리법이 ‘개별 피해자에 한 배상․보상이나 로 을

지 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목 으로 하고 있는 경

우’( 표 으로 「5․18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민

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 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한 특별법」이 있다

고 하 다)에 해당한다고 하 고,과거사정리법을 입법한 것에는 시효이

익의 포기 의사를 국가가 표명하 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시하

다.

그러나 법문의 구성만 살펴볼 때에도 제1조 목 에서 과거사정리법은

원합의체 결에서 시로 든 법률들과는 다르게 보상이 아니라

‘진실을 밝 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목 규정에 의할 때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을 목 으로

한 법률들과는 달리 배․보상보다는 오히려 역사 사실 계를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 회복을 추구하는데 주된 목 이 있는 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5ㆍ18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

제1조(목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후한 5·18민주화운동과 련하여 사

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 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

133) 법원 2011.10.27.선고 2011다5470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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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국가가 명 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

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

주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민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

제1조(목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하여 국

가가 명 회복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 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한 특별법」

제1조(목 )이 법은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

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 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청구

권에 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력에 한 정」과 련하여 국가가 태평양

쟁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 차원에서 로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과거사정리법」

제1조 (목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반민주 는 반인권 행 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 냄

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한 에서 시로 든 법률들은 그 용 상이 5ㆍ18민주화 운동

련 희생자,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으로 일정 범 의 피해에

한 보상법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과거사정리법은 그 용 범 가 과

거사 사건 체를 포 하도록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보상 지 기

이 명확하게 마련된 타 법률들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과거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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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진실규명의 범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한과거사정리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진실을 규명한다.

6.역사 으로 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한과거사

정리 원회가 이 법의 목 달성을 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36조 (피해 명 회복)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피해자

유가족의 피해 명 를 회복시키기 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거사정리법은 구체 인 보상의무를 법에서 바로 규정하기보다는 정부

에 후속조치를 임하고 있으며,희생자들에 한 보상 여부는 정부의

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거사정리법의 입법은 법원을 통한 민사손해배

상을 포함한 개별 보상을 거부하려는 것이며,상징 인 의미의 과거사정

리 련자의 명 회복을 추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

을 것이다.

3.소결

3유형이 부정된 여타 례들과의 비교 과거사정리법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정리법의 제정만으로는 국가가 시효항변을 원용할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 다고 할 수 없으며,과거사정리법 자체가 배․

보상을 목 으로 한 법이 아니므로,과거사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이

3유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Ⅳ.4유형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4유형 권리남용을 부정한 다른 례들과의 비교

앞서 기산 부분에서 살펴본 거창사건(1951년경 행군하던 군인들이 거

창양민을 집단학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거창사건의 피해자와 6·25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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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후하여 발생한 다른 유사사건의 희생자들을 비교하여 거창사건 피

해자들이 상 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것은 아

니다.134)’라고 시한 바 있다.

이러한 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개별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

들을 다른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과 비교하여 보면 각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유독 히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4유형을 인정한 례에 한 검토

례 과거사 사건에서 2,4유형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한 례들은 4유형과 련하여 단순히 ‘ 히 부당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만 서술되어 있고,4유형의 가장 요

한 요건인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지에 하여 시한 바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례들은 4유형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멸시효 남용 2유형의 사유가 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히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시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135)즉 4유형을 별개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2유형에 해

당한다는 시만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3. 법원 원합의체 결의 태도

법원 원합의체 결에서는 ‘ 사유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134) 법원 2009.5.28.선고 2004다33469 결

135)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

462~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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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

을 거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

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원심이 든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 그러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과거사 사건에서의 소멸시

효 항변이 4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 다136).

4.소결

각 개별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다른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

교할 때에 특정 피해자들만 히 불공평하거나 부당해지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4유형을 인정하지 아니한 례 법원 원합

의체 결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은 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5장 진실규명 신청여부에 따른 권리남용 재항변의

제한가부

제 1 진실규명을 한 조사 개시

과거사 원회의 사건 조사는 ①진실규명 신청서 수 ② 수된 신청 건

에 한 검토보고서 작성 ③소 원회에서 사 조사,조사개시․각하․직

권조사 등 결정 ④소 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조사 ⑤사건 조사결과를

소 원회와 원 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⑥ 원 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⑦연 2회 통령 국회에 조사보

136) 법원 2013.0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4유형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뒤집고

3유형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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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제출 ⑧조사결과 공표의 차로 이루어졌다.137)

다만 과거사 원회에서는 요하다고 단한 사건으로서 직권조사가 이

루어진 경우,진실규명 신청기간 경과 후에 신청인의 사건에 한 조사

를 할 때에 한 마을에 살고 있던 미신청 유족들이 추가로 진실규명을 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신청인이나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동일사건의 희생자가 추가로 진술된 경우,경찰 측 자료에 련사건 피

해자로 이름이 기재된 경우 등에 해서는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과거사 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희생자 확인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 다.138)

제 2 진실규명 신청과 권리남용 재항변의 제한

Ⅰ.문제의 소재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의 구별 여부는 법원 원합의체 결에

따라 제기된 논 이다. 법원 원합의체 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소멸시효 남용의 3유형인 ‘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 의무자측이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

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시한 바 있다.139)그런데 이와 같은 시에 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과거사 사건에 하여 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

부를 ‘진실규명 신청 여부’에 따라 단하 다.즉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에 하여 원고가 권리남용의 재항변을 하자,법원에서 3유형의 권리남

용 재항변을 인정하면서도 ‘진실규명 신청 여부’를 재항변의 제한 사유로

삼은 것이다.140)그러나 이러한 원합의체 결 이후 진실규명 신청여

137)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 원회,진실화해 원회 종합보고서 Ⅲ,2010,2면

138)진실ㆍ화해를 한 과거사 원회,진실화해 원회 종합보고서 Ⅲ,2010,31면

139)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140)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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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는 계없이 권리남용 재항변을 인정하는 례들이 등장하 다.이

에 따라 상반되는 례들의 각 입장과 타당성에 한 검토가 필요해졌

다.

Ⅱ. 례의 태도

1.진실규명 신청 여부가 재항변의 제한사유라는 례 :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서울 앙지

방법원 2013.6.11.선고 2012가합536258 결141)

......( 략)......다만 앞서 본 것처럼 종 에도 다수의 과거사 련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그 용 상이 특정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등을 고려하여 포 인 과거사 정리

의 근거를 마련하고,이를 통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

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을 목 으로 과거사정리법이 제정

되었고,그에 따라 진실규명 상 사건도 일제강 기 이 항일독

립운동에서부터 일제강 기와 한국 쟁 후 시기 해방 이후

권 주의 통치시까지의 모든 반민족 ,반민주 는 반인권

공권력의 행사 등이 부 포함되도록 하 고(과거사정리법 제1조

제2조 참조),법의 명칭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한 것도 그

러한 취지가 반 된 것으로 이해된다.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의 용

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조차 없었던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면

141)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1.16.선고 2013나2011377 결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

아 직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이더라도 유족들에게 피고가 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신뢰를 가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하여 취

소되었고, 법원 2014.6.12.선고 2014다205041 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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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들에 하여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고,피고 산하 정리 원

회도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

는 데 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 상당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142)

......( 략)...... 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하여 보건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에 의하면, 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들

인 ○○○,◇◇◇에 하여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하여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

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망인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

과하여 소멸하 다.143)

2.진실규명 신청 여부가 재항변의 제한사유가 아니라는 례 :

법원 2014.7.25.선고 2013다16602 결, 법원 2013.9.26.

선고 2013다201295 결, 구지방법원 덕지원 2013.6.27.

선고 2012가합1001 결144),서울고등법원 2014.1.16.선고

142)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143)서울 앙지방법원 2013.6.11.선고 2012가합536258 결

144) 구고등법원 2014.5.28.선고 2013나20800사건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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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377 결145)

......( 략)......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

더라도 정리 원회가 “역사 으로 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

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하다고 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

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성

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명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피해자 등에 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

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 할 이유가 없으므로,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이 상당하다.146)

......( 략)......피해자의 유족들이 과거사 원회에 피해자의 사망에

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한 피고(국가)의 소

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고,피해자의 사망에 하여 진실규명 신청이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만드는 특별

145)1심인 서울 앙지방법원 2013.6.11.선고 2012가합536258 결에서는 원합의체 결에서

처럼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구별하 으나,해당 례에서 1심이 취소되면서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달리 취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시하 고 법원 2014.6.12.선고 2014다

205041 결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146) 법원 2013.7.25.선고 2013다1660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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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있는지에 하여 본다.무릇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 상

태의 장기간 지속을 요건사실로 삼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소멸시효의 진행을 단시키기 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 는

그 권리에 한 채무자의 승인을 요한다. 법원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에서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한 진실규명 신청조차 없

었던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진실규명신청이라는

채권자의 호소와 그 호소에 담긴 권리행사의지를 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해자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

라도 과거사 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자를 희생자로 인정

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라면,채무자의 승인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동등한 소멸시효 단사유가 되는 을 고려할 때 직권조

사에 의한 과거사 원회 진상규명결정은 채권자의 진실규명신청에

담긴 권리행사의지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

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만드는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147)

Ⅲ.검토

소멸시효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권리

남용의 재항변의 용도 가 최소한의 범 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반

로 권리남용 재항변의 제한은 가 범 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이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이나,3유형에 해당한다는 제 하에서 살펴볼 때에는 ‘피해자에 한 국

가의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신청인과 미신청인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 인 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던 법

147)서울고등법원 2014.1.16.선고 2013나201137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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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합의체 결에서도 3유형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근거로 ‘과거사

정리법의 제정 취지 등을 살펴볼 때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하지 않겠

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기 하여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었던 것’이라고 시하 는바 이러한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

재하려면 반드시 상 방의 ‘신청’이라는 행 가 있어야만 한다는 당 성

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하여,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구별하여 재항변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진실규명 신청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 이 정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되므로 법 안정성에 막 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발생

한다.

한 진실규명 신청인의 범 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도 존재한다.

과거사 사건의 경우 희생자들의 직계 족뿐만 아니라 방계 족,기타 친

족들도 개별 으로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진실규명 신청인은 주

로 희생자들의 직계비속일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에 친족 1인만

진실규명신청을 한 경우에는 모든 친족을 부 신청인으로 의제하여 국

가가 신뢰를 부여하 다고 볼 것인지,아니면 직 신청한 직계 족까지

만 인정할 것인지 등 신청인의 범 에 한 아무런 기 이 제시되어 있

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하 심 례 진실규명 신청인이 상속인지 여

부는 계없다고 시한 것이 있는데,148)이에 더하여 친족 1인이 신

청하 을 때 신청인으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 가 어디까지인지에 한

명확한 기 도 없이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구별하여 재항변을 제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148) 주지방법원 2013.7.18.선고 2013가합50499 결,원용한 부분에 하여는 항소심인 주

고등법원 2013.12.18.선고 2013나10800 결,상고심인 법원 2014.4.30.선고 2014다

202417 결에서 1심의 취지 그 로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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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례의 상반된 입장이 례변경인지 여부

Ⅰ.재심과 련된 문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심 권은 법 원

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되,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 할 수 있다’고 하

며,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종 에 법원에서 시한 헌법․법률․명

령 는 규칙의 해석 용에 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재심 상 결에서 시한 법률 등의

해석 용에 한 의견이 그 에 선고된 법원 결에서 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법 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법 만으로 구

성된 부에서 재심 상 결을 심 하 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

에 해당하게 된다.14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 원합의체 결에서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결을 내린 이후에 법원에서는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결을 내렸는데,이것이 례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법 원

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법 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 을 한 것이 되

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재심 사유인 례변경에의 해당 여부

1. 례변경의 의미

149) 법원 2011.7.21.선고 2011재다199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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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령의 해석 용에 한 의견’의 의미

법령의 해석 용에 한 의견이란 법원이 구체 인 사건에 한 재

에서 그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결이유 에 히는 ‘법에 한 공정의

해석’으로서,장래의 재 에 하여 지침이 되는 ‘일반ㆍ추상 인 법명제’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통상 ‘례’로 불리는 것이다.150)이러한 ‘법리

의견’내지 ‘법률 단’은 여컨 어떤 법규정의 유․무효에 한

단,제시된 법명제의 사정거리 내지 용범 는 용요건에 한

의견,일정한 요건 하에서 부여되는 법효과의 정확한 의미에 한 해석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151)

나.‘변경’의 의미

원합의체에서 법령의 해석에 한 종 의 의견을 변경하여 새로운 의

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의견과 배치ㆍ상반ㆍ 되는 과거의

례를 폐기하거나 그 어 나는 범 내에서 종 례의 견해를 모두 변

경하는 에 비추어,종 의견과 새 의견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두 의견이 상반되거나 양립불가하여 상호간에 폐기 는 배척하는

계에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즉,종 의 의견과 새로운 의견이 상

치되어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변경’이 된다.152)

다.법령의 해석 용에 한 의견에 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참

150)양창수,민법입문,제5 ,박 사,2013,145~146면

151)김미리,“불법행 로 인한 자료채무의 지연손해 기산일에 한 종래의 원칙에 하여

법원 소부 결에서 외를 인정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의로운 사법 :이

용훈 법원장재임기념,사법발 재단,2011,671면

152)김미리,“불법행 로 인한 자료채무의 지연손해 기산일에 한 종래의 원칙에 하여

법원 소부 결에서 외를 인정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의로운 사법 :이

용훈 법원장재임기념,사법발 재단,2011,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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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 법원 2011.7.21.선고 2011재다199 원합의체

결

......( 략)......재심 상 결인 법원 2011.1.27.선고 2010다6680

결은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구 되어 유죄의 확정 결까지 받

았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된 피

해자가 국가에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자료를 청구하

고 불법행 일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소됨으로써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항변이 신의칙 반 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안에서,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채

무에 하여는 원칙 으로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 시로부터 지연

손해 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불법행 시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자료를 산정함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는 국민소득수 등에

불법행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합리 인 이유

없이 과잉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외 으

로 자료 산정의 기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 이

발생한다고 단한 것이다.그 다면 종 법원 결인 법원

1975.5.27.선고 74다1393 결, 법원 1993.3.9.선고 92다

48413 결, 법원 2010.7.22.선고 2010다18829 결들과 재심

상 결은 서로 다른 사안에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 의 기산일에 하여 원칙과 외에 속하는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재심 상 결은 종 법원

결들이 선언한 법리의 용 범 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법리가

용되지 않는 경우에 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일 뿐 종래

법원이 표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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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거사 사건 결들이 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례의 태도 : 법원 2013.12.12.선고 2013재다841 결,

법원 2014.2.27.선고 2013재다2014 결 등

례는 재심 상 결의 피고 국가가 신청한 재심에 하여 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을 내렸다.

나.검토

진실규명 신청인ㆍ미신청인을 구별하여 권리남용의 재항변을 인용할지

여부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자의 으로 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합의체 결에 의하면 진실규명 미신청인에 하여

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 재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진실규명 신청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법원 례에 의하면 진실규명 미신청인에게도 부 권리남용의 재항변

이 인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즉,진실규명 미신청인에

하여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합의체 결에 의하는지 그

이후의 결에 의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 여부가 달

라진다.

양 례는 면 으로 배치되며 양립불가능한 것이며,이를 2011재

다199 결에서처럼 단순한 외로서 양립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을 동일하게 취 하여야 한

다는 법원 결은 종 원합의체 결과 법령의 해석 용에 한

례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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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상당한 기간의 단 기

제 1 상당한 기간의 의의

Ⅰ.상당한 기간의 의미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소멸시효 남용론에 의하여 제한됨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다.그런데 소멸시효 항변이 소멸시효 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되는 경우일지라도,언제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다는 것인지 아

니면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장애요인이 종료된 경우(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경우)다시 시효를 기산시킬 것인지 여

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보충성이나 법 안정성,일반조항으로의 도피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은 매우 엄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

이며,장애요인이 사라진 경우에까지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다고 보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도 구체 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장애요인

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용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3)

이에 하여는 소멸시효가 단되었다 다시 진행하는 것처럼 그 시 으

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고,그 시 으로

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154)

례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생각건 소멸시효의 남용은 시효의 ‘단’과는 다른 별개의 효과

이므로 단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오히

153)강우찬,“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한 기산 인정 신의칙 반여

부에 한 검시”,법조 vol.593,법조 회,2006,272~273면

154)윤진수,“소멸시효의 남용에 한 고찰”,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4,9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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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상당한 기간의 단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종료된 경우의 단 문

제라는 에서 시효의 단보다는 사실상 장애사유를 규정한 소멸시효

‘정지’에 보다 가깝다.우리 법에서 시효정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

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경과 그 자체에는 아무런 향이 없고,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일시 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며 단지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효의 완성을

막을 뿐이므로,155)상당한 기간 역시 그러한 효과만이 주어질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소멸시효 항변이 지되었던 장애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용인되는 구조

가 된다.

Ⅱ.상당한 기간의 기산

상당한 기간은 소멸시효 남용론에 의해 일단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임이 인정된 후 각각의 사유가 제거되었을 때에 등장하는 문제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기산 은 소멸시효 남용론에 입각하여 4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단될 것이다.

각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1유형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

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나 시효 단이 가능해진

시 ’부터,2유형의 ‘객 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객 인 장

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3유형의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에는 ‘신

뢰를 수여한 시 ’부터,4유형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155)노재호,“의사무능력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민사 례연구 34권,한국민사 례연구회,2012,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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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있은 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6)

다만 상당한 기간 기산 의 단 시에 채권자가 권리행사가 가능성에

한 주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하여 견해 립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이는 뒤에 살펴볼 ‘상당한 기간을 정지규정에 할 것인지 단기소

멸시효기간에 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련이 있다.즉 단기소멸시효 기

간에 하여 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단기소멸시효의 요건과 동일

하게 채권자의 주 인식을 필요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는 객 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 만이 단기 이 되

며,만일 채권자의 주 인식에 따라 권리행사의 가능 시 을 정해야

한다면 수십 년 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될 것이므로 법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주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57)

생각건 채권자의 주 인식은 소멸시효의 기산 에서 고려되었던

문제이므로,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되었는지 여부만을 권리남용 단계에서 단하는 상당한 기간

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 인식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사건에서는 과거사 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때부터 객

인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진실규명

결정일이 상당한 기간의 기산 이 될 것이다.

Ⅲ.상당한 기간의 법 성질

가.재항변인지 재재항변인지 여부

156)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63

면

157)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

463~4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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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에 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재재항변으로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권리남용 재항변에 포섭하여 주장 입

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립할 수 있다.이에 하여 상당한 기간은 법원

이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의 인용 여부를 단함에 있어 고려요소 는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에 의하면 신의성실에 입

각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항변권남용임을 재

항변함에 있어서 제가 되는 것이고, 한 신의칙의 용은 법원의 최

종 ․종합 단이며 이를 원고의 신의칙에 기한 재항변,피고의

다른 신의칙에 기한 재재항변으로 나 어 각각의 신의칙 반 여부를

단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법원은 원고의 재항변의 당부를 단 하에 있

어 원고의 권리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고려하여 재

항변 인용 여부를 단해야 한다고 한다.158)

생각건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자체가 매우 추상 이므로,권리남용의

재항변을 주장하는 원고는 소멸시효 항변 행사가 신의칙에 반되고,사

회 이익과 균형을 괴한다는 등의 추상 사유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추상 사유에 하여 개개 사건별로 단하여 재항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므로,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 기 때문에 재항변을 기각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재항변의 당부를

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면 족할 것이다.독일 법원 역시 채무자의 소멸

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되는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신의칙 반 사정의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

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고려한다고 시하 다.159)

158)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66

면

159)권 ,“소멸시효와 신의칙”,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2009,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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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척기간인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하여 례가 제시하 던 6개월을 제척기간처럼 보아

무조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외 없이 상당한 기간

의 경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생각건 상당한 기간

은 권리남용 재항변의 타당성 여부를 단하는 기 일 뿐이므로 제척기

간처럼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개별 사건에 따라 6개

월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일 때에는 유연하게 상당한 기간

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상당한 기간의 단 기 에 한 논란

Ⅰ.문제의 소재

상당한 기간은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례에 의하여 인

정되기 시작한 이상 상당한 기간이 정확히 얼마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이에 하여 학설과 례가 립

하고 있다.

Ⅱ.견해의 립

상당한 기간의 단 기 에 하여는 논의된 학설이 많지 않다.구체

으로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보면,①시효완성의 정지제도와 균형상 6개월

이라는 견해160)②단기소멸시효에 하여 3년이라는 견해 ③일정한 기간

을 정하는 것에 반 하여 법원이 개별 인 상황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상

당한 기간을 단하면 된다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160)이 창,“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문제”, 법원 례해설 제95호 2013년 상,4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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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례의 태도

1.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한 경우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 원합의체 결에서 언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

우일 것이므로 진실규명 결정일을 기산 으로 하여 소멸시효 정지규정에

하여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에 례의 견해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2유형 권리남용에 한 례 :서울 앙지방법원 2012.10.19.

선고 2012가합524354 결161)

......( 략)......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으로 인해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부분 확보되었다고 할 것인 ,원고들이

소송을 비하기 해 별도로 시간이 필요하 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 발생 이후 이미 수십년이라는 오

랜 시간이 흐른 등을 감안할 때 어도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

명결정이 내려진 날에는 와 같은 장애사유가 소멸하 다고 할

것인 바,앞서 본 신의칙의 법리 시효 단,시효정지 등 민법상

시효제도와의 균형있는 해석상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

된다.

161)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7.31.선고 2012나86576 결에서 1심을 취소하면서 법원

원합의체 결 취지를 인용하 고 법원 2013.10.25.선고 2013다210275 결에서 심리불속

행으로 기각하여 확정되었다.다만 원합의체 결을 인용하 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효 정지에 하여 6개월이라는 에는 변함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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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유형 권리남용에 한 례 : 법원 2013.05.16.선고 2012

다202819 원합의체 결

......( 략)......한편 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

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권리행사의 ‘상

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진실규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

가.단기소멸시효인 3년에 하여 연장된다는 례 : 법원 2013.

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 2013.7.

25.선고 2013다16602 결

......( 략)......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 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09.4.

6.망인들에 한 정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지만,다

른 한편 정리 원회는 2009.8.21.국회와 통령에게 한국 쟁

후 희생사건에 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2010.6.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12.국회와

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견

을 제시하 다.국회에서도 2011.11.17.「한국 쟁 후 민간인 희

생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안」(의안번호 1813885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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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되었으나,그 후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도 있다.

즉 이 사건에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

이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정리 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 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한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

하 으나 피고가 아무런 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 로 개별 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정리 원회의 결정을 토 로 자료를 청구

하는 비교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

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2.14.에 제기되기는 하 지만,

에서 본 것처럼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 까지 피고의 입법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

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이 상당하다.

나.정지기간인 6개월에 한한다는 례 :서울 앙지방법원 2013.

2.8.선고 2012가합503869 결162)

......( 략)......원고들은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그 ‘상당한 기간’은 피

고가 극 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와 같은 법제도의 취지,법원칙 등을 고려하여 6

개월로 이 타당하다.이 사건 소는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 내려진 2010.6.29.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2.

10.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162)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9.26.선고 2013나2004669 결에서는 1심을 취소하면서 원

합의체 결의 취지를 인용하여 상당한 기간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라고 시하 고,

법원 2014.1.16.선고 2013다213939 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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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 다고 볼 수도 없다.

Ⅳ.소결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

야 한다.개별 사건에 한 구체 타당성 때문에 일반 법 원칙을 훼

손하여 궁극 으로는 법 안정성을 무 뜨리고 법 제도의 취지를 무색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견지에서 ‘상당한 기간’역시 쉽게 인정하

기보다는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은 권리행사의 객 인 사실상 장애사유를 규정하

고 있는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여 6개월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왜냐하

면 권리남용 각 유형은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에서 시효정지

와 한 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즉 동일하게 사실상 장애를 가지

고 있는 경우,시효 완성 에는 시효정지규정이 용되는 것이고 시효

완성 후에는 권리남용의 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으로서 고려한다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므로,상당한 기간에 하여는 소멸시효 정지규정

을 유추 용함으로써 족하다.

법원 원합의체 례는 기간에 외를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인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시하 으나,

단기소멸시효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소

멸시효 남용과는 련이 없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 용하여

야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 용하게 되면

‘손해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소멸시효의 기산 을 진실규명 결정일로

늦추어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법원 원합의체 례에서는 단순히 ‘개별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고만

시하고 있는데,이 듯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구체 으로 어떤 경우인

지에 해 례는 그 요건조차 명확하게 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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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용할 수 있는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신의칙

의 용범 를 넓히는 것은 지나치게 법 안정성을 해하는 일이다.설사

원합의체 례에 따라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이 사

건의 경우 시효를 연장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례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근거로 과거사 원회가 과거사 사건에

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국회에서도 「한국 쟁 후 민간

인 희생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헌법재 소는 1950.8.20.을 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

서에서 구 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한 진상조사 그 사

건 피해자들의 명 회복․호 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 의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

청구에 하여 부 법 각하한 바 있다.163)이와 같은 취지에 따르면

과거사 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의 입법의무가 발생하

지 않으며,배ㆍ보상에 한 언 이 없는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배ㆍ보상에 한 입법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유족들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앞서 살펴본 개별 보상법들은 모두 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유독 과거사 사건에 해서만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까

지로 시효를 연장할 합리 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ㆍ18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

제19조(시효)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 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 등의 지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

「민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

제21조(시효)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 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 등의 지

163)헌법재 소 2003.6.26.선고 2000헌마50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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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단,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 에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 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한

특별법」

제33조(소멸시효 등)① 로 미수 지원 을 지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

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

제 7장 결 론

과거사 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재까지도 과거사 사건에 한 심이

뜨겁다.얼마 에는 과거사 사건에 하여 다룬 시사 로그램이 방

되기도 하 다.164)과거사 사건은 한국 쟁과 군부독재를 거치며 발생한

아 과거에 한 증명이므로,민주정권이 수립된 시 에서도

과거사 사건의 의미와 시사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정책 단은 입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 사법에서 고려되

어야 할 것은 아니다.사법 단에서는 과거사 사건의 역사 의의보

다 엄정한 법 용,정립된 법리에의 부합성이 선행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즉 구체 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과거사 사건에 한 결은 2013년 법원 원합의체 결에 의해 한

차례 쟁 정리가 된 후에도 여 히 하 심 결에서 원합의체 결과

다른 결이 나오고 있으며,각 개별 쟁 들에 하여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법원 례들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 되고 있다.동일한 유형

의 사건에 해 법리가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므로,하나의 완성된 법리

164)“ 동굴 미스터리,50년 괴담의 진실”,SBS그것이 알고싶다,2014.9.27.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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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때이다.

사법 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 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하나

의 증거자료일 뿐이고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거나 조사보고

서에 특별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법

원에서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다.이에 따라 법원에서 개별 으로 사실 계를 살펴보아

국가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피고 국가의 소멸시

효 항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는 것은 언뜻 국가의 불법행 에 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염

려가 있지만,국가가 주체라고 하여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니라는 명제는 사회 으로나 확립된 례에 의해서나 명백히 정립

된 원칙이다.이에 따라 구체 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한 타당

성 여부를 살펴보면,①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 은 불법행 당시

는 어도 국회에서 사건에 하여 조사할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②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4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며,③설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이 동일하

게 취 되어야 하고 양자를 구별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받아들일 합리

인 이유가 없고,④피해자 유족들은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상당한 기간은 진실규명일로부터 6

개월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론에 의하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지나치게 법리에만 경도되어 실의 구체 인 문제 을 도외시한 결론이

라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 들은 과거사 사건에

한 배․보상의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개별 결에서 법

원리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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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해서는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배ㆍ보

상 입법을 통한 입법에 의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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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2005 to clear up the past historical issues

concerning genocide and human right abuses. Eventually,

compensatorylawsuitswerefiledagainstthecountrybytheverified

victimsoftheAct.

Thisstudy analyzesthetrialsand examinesthevalidity ofthe

verdictofSupreme Court.The main issue ofthe trials are as

follows:① thestartingpointofthethree-yearprescription②whether

thestatuteoflimitationcanbeappliedinthecase③whetherthe

statuteoflimitationcanbeapplieddifferentlybetweenapplicantand

non-applicant ④whether the period for exercising a right of

compensationbyplaintiffis6monthsor3years.

Firstly,thebeginning dateoftheshortprescriptionin thecases

shouldbethedaywhentheunlawfulactswereconducted.

The beginning date oughtto be determined by the theory of

'divisionoflegalandactualobstacle'.Itseemstobefairthatif

thereisanobstaclewhichhampersone'sabilitytoexerciseone's

right,untiltheobstacleisremoved,itisinappropriatetointerpret

thatthetimetoproperlyexerciseissubjecttolapse.However,since

therewere no legalorobjective obstacle in thecases,the date

cannotbeextendedtothedatewhichtheverificationwasmade.

Secondly,thestatuteoflimitationshouldbeappliedinthecases.

Althoughthereisthelimitationof“A PrincipleofGoodFaith”,such

principleshouldbeexcluded.Thisisbecausetheconcerningcases

aredifferentfrom thecaseswhichappliedtheprinciple,in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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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there were no intentional concealment by the

governmentfollowingthegenocide.

Thir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pplicant and

non-applicantoftruthverificationinthefactthatthegovernment

madethem trustthattheywouldbecompensated.Thus,regardless

oftheexistenceoftheapplication,theprincipleshouldbeapplied

equallytothefamiliesofthevictims.

Fourthly,the period forexercising a rightofcompensation by

plaintiffis6months;Thereisnoreasontoanalogicallyapplythe

three-yearprescription,evenwhenapplyingaconsiderableamountof

periodintheprincipleofgoodfaith.The3yearprescriptionistoo

long a period compared to others Acts of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Keywords:thestatuteoflimitation,A PrincipleofGoodFaith,

truth verification,period for exercise a right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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