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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回復請求權의 硏究*

― 歷史的 및 比較法的 考察 ―

尹     眞     秀**

Ⅰ. 序  論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우리 상속법에 관한 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도 매우 많으며,1) 문헌도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2) 이에 관한 쟁

점도 여러 가지이다. 우선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 외에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권리를 별도로 행

사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개별적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

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가?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공동상속인

도 참칭상속인에 포함되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이러한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

라, 판례상으로도 지난 1991년의 전원합의체 판결3)에 여러 반대의견이 있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생기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

가? 이는 기본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권리와는 별

개의 독립된 권리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개별적 권리의 집합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성격 파악에 있어서

 *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연구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 梁彰洙 교수님과 崔秉祚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이에 관한 판례의 개관은 吳奇斗, “相續回復請求權行使에 관한 判例理論 硏究”, 法曹 1999. 

1, 94면 이하 참조.

 2)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국내의 문헌에 관하여는 尹眞秀,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과 그 除斥

期間의 起算點”, 金容俊 華甲紀念 재판의 한 길, 1998, 478면 이하 참조.

 3) 大判(全) 1991. 12. 24., 90다5740(公 1992, 635).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註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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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연혁 내지 비교법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래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로마법상의 hereditatis petitio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를 나라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의 제도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및 그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민법에의 계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당초의 계획은, 이뿐만 아

니라 현행 민법의 해석론까지 아울러 다루어 보려고 하 으나, 위와 같이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연구에 착수한 후에 

뜻하지 않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의뢰받게 되어,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4) 둘째, 다른 한편으로 상속회복청구권 제도

의 역사적 발전 및 비교법적 고찰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에 이르러 이 또한 독립된 

논문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제도의 源流에 해당하는 로마법을 살펴보고, 또 우리 민법 

규정에 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프랑스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언급

한다. 이어서 우리 민법상의 해석론에서도 주요한 준거로서 원용되는 독일민법 및 

스위스 민법의 규정 및 해석론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우리 민법에 직접적으로 향

을 준 일본 민법의 규정 및 해석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었고, 민법의 규정은 어

떤 과정을 통하여 성립되었는가 하는 점을 탐구하여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종합하여 우리 법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본다.

Ⅱ. 로마法上의 相續回復請求權

로마법은 비교적 초기5)부터 hereditatis petitio라고 불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를 인정하 다.6)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

 4) 尹眞秀(註2)가 그 결과이다.

 5) 로마법의 시기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Kaser에 따라(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2. Bde, 2. Aufl., 1971/1975), 초기의 古로마法(Altrömisches 

Recht, 로마 건국부터 기원전 3세기 중반까지), 중기의 前古典法 및 古典法(Vork-

lassisches und klassisches Recht, 기원전 3세기 중반부터 기원후 3세기 중엽까지) 및 

후기의 後古典法(nachklassisches Recht, 기원후 3세기부터 6세기까지)으로 나눈다.

 6) 그러나 이 명칭 자체는 나중에 생긴 것이고 처음에는 vindicatio hereditatis 또는 

vindicatio familiae(pecuniaeque)라고 불리었을 것이라고 한다. Kaser(註5), Bd. 1, S. 

104 Fn. 1 참조.



174 서울대학교 法學윤     진     수

는 자이면 그가 본래의 相續人(suus)이건 家外者(extraneus)이건, 또 無遺言相續

人이건 유언에 의한 상속인이건 불문하고 될 수 있었다. 반면 그 상대방은 초기에

는 僭稱相續人(pro herede), 즉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로 한정되었다.7) 

그러나 古典期에 이르러서는 점차 이러한 참칭상속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원은 

주장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속인의 상속권을 다투는 자(pro possessore)도 상속회복

청구권의 상대방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등의 다른 

개별적 취득 원인을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었다.8)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송은 所有物返還請求訴訟(rei vindicatio)과 마찬가지로 

對物訴訟(actiones in rem)이었고, 따라서 피고는 對人訴訟(acitones in personam)

과는 달리 응소의무가 없었다.9) 그러나 法務官은, 이처럼 응소를 거부하는 피고에 

대하여 相續財産占有引渡特示命令(interdictum quam hereditatem)을 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응소를 강제할 수 있었다. 이 명령절차에 있어서는 원고는 자신의 상속

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피고가 상속재산 내지 그 代用物을 점유하고 있다

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피고는 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패소하 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점유재산을 인도하도록 선고되었다.10)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dicatio)과 마찬

가지로 誓約節次(per sponsionem)와 方式書에 의한 절차(per formulam petitoriam)

의 두 가지 절차11) 가운데 한 가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화정 후기에 이

르러서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권위있는 법원인 百人法廷(centumviri)에 사

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서약절차가 더 많이 이용되게 되었다.12)

 7) Kaser(註5), Bd. 1, S. 104 f.; Jörs/Kunkel/Selb, Römisches Recht, 4. Aufl., 1987, 

S. 544.

 8) Kaser(註5), Bd. 1, S. 736; Jörs/Kunkel/Selb(註7), S. 544 f.

 9) Kaser(註5), Bd. 1, S. 737; Jörs/Kunkel/Selb(註7), S. 545. 대물소송과 대인소송의 구

별에 관하여는 崔秉祚, 로마법강의, 1999, 526면 참조.

10) Kaser(註5), Bd. 1, S. 737; Jörs/Kunkel/Selb(註7), S. 545.

11) 서약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문제가 문답계약소송(Stipulationsprozeß)의 선결

문제로서 다루어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되며, 그 금액이 訴求되면 그에 대한 판결은 간접적으로 원고의 소

유권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단지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원고에게 넘겨 주기 위한 배

려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피고는 소송물 반환의 보증인을 위한 담보(cautio pro praede 

litis et vindiciarum)라는 형태로 자신이 패소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보증인의 지위에서 약속하게 된다. 반면 방식서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확정과 

원고에의 인도라는 두 가지 목적이 하나로 합쳐졌다. 즉 법관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면 

이를 확인하는 중간적 재판을 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피고가 이에 응하면 그로써 종결되지만, 피고가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관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선서하고 평가한 그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금액 지급을 명하게 된다. 

Kaser(註5), Bd. 1, S. 435 참조.

12) Kaser(註5), Bd. 1, S.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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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의 목적물은 피고가 상속재산에서 취득한 모든 것이었다. 여기

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질권자나 임차인, 受置人 등 어떤 

지위에서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면 된다. 피고가 상속재산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

는, 이미 古典期부터 고의 및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 다. 상속재산으로부터

의 果實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 다. 그러나 過失로 수취하지 않은 果實은 악의의 

점유자만이 반환하여야 하 다.13)

상속재산의 代償物도 반환의 대상이 되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돈으로 피고가 

취득한 물건은, 그것이 상속재산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자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

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소요된 비용이 반환의 대상이 되었다. 상속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피고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 중의 돈을 대여하 을 때에는, 

원고는 그 대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여를 추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상속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

되지 않으나, 원고는 그 변제를 추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변제된 것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었다.14)

서기 129년에 이루어진 원로원 의결15)은, 피고가 상속물을 爭點決定(litis 

contestatio) 전에 매각하여 버린 사건을 다루었는데, 로마의 법률가는 이로부터 상

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도출하 다. 즉 점유를 의식적인 행동에 

의하여 포기한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여전히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에 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그가 이익을 얻고 있는 한도

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16)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dicatio)과 같은, 상속재

산에 포함된 개별적 권리에 기한 청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본 논문

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속회복청구

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인으로

서 취득한 개별적 권리에 기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채권 그 자체

를 행사할 수도 있다.17)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개별적 권리에 

기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역으로 다른 개별적 권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각각의 개별적 권리에 기

한 소송은 상호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속권이 여러 개의 

개별적 권리에 기한 소송에서 매번 선결문제로서 다투어지는 것을 막고, 그 대신 

13) Kaser(註5), Bd. 1, S. 737 f.

14) Kaser(註5), Bd. 1, S. 738.

15) Senatus sonsultum Iuventianum이라고 불리운다.

16) Kaser(註5), Bd. 1, S. 739.

17) 예컨대 채무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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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관은 개별적 소

송을 ‘quod praeiudicium hereditati non fiat’이라는 조건 내지 항변 하에서만 인

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즉 이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도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상속권의 문제

는 이 항변 때문에 개별 소송에도 불구하고 제기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유보되게 되는 것이다.18)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법무관에 의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점유

가 인정된 경우(bonorum possessio)19)에는 상속재산점유인도의 特示命令(interdictum 

quorum bonorum)이라는 제도가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다. 

즉 이 명령이 있으면 법무관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자신이 상속인이라

고 주장하거나20) 또는 아무런 권원을 주장하지 않고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21)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는 후기에 이르러 일시 쇠퇴하기도 하 으나, 유스티

니아누스 황제는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誠意訴訟(bonae fidei iudicia)22)에 포함시켰

다. 이는 여전히 대물소송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피고가 응소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던 相續財産占有引渡特示命令(interdictum quam hereditatem)의 제도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응소를 거부하는 피고의 점유는 강제로 원고에게로 이전되었

다.23) 그 외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은 대체로 유지되었다.24)

Ⅲ. 프랑스 民法上의 相續回復請求權

1. 槪  觀

프랑스 민법은 相續回復請求權(Pétition d'hérédité)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25)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18) Kaser(註5), Bd. 1, S. 739.

19) 이는 누가 상속인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법무관이 명령으로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취급하

여 그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는 Kaser(註5), 

Bd. 1, S, 675 f.; Jörs/Kunkel/Selb(註7), S. 438 f.; 玄勝鍾/曺圭昌, 로마法, 1996, 

1032면 이하 참조.

20)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21) Kaser(註5), Bd. 1, S. 740; Jörs/Kunkel/Selb(註7), S. 547.

22) 이는 법원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에서 다른 소송과 구별된다. Kaser(註5), Bd. 

1, S. 485 ff. 참조.

23) Kaser(註5), Bd. 2, S. 546.

24) Kaser(註5), Bd. 2, S. 546 ff.

25) 1804년의 프랑스 민법 제137조는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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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나 包括受遺者가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주

장하는 제3자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

하여,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승인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정의된다.26)

2. 법적 성격 및 소유물반환청구소송과의 구별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는 우선 그것이 對物訴訟(action réelle)인가 아

니면 對人訴訟(action personelle)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주로 그 소송을 어느 법

원이 관할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데, 이를 대물소송이라고 보게 되

면 상속이 개시된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반면, 대인소송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학설로서는 대인소송이라고 보는 설27)과, 

그 주장되는 권리에 따라 대물소송일 수도 있고 대인소송일 수도 있다고 하는 설28)

도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대물소송으로 본다.29)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所有物返還請求訴訟(l'action en 

revendication)과는 구별되는 권리이다. 즉 후자는 두 당사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

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회복청구권과는 구별된다.30)31)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은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반면,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은 시효에 

있었으나, 이 규정 또한 1977년에 삭제되어 현재 프랑스 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규정이 없

다. M. Donnier, “Option Hereditaire”, in: Juris-Classeur Civil, App. Art. 774 à 

814, n
o
 4; Malaurie/Aynes, Cours de droit civil,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 

3
e
 éd., 1995, n

o
 283 참조.

26) Flour/Souleau, Droit civil, Les successions, par Henri Souleau, 3e éd., 1991, no 

230; Grimaldi, Droit civil, Successions, 4e éd., 1996, no 519 참조. Mazeaud/ 

Mazeaud, Leçons de droit civil, T. 4, Vol. 2, 4
e
 éd., 1982, Successions 

Libéralités, par André Breton,  no 1249는, 이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서로 相容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두 당사자를 대립시키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27) 이 설은 그 근거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의 자격이라는 인적 성질에 관한 분쟁이라는 

점과, 상속재산은 자주 채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든다.  Donnier(註25), no 7의 설명 참조.

28) 문헌의 소개는 Donnier(註25), no 8의 설명 참조.

29) Donnier(註25), n
o
 9;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3 등 참조. 

30) Donnier(註25), n
o
 11;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49.  

31) 일본의 학설 가운데에는 프랑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특수한 訴權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여, 그에 따라 일본 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실체법상

의 권리가 아닌 특수한 訴權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伊藤昌司, 相續法の基礎的諸問題, 

1981, 37면 이하),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李相京, “財産相續

回復請求權論”, 民事裁判의 諸問題 9, 1997, 495면 이하), 이러한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프랑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l'action en pétition d'hérédité 라고 하여 action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여기서 말하는 action이라는 용어가 로마법상의 actio와 같

이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구별되는 訴權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대체로 

우리 법상의 청구권에 상응하는 용어라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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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지 않는 것과 같이 법률상의 취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당사자

상속회복청구권자 내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demandeur)는 상속인에 한정

되지 않고, 包括受遺者 또는 包括名義의 遺贈(legs à titre universel)32)을 받은 자

와 特別相續人(successeurs anomaux)33)이나 포괄적인 상속계약에 의하여 상속인

으로 된 자(institués contractuels universels)34)도 포함한다.35) 반면 특정유증

을 받거나 특정 상속계약을 받은 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6)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은, 다

른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전원을 위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7) 다른 한편 파기원의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더라도 그가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38) 학설상으로는 이를 집단적 점유(saisine collective)에 의하여 설

명하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후순위 상속인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하여 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설명

한다.39)

그 상대방 내지 피고는 상속과 같은 포괄적인 권원을 주장하거나 그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후순위 상속인인 친족이라든지, 상속권의 양

수인 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속과 같은 포괄적인 권원을 

주장하는 사람 등이다. 청구권자와 동순위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상속재산의 

전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상속권을 부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이 경

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40)41) 그러나 그러한 포괄

32) 프랑스 민법 제10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명의의 유증(legs à titre universel)은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1인 또는 수인의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33) 이는 가령 입양된 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 을 때에는 그가 양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유

증받은 재산은 그 양부모나 양부모의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프랑스 민법 제368-1조) 등

과 같이 상속재산 중 일부만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34) 프랑스에서는 부부 사이에 한하여 계약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이 허용된다. 프랑스 민법 제

1390조 참조.

35) Donnier(註25), n
o
 23;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1 등.

36) Donnier(註25), n
o
 26. 

37) Donnier(註25), no 27.

38) 민사부 1923. 5. 8. 판결(D. 1926, 1, 119) 등. Donnier(註25), no 28에서 재인용.

39) Donnier(註25), n
o
 28;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1 등. 

40) Donnier(註25), n
o
 29 et suiv.

41) 그러나 잠정적인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eur provisoire, 프랑스 민법 제815-6조 등)

이나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관리인(curateur à succession vacante) 등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Donnier(註25), n
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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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권원을 주장하지 않는 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고 소유물반

환청구밖에 될 수 없다. 결국 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밝혀져야만 원고의 청구의 

성질도 결정될 수 있고, 이 점에서 프랑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

의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와 소유물반환청구

를 동일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42)

4.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

상속회복청구권은 프랑스 민법 제2262조가 규정하는 30년의 消滅時效(prescription 

extinctive)에 걸리고, 이 점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소유물반환청구(l'action 

en revendication)와는 구별된다.43) 그런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30년의 기간에 걸리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의 선택권의 소멸시효

(프랑스 민법 제789조)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후자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진행되는 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3자가 명백히 참칭상

속인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한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44)

5. 相續回復請求權 行使의 效果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원고가 패소한 경우와 승소한 경우로 나누

어 볼 필요가 있고, 승소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당사자 사이의 효과와 제3자

에 대한 효과로 다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는 상속

재산을 되찾아올 수가 없게 되지만, 그 판결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비

록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 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의 효과가 다른 상

속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가. 원고 승소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패소한 피고는 그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환의 

범위는 그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다르다. 선의일 때에는 피고는 상속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반환하면 

된다. 그리고 그는 원고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수취한 과실은 보유할 수 있으며, 물

건의 멸실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45) 반면 피고가 악의인 

42) Mazeaud/Mazeaud/Breton(註26), no 1252.

43) Donnier(註25), n
o
 43;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5 등.

44) Donnier(註25), n
o
 44;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5 등.

45) Donnier(註25), n
o
 51;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8; Grimaldi(註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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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는 상속재산을 그가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으면 그 시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果實도 이미 소비한 것까지 반환하여야 

하고, 물건의 멸실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46)

피고가 반환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피고

의 선의 여부와는 관계 없고, 그 비용이 필요비인가, 유익비인가 아니면 奢侈費인가

에 따라 결정되는데, 필요비는 전액 상환의 대상이 되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

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되며, 사치비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7)

나. 원고 승소의 경우 제3자와의 법률관계

상속회복청구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일반 원칙에 따르면 그 상대방

은 무권리자 으므로, “누구도 自身이 가지는 것 이상의 權利를 다른 사람에게 讓

渡할 수 없다(nemo plus iuris ad alium transferre potest quam ipse habet)”

라는 法諺에 따라 그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그 상대방으로부터 動産을 취득한 자

는 프랑스 민법 제2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善意取得을 할 수 있다. 또 상속채무자

가 상대방을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믿고 그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프랑스 

민법 제12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보호

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취득자는 프랑스 민법 제2262조 및 제2265

조의 규정에 따라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48)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고, 그에 따라 판

례가 발전시킨 것이 이른바 表見相續人의 이론(théorie de l'héritier apparent)이

다.49)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양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견지에서

도 죽은 사람의 진정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는 表見相續人에 해당하

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언이 없었다고 하여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인으로 되

no 525 등 참조.

46) Donnier(註25), no 52; Mazeaud/Mazeaud/Breton(註26), no 1258; Grimaldi(註26), 

no 525 등 참조.

47) Donnier(註25), n
o
 53. 

48) Donnier(註25), n
o
 56 et suiv.;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58 등 참조.

49) 이러한 表見相續人 내지 外觀上의 相續人의 문제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表見所有權 내지 外

觀上의 所有權(propriété apparente)의 문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表見相續人의 문제가 판례상 먼저 인정되었고, 그 후에 이러한 법리가 다른 表見所有權의 

경우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尹智炫, “프랑스 民法上의 外觀理論에 대한 硏究”, 서울

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0, 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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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포괄유증을 한 유언이 발견되었다거나, 

한 유언에 의하면 A에게 유증을 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 후에 뒤의 날짜로 다른 사

람에게 포괄유증을 하는 내용의 유언이 발견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뒤늦

게 알려진 경우와 같다.50) 

이는 대체로 1875년 이후의 파기원 판례가 “공통의 착오는 법을 만든다”(Error 

communis facit jus)라는 로마법 이래의 법원리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51) 

이러한 表見相續人의 이론에 의하여 제3자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

건이 필요하다.52)

첫째, 有償行爲(acte à titre onéreux)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無償行爲의 상대

방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유상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의 매

매라든가, 저당권의 설정 및 임대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상속분의 양도 등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의 양도(mutations à titre 

universel)가 아니라 특정 권리의 양도(transfert à titre particulier)여야 한다. 

그러한 포괄적인 권리의 양도는 참작되어야 할 예외적인 신뢰의 이익을 가지지 않

기 때문이다.53)

셋째, 제3자는 善意(bonne foi)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제3자는 표현상속인이 진

정한 상속인이라고 믿고, 또는 그의 상속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그와 거래를 

하 어야 한다. 이러한 선의는 사실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법률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진정한 상속인이 

그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表見相續人 자신의 선의는 요구되지 않으며, 그

가 惡意여도 아무런 향이 없다.

넷째, 제3자의 착오가 공통의 것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erreur 

commune et invincible). 여기서 공통의 착오라 함은 원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공유되는 것(partagée par tous)이어야 하고, 따라서 단 한 사람만의 착오는 그것

이 아무리 중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착오

란 착오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매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54) 다만 많은 판례는 단순히 공통의 착오만을 요구할 뿐 극복할 수 없는 착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착오를 인정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태도

50) Donnier(註25), no 60; Mazeaud/Mazeaud/Breton(註26), no 1259.

51) 破棄院 審査部 1875. 8. 4. 판결(D. P. 76, 1. 123; S. 76, 1, 8). 상세한 판례의 소개

는 Donnier(註25), no 62 참조. 

52) Donnier(註25), n
os
 65 et suiv.;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61; Grimaldi 

(註26), n
o
 527 등.  

53) Donnier(註25), n
o
 68;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61. 

54) Mazeaud/Mazeaud/Breton(註26), n
o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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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55)

이러한 표현상속인의 이론이 적용되면 제3자는 표현상속인과의 행위에 의하여 권

리를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청구에 대하여 항변의 방법으로 물리

칠 수 있게 된다.56) 이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표현상속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Ⅳ. 獨逸 民法

1.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독일 보통법은 로마법이나 프랑스법과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를 인정하

고 있었다.57) 그러나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를 별도로 인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제1초안 제정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즉 상속인의 상속

권 그 자체의 침해 및 그러한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상속인은 법률에 의하여 모

든 면에서 피상속인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단지 이와 같은 개별적인 

상속에 의한 권리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순히 상속권을 다투는 것은 권리의 침해

가 아니라고 한다. 로마법상의 상속회복의 訴는 法制史的 근거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뿐 상속법의 성질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草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별적 소송과는 구별되는, 상

속재산의 인도를 구하는 특별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규율하기로 결정하 다. 

즉 진정한 상속인과,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개별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각 발생하는 개별적 청구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적정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참칭상속인에게 情報提供義

務(Auskunftspflicht)를 부여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

건을 대상으로 하며, “물건은 가격을 대신한다(res succedit in locum pretti)”는 

원칙을 채택하고, 수익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상속인을 우대하고, 반면 비용상환의 

점 및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비용상환이 문제될 때에는 상속재산을 

55) Donnier(註25), no 76; Mazeaud/Mazeaud/Breton(註26), no 1261.

56) 이는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Mazeaud/ 

Mazeaud/Breton(註26), n
o
 1262; Grimaldi(註26), n

o
 527.

57) Wieling, Hereditatis petitio und res judicata, JZ 1986, S. 6; 副田隆重, “相續回復請

求權に關する一考察(1)”,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78, 1978, 48면 이하 참조.

58) Motive V. S. 576 =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 5, 1899/1979, S.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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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서 다룬다는 점에서는 참칭상속인을 우대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개별 청구권과 관련하여 일반 원칙에 따를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포

괄적 청구권(Universalanspruch)을 전제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가 문

제되나, 後者의 해결책이 진정한 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보다 간단하

게 한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상속재산의 법원 관

할(독일민사소송법 제28조)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도 좋다고 하 다.59)

이러한 논의는 제2초안 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여기서는 참칭상속인에게 정

보제공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을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

려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심의의 경과에서, 상속인과 참칭상속인(Erbschaftsbesitzer)

의 관계를 통일적인 것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또 참칭상속인의 의무는 상속재산 전

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속재산을 

전체로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하나의 

전체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 청구권을 수정할 것인가 하는 점인

데, 상속재산은 전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견해에 따르게 되면, 상속인에게 전체적 청

구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게 된

다고 한다.60)

2. 독일 민법의 규정

이러한 논의를 거쳐 독일 민법은 제2018조에서 2031조까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請求權者

청구권자는 진정한 상속인이다(제2018조). 공동상속인61)이건 단독상속인이건 묻

지 않는다. 유언집행자(제2205, 2209조), 상속재산 관리인(제1985조), 파산상속재

산 관재인(파산법 제6조) 등도 상속인 대신 청구할 수 있다.62)

59) Motive V. S. 577 = Mugdan(註58), S. 309.

60) Prot. S. 7812 ff. = Mugdan(註58), S. 475 ff.

61) 그러나 공동상속인은 제2039조를 유추하여 모든 상속인에게 급부할 것 또는 모든 상속인

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수치인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Staudinger/Gursky,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3. Aufl., § 2018 Rz. 1

62) 이 이외에 제1960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승인이 있기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자도 

청구권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상세한 것은 Staudinger/Gursky(註

61), § 2018 Rz.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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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

상대방은 僭稱相續人(Erbschaftsbesitzer), 즉 실제로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상속권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에서 무엇인가의 점유를 취득한 자이다(제2018조).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분을 주장하는 자도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는 한도에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만,63) 상속권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매매 등 다른 個別權原

(Einzeltitel)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나, 아무런 권원을 주장하지 않은 

채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possessor pro possessore)는 상대방이 될 수 없

다.64) 최초에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점유를 취득하 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면 역시 참칭상속인이다.65)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66)을 취득한 자도 상속회복청

구권의 상대방이 된다(제2030조).

다. 청구권의 내용

참칭상속인은 그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제2018

조). 그 반환의 대상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차인이나 용익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물건도 포함된다.67) 반환의 대상에는 단순

한 점유뿐만 아니라 예컨대 참칭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경료받은 등기 등도 포

함된다.68)

나아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대가로 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代位

物, Surrogat)도 반환하여야 한다(제2019조 제1항). 또한 참칭상속인이 취득한 收

益도 반환의 대상이 되며, 참칭상속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한 과실도 마찬가지이다

(제2020조). 

라. 僭稱相續人의 責任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그가 善意인가 여부 및 소송계속 

前인가 後인가에 따라 다르다.

선의의 소송계속 전의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당이득

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의무를 부담한다(제2021조). 따라서 이익이 현존

63) Staudinger/Gursky(註61), § 2018 Rz. 6; Brox, Erbrecht, 16. Aufl., Rdnr. 549 등.

64)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인 비판이 없지 않다. Staudinger/Gursky(註61),     

§ 2018 Rz. 6 참조.

65) Staudinger/Gursky(註61), § 2018 Rz. 8.

66) 상속재산 전체 또는 상속분을 의미한다. Brox(註63), Rdnr. 550.

67) Staudinger/Gursky(註61), § 2018 Rz. 19; Brox(註63), Rdnr. 552 등.

68) Staudinger/Gursky(註61), § 2018 Rz. 20; Brox(註63), Rdnr. 55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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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제818조 제3항). 반면 소송계속 후이거나 악

의의 참칭상속인은 소송계속 후의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023, 2024조), 그는 수취하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도 반환책임이 있

고(제987조 제2항), 상속재산이 그의 귀책사유로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등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989조). 

나아가 참칭상속인이 범죄행위 또는 금지된 자력구제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

한 때에는, 그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자력구제의 경우

에는 선의의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실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만 그러한 책임이 

있다(제2025조).

마. 僭稱相續人의 費用償還請求權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상속재산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2022조 이하에서 규정하

고 있다. 즉 참칭상속인은 모든 비용과 상환하여서만 상속재산 등의 반환의무가 있

다(제2022조 제1항 전단). 그러나 이 규정은 제2023조, 제2024조 등과 관련시켜 

보면 善意의, 소송계속 전에 비용을 지출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69)

반면 악의이거나 소송계속 후에 비용을 지출한 참칭상속인은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제994 - 1003조)에 따르게 되므로, 참칭상속인은 사무관리에 관

한 규정(제677조 이하)에 따라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994 - 996조, 제998조).

바.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와 僭稱相續人의 取得時效 排除

독일민법 제2025조는, “참칭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는 한, 그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점유한 물건의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설상으로는 이 규정에서 우선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 기간은 독일 민법 제195조가 규

정하고 있는 30년이다.70)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전체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득하 을 때이다.71)

69) Staudinger/Gursky(註61), § 2022 Rz. 1; Brox(註63), Rdnr. 559 참조.

70) Staudinger/Gursky(註61), § 2026 Rz. 1; Brox(註63), Rdnr. 568. 다만 참칭상속인이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2025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제852조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71) 통설. Staudinger/Gursky(註61), § 2026 Rz. 2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참조. 반대설은 

각 상속재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그 지배를 취득하 을 때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고 한다. Staudinger/Gursky(註61), § 2026 Rz. 2; Lange/Kuchinke, Lehrbuch 

des Erbrechts, 4. Aufl., 1995, § 40 Ⅳ 7.(S. 1005) 등. 이 문제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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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참칭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 한 상속인

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속한 물건의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2026조). 가령 

참칭상속인이 선의이면 그는 동산에 관하여는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취득하게 

되지만(제937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의 3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

인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72)

사. 相續人의 情報提供請求權

독일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제도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특징

적인 것은 상속인에게 情報提供請求權(Auskunftsanspruch)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자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독일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내용과 

그 소재에 대하여 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27조 제1

항).73) 나아가 이러한 정보제공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으며, 승

소판결을 받으면 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강

제집행할 수 있다.74) 그리고 참칭상속인이 제시한 상속재산의 목록이 충분한 주의

를 가지고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

이 가능한 한 완전히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을 요구할 수 있다.75)

이러한 정보제공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즉 독일에서도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고는 변론종

결시까지는 반환을 구하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자로서는 

1차로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 상속재산에 대

하여 반환청구를 함으로써76) 결과적으로 상속인의 포괄적인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77)

72) Staudinger/Gursky(註61), § 2026 Rz. 9; Brox(註63), Rdnr. 569 참조.

73) 참칭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점유

를 취득한 자 및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과 동일한 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도 그와 같

은 의무를 부담한다(제2027조 제2항, 제2028조 제1항). 

74) Brox(註63), Rdnr. 565.

75) 독일 민법 제259 - 261조 참조.

76) 이른바 段階訴訟(Stufenklage).

77) Staudinger/Gursky(註61), Vor §§ 2018 ff. Rz.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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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相續回復請求權과 個別的 請求權의 관계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 또

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등에 기한 청구권 등의 개별적 청구권(Einzelanspruch)

과의 관계는 독일 민법 시행 후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 민법은 제

202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참칭상속인의 책임

은 상속인이 개별 상속대상에 관하여 가지는 청구권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속회복청

구권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속인

이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하건 아니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건 큰 차이는 없게 

된다.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와, 양자가 별개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 다. 현재

의 대다수의 견해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독립된, 상속권(Erbrecht)의 

침해에 기인하는 하나의 包括的 請求權(einheitlicher Gesamtanspruch)이라고 보

고 있다.78) 이에 따르면 제2029조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을 별개로 보

고 있으며, 다만 선의의 소송계속 없는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목적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별적 청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한다.79) 그

러나 과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고, 상속

회복청구권은 상속법적으로 수정된 개별적 청구권이라거나,80) 개별적 청구권의 集

合81)이라고 보는 설이 있었다.82)

최근에는 Gursky가, 기본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라는 통설을 따르면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실제로는 동질적인 것이 아니

라 물권적인 권리와 채권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청구권의 묶

음이지만 법이 특정한 점에 있어서는 단일한 청구권처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83)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있어서는 통설과 같이 참칭상속

78) MünchKomm/Frank, 3. Aufl., 1997, § 2018 RdNr. 7 및 그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

헌 참조.

79) Staudinger/Gursky(註61), Vor §§ 2018 ff. Rz. 10.

80) Binder, Die Rechtsstellung des Erben, 1904, §§ 49 bis 54; Lent, Die Gesetzeskonkurrenz 

im Bürgerlichen Recht und im Zivilprozeß, Bd. Ⅰ, 1912, S. 242 ff., 255. 

MünchKomm/Frank(註78), § 2018 RdNr. 8에서 재인용.

81) Hellwig, Anspruch und Klagerecht, 1900, § 7 Ⅰ은 이를 Summe라고 표현하고, Oertmann, 

AcP 123(1925), 129, 157은 이를 Zusammenfassung이라고 표현한다. MünchKomm/ 

Frank(註78), § 2018 RdNr. 8에서 재인용.

82) 근래의 Wieling(註57), S. 7 f.도 독립된 相續權(Erbrecht)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침

해를 이유로 하는 특별한 상속회복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83) Karl-Heinz Gursky, “Zur Rechtsnatur des Erbschaftsanspruch”, in: Tradition und 

Fortentwicklung im Recht, Festschrift zum 90. Geburtstag von Ulrich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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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단 하나의 상속재산의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각 상속재산에 대한 개개의 점유취득시마다 새로운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84)

어쨌든 현재의 학설이나 실무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은 각각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85)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를 가진다는 점 및 피고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각 

개별적 청구권의 특별한 요건(예컨대 소유권의 존재 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둘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의 대상도 

소유자의 반환청구권 등과는 달리 단순히 물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권리나 점유 또

는 등기부의 경정 등을 포함한다.

셋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성격이 물권적인 것이건 채권적인 것이건 불문하고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개별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에 따라 다르다.

넷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변론종결시까지는 반환의 대상이 되

는 개별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제소 당시에 그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어도 그 후 소의 변경 절차(독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호)에 의하지 않고서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

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25조).

여섯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관할은 참칭상속인의 一般裁判籍(독일 민사소송법 

제13조 이하)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特別裁判籍(독일 민사소송법 제27조86))이 있

는 법원에 속하게 되지만, 가령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

산에 관한 특별재판적은 인정되지 않고, 이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독

일민사소송법 제24조)이 인정될 수 있다.

Lübtow, 1991, S. 211 ff., 특히 221 ff.; Staudinger/Gursky(註61), Vor §§ 2018 Rz. 

12 ff.

84) Staudinger/Gursky(註61), § 2026 Rz. 2.

85) Schlüter, Erbrecht, 13. Aufl., 1995, RdNr. 609 ff.

86)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一般裁判籍 또는 최후의 국내주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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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위스 民法

1. 槪  觀

스위스 民法(ZGB)이 제정되기 전에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각 Kanton의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별도의 독립된 상속회복청구소송(Erbschaftsklage)

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청

구권(Einzelansprüche) 내지 단일소송(Singularklage)만을 인정하고 있었다.87) 

그러나 스위스 민법은 제598조에서 제600조까지 상속회복의 訴(Erbschaftsklage)

를 규정하고 있다. 

2. 性  格

상속회복의 소가 개별적 청구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관하여는 과거에는 이는 

특별한 우대를 받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Summe)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견

해 또는 그와 반대로 이는 당사자 중 누가 더 나은 상속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의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청구권이라는 견해88)도 

주장되었으나,89)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는 특별한 독자적인 청구권 내지 소송이지

만, 단순히 상속자격 그 자체에 관한 다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상속재

산 전체나 개별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청구권과 어떤 방식으로건 대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90)

이러한 상속회복의 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91) 첫째, 포괄적 소

송(Gesamtklage)으로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다. 둘째, 이는 원고의 상속법상의 자격을 다투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絶對的, 物權的 請求權{ein absoluter(dinglicher) Anspruch}이다. 셋째, 이는 단

순히 상속인의 자격만을 확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

는 이행의 소(Leistungsklage)이다.

87) Berner Kommentar(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Picenoni, ZGB, 

Erbrecht, 2. Abteilung, 2. Aufl., 1964,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4.

88) 따라서 이 견해는 그 상대방을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로 한정한다.

89) 문헌의 소개는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7 f. 참조.

90)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9.

91)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1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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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內  容

가. 原告

상속회복의 소의 원고는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 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92) 그 상속인의 

지위를 근거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93)

나. 被  告

상속회복의 소의 정당한 피고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넓은 편이다. 구체적으

로는 다음과 같다.94)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참칭상속인(possessor pro 

herede)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는 자95)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96), 아무런 권원의 주장 없이 상속재산

을 점유하는 자(possessor pro possessore)와 당해 반환청구의 대상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 및 이러한 자들의 승계인 등이다.97)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는 상속회복의 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나 자신이 공동상속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만이 가

능하다.98)

문제는 상대방이 매매와 같은 特定權原(Sondertitel)을 주장할 때에는 어떠한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즉 상대방이 그 상속재산의 

취득의 특정권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하여야만 원고의 상속회복의 소가 배척되며, 이때에는 원고로서는 

92) 법정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상속인도 포함하며, 단독상속인뿐만 아니라 공동상속

인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 내지 유언에 의하

여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고, 자신을 상속인에서 배제하는  死因處分이 없

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21.

93) 상속재산의 양수인(Erbschaftskäufer) 또는 상속분의 양수인(Käufer eines Erbanteils)은 

제외된다.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Art. 598 Rz. 15.

94)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Art. 598 Rz. 18 ff.

95) 실제로 유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유증 무효의 訴가 선행되어야 한다. Berner Kommentar/ 

Picenoni(註87), Art. 598 Rz. 20.

96) 이 때에는 減殺의 訴(Herabsetzungsklage)가 선행되어야 한다. Berner Kommentar/ 

Picenoni(註87), Art. 598 Rz. 21.

97) 그러나 선의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의 소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Art. 598 Rz. 25는 이를 부정하나, Ferid/Firsching, 

Internationationales Erbrecht, Bd. 5, Schweiz, 3. Aufl.(Loseblatt), Grundzüge Rz. 

136은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98)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Art. 598 Rz. 12; Tuor/Schnyder/Schmid, Das 

Schweizerische Zivilgesetzbuch, 11. Aufl., 1995, S.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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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99) 여기서는 스위스 연방법원

의 한 판결례100)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문헌은, 이 문제에 관한 판례

는 적어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판례는 피고가 단지 하나의 특정 권원

(nur einen Sondertitel)만을 주장할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

속회복의 소에서는 선결문제로서 그 특정문제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고 설명한다.101)

다. 內  容

상속회복의 소의 내용은 상속재산 내지 개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다. 스위스 민법 제599조 제1항은 이 경우에 점유에 관한 규정102)에 따르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피고가 선의인가 악의인가 여부가 중요하다. 

반환을 소송상 청구할 때에는 개개의 상속재산을 반드시 열거할 필요는 없으며, 

그 판결의 집행단계에서만 이를 특정하면 족하다.103)

나아가 반환의 목적물이 현존하지 않지만 피고가 그 대가로서 취득한 것이 있을 

때에는 物上代位의 原則(Grundsatz der dinglichen Surrogation)에 따라 이를 반

환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는 없지만, 상속재산이 가지는 特別財産

(Sondervermögen)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04)

라. 消滅時效

상속회복의 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은 그 상대방이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다르다. 상대방이 선의이면 원고가 피고의 점유 및 자신의 우월하는 권리를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내지 피상속인의 死因處分이 공개된 때부터 

10년이고, 상대방이 악의이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이다(제600조). 악의의 상

대방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의 언급이 없으나, 10년의 소

멸시효의 기산점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105)

99)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17 f. 

100) BGE 41 Ⅱ 26 f.

101) Tuor/Schnyder/Schmid(註98), S. 536. 후자의 판례의 예로서는 BGE 119 Ⅱ 114를 

들고 있다.

102) ZGB 제938조에서 제941조까지.

103)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19.

104)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Art. 599 Rz. 14 ff.; Tuor/Schnyder/Schmid

(註98), S. 537. 

105)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Art. 600 Rz.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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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相續回復의 訴와 個別的 請求權의 關係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상속회복의 소와 개별적 청구권은 서로 별개로 인식되고 있

으므로 양자는 경합하는 관계에 있고, 당사자는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106) 그러나 양자는 다

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07) 첫째, 입증책임의 면에서 상속회복의 소의 원고는 자신

의 상속권과, 반환청구의 대상이 상속재산이라는 사실 및 피고가 상속재산을 점유

하고 있고,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108) 둘째, 소멸시효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셋째, 상속회복의 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

하지 못한다(제599조 제2항). 넷째, 대위의 원칙이 개별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다섯째, 재판의 관할법원에 차이가 있다. 여섯째,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법관이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즉 담보제

공의 명령(Anordnung der Sicherstellung)이나 등기부에의 假登記의 授權 등을 

명할 수 있으나(제598조 제2항), 개별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5. 法政策的 評價

이처럼 스위스 민법은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제적인 

의미는 입법자가 가졌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판례도 별로 많

지 않아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裝飾的인 役割(dekorative Rolle)」에 그친다

고 말하기도 한다.109)

Ⅵ. 일본 민법

1. 현행 법까지의 경위

일본의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제884조 한 조문만을 두고 있다. 

동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개시

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106)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17 f.

107)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17. 또한 Tuor/Schnyder/Schmid(註98), S. 537도 참조.

108)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21 ff. 참조.

109) Berner Kommentar/Picenoni(註87), Vorbemerkungen zum fünften Abschnitt, Rz.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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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연원은, 이른바 일본 舊民法110) 證據編 제155조에서 유래하는 것인

데, 동조는 相續人 또는 包括權原의 受遺者 또는 受贈者의 遺産請求의 訴權은, 相續

人 또는 包括權原의 受遺者 또는 受贈者의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속의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기초한 

Boissonad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즉 이 규정은 로마법에 연원을 가지는 프

랑스 민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의 訴權(action en pétition d'hérédité)에 

상당하는데, 그 취지는 원고가 상속인 또는 그 외의 포괄권원을 가지는 자이고, 또 

피고가 자기의 상속권 등 포괄권원을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권리

행사는 일률적으로 3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이 의미하는 바

는, 첫째, 30년의 시효가 만료하기까지는 점유자측의 취득시효111)를 배제한다는 

점, 둘째, 3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상속권의 소재를 다

툴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장기의 시효에 걸리게 하

여 통일적인 취급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로마법 이래의 연혁과 함께, 그러한 당사

자 사이에 있어서 상속 자격의 다툼은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귀속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12)

그 후 1898년에 제정된 일본 민법은, 제966조에서 家督相續의 회복청구권에 관

하여 대체로 현행 제884조와 같이 상속개시시부터 20년, 상속권 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5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993조에서 이 규정을 遺産相續에 관하

여 준용하고 있었다. 家督相續回復請求權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 제966조의 취지에 

관하여, 起草者인 穗積陳重은, 家督相續과 같은 것은 상당히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 

家의 조직이나 제3자의 이해에도 관계를 미치기 때문에,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특히 단기간에 그 권리를 주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소

유권의 소재를 정하는 것이 본래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고,113) 遺産相

續回復請求權에 관한 제993조에 관하여는 제정 당시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

다.114)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민법상 家督相續의 회복청구권에 관

한 규정은 주로 법률관계의 早期 安定 내지 戶主權의 소재를 조기에 확정하는 데 

있었고, 이 점은 遺産相續回復請求權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110) 이는 프랑스 학자 Boissonade가 기초하여 1888년(明治 21년)에 공포되었던 것이나 시행

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111) 부동산에 대하여는 善意이면 15년, 惡意이면 30년, 동산에 관하여는 善意이면 즉시, 惡意

이면 30년. 

112) 再閱修正民法草案注釋 第五編 七五八頁 이하. 副田隆重, “民法 八八四條(相續回復請求權)”, 

廣中俊雄/星野永一 編, 民法典の百年 Ⅳ, 1998, 166면에서 재인용.

113)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日本學術振興會版), 五八卷 二丁 이하. 副田隆重, “相續回復

請求權”, 星野英一 등 編, 1984, 民法講座 7(親族․相續) 435 -436면에서 재인용.

114) 副田隆重(註113),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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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일본 민법이 개정되어 家督相續制度가 폐지되면서, 

위 제966조는 삭제되고, 그 대신 현행 제884조가 유산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 민법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간단한 규

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많은 문제점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것

이 된다.

2.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論

일본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 등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특별한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獨立權利說115)과, 이와 반대로 상

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서,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

문에 상속회복청구권도 편의상 1개의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集合

權利說116)로 크게 나누어진다.117) 이 이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이름 그대로 청구

권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종의 특수한 訴權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18) 실제

에 있어서 양 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독립권리설은 이를 긍정

하는 반면, 집합권리설은 이를 부정한다.

일본의 판례는 현재 집합권리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119)

3. 相續回復請求權의 相對方

僭稱相續人(表見相續人)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

선 공동상속인도 이러한 참칭상속인에 포함되는가, 즉 공동상속인 상호간에도 상속

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서만 다루어

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120) 일

본의 판례는 공동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121)

115) 예컨대 中川善之助․泉 久雄, 相續法, 제3판, 法律學全集 24, 1988, 45면 등.

116) 예컨대 鈴木祿彌, 相續法, 改訂版, 1996, 59 - 60면 등.

117) 학설의 상세는 泉 久雄, 新版 注釋民法(26), 1992, 89면 이하; 小川榮治, 民法 Ⅹ(相續), 

注解法律學全集 19, 1995, 29면 이하 참조.

118) 伊藤昌司(註31), 37면 이하 참조. 여기서는 상속에 관한 분쟁 자체를 하나의 형으로 특

정하고 한정시켜 버리면 단적으로 실제적 해결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회복청구권

을 하나의 訴權으로 파악하고 이 특수한 소권에 의하여서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분쟁의 

형과 당사자를 명확하게 한계지우면 된다고 한다.

119) 후술하는 最高裁判所 1978(昭和 53). 12. 30. 大法廷 판결(民集 32권 9호 1674면) 등 

참조.

120) 상세한 것은 副田隆重(註112), 448면 이하; 泉 久雄(註117), 116면 이하; 小川榮治(註

117), 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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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僭稱相續人(表見相續人) 이외에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상속

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가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과거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

으나,122) 현재의 통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고,123) 근래의 판례124)도 이를 긍정하

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여진다.

4. 판례에 의한 消滅時效 援用의 制限

그런데 最高裁判所 1978(昭和 53). 12. 30. 大法廷 판결(註 119)은 상속회복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원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좁혔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상

속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상속에 

관계 없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은 일반의 재산의 침해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고, 상속재산회복이라고 하는 특

별한 제도를 인정하여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상 일반의 침해재산

의 회복으로서 취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침해자를 表見相續人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상속권이 없는 것을 알거나 또는 

그러한 자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

로 상속인이라고 칭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자는, 자기의 침해행위를 정당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구실로서 상속이라는 이름을 빌리거나 또는 그와 同視하여야 

하는 데 지나지 않고, 실질에 있어서는 일반의 물권침해자 내지 불법행위자로서 이

른바 상속회복청구제도의 범위 밖에 있는 자이며, 그 당연한 귀결로서 상속회복청

구권의 소멸시효의 원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것 및 상속재산 가

운데 그 1인 또는 수인의 본래의 지분을 넘는 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속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부분도 자기의 지분에 속한다고 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관하

여 그 자에게 상속에 의한 지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그 부분도 자기의 지분에 속한다고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는, 상속회복청구제도의 적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1인 또

는 수인이 위와 같이 상속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침해의 

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를 원용하여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121) 위 最高裁判所 1978(昭和 53). 12. 30. 大法廷 판결(註119).

122) 大審院 1929(昭和 4). 4. 2. 판결(民集 8卷 237頁) 등.

123) 상세한 것은 副田隆重(註112), 450면 이하; 泉 久雄(註117), 116면 이하; 小川榮治(註

117), 34면 이하 참조.

124) 最判 1995(平成 7). 12. 5(判時 156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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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판례는 惡意 또는 과실 있는 表見相續人(僭稱相續人)은 상속회복청구권

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

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좁혔고, 따라서 실제로 상속회복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에 속하게 되었다.125) 그러나 이 판

결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많다.126)

Ⅶ. 우리나라에서의 相續回復請求權制度의 繼受

1. 傳統法

우리나라의 전통법에는 따로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다른 분쟁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經國大典 戶田 田宅條에 의하면, 일반 부동산에 관하여는 

呈訴期限127)이라고 하는 일종의 出訴期限 내지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어서, 5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凡訟田宅, 過五年勿聽), 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이다

(父母田宅合執者). 이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呈訴期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勿限年).128) 물론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에 

국한된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 일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상속의 경

우에 있어서는 다른 경우보다 상속인을 더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고의 표현이라고 

하겠다.129)

2. 1910년 이후의 判例

가. 초기의 판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910년의 日本의 倂合 후 점차 변하 다. 원래 당시 민사

125) 나아가 日最判 1995(平成 7). 12. 5(註124)는, 이처럼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도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 다. 이에 대

한 評釋으로는 伊藤昌司, “民法第八八四條の現況”, 判例タイムズ No. 918, 71면 이하; 松

本克美, “單獨名義で相續の登記を經由した共同相續人の一人から不動産を讓り受けた者と相

續回復請求權の消滅時效の援用”, 判例時報 1588호, 219면 이하 참조.

126) 小川榮治(註117), 38면 이하 참조.

127) 呈訴期限에 대하여는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1974, 261-7면 참조.  

128) 원문은 다음과 같다. “凡訟田宅, 過五年勿聽. [註] 盜賣者 相訟未決者 父母田宅合執者 因

幷耕永執者 賃居永執者 不限年.” 沈羲基, “朝鮮時代의 呈訴期限法”, 比較法實務硏究 [Ⅰ], 

1997, 269면에서 재인용. 

129) 沈羲基(註128), 271면은 이로부터 조선시대 사람들의 강한 諸子女均分相續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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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적용법령을 규정한 朝鮮民事令130) 제11조는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

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慣習에 의한다고 규정하 으므로 상

속회복의 문제에 관하여도 慣習에 의하여야 하 다.

그리하여 당시의 한반도의 終審 法院인 朝鮮高等法院 판례는, 초기에는 “朝鮮에 

있어서 正當相續人의 상속회복권을 부정하는 관습은 없으므로 상속인이 된 자가 상

속을 한 때에는 不法相續人에 대하여 相續回復權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不法相

續人으로부터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

다.131)

그리고 朝鮮高等法院 1920(大正 9). 3. 12. 판결132)은, 이러한 권리가 시효에 

걸리는가에 관하여, 舊韓國 光武 9년133)의 刑法大典 제16조에는 聽訟하는 기한은 

民事詞訟은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민사의 소송은 

그 물권․채권에 기한 소송인지 친족법․상속법상의 권리에 기한 소송인지를 묻지 

않고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出訴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형법대전은 隆熙 2년134)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9호에 의

하여 개정되어 위 제16조의 규정은 개정법률에 의하여 消除되었고, 동시에 시행된 

民事訴訟期限規則에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상속법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송기한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隆熙 2년 8월 1일 이래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출소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로 되었으며, 朝鮮民事令 시행 후에 있어서도 친족상

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오로지 관습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상속법상의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도 일본 민법 제9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습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조선에 있어서는 아직 일정한 관습이 없으므

로 상속회복청구권은 현재 아직 시효 또는 출소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 다.

이러한 판결례들을 얼핏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

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 중점은 주로 진정한 상속인이 不法相續人(僭稱相續人)

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30) 1912(明治 45). 3. 28, 制令 제7호.

131) 1920(大正 9). 6. 23. 판결, 高等法院民事判決錄(이하 ‘錄’이라고만 약칭한다) 제7권, 

287면 이하.

132) 錄 제7권 88면 이하.

133) 서기 1905년.

134) 서기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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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35년의 聯合部 判決

그런데 이러한 판례는 1935년의 聯合部 판결135)에 이르러서 변경되게 되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는 B의 처이고, 원고 C는 B의 庶子

인 아들인데, 위 B는 그 생전에 자기 백부의 3남인 D의 장남인 피고 E를 양자로 

들인 후,136) 1912(大正 2). 2. 19. 사망하 다. 그리하여 피고 E가 B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E의 實家와 B의 가는 本家宗家의 관계에 있지

는 않다. 그러자 원고들은 1933년에 이르러 庶子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지 

못하므로 입양은 무효고 따라서 E가 B의 호주상속 및 유산상속을 한 것은 무효라

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 다.137)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인 大邱覆審法院은, 피고 E가 D의 장남으로서 생가의 종가 

또는 본가가 아닌 B家의 양자로 된 것은 조선의 관습상 시인될 수 없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일단 養子緣組(入養)를 한 이상은 관습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입

양에 의하여 父子의 倫定 있는 것으로 되어 후일에 이르러 이를 무효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관습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 다.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조선고등법원은, “조선에 있어서 호주 또는 유산의 정당상

속인이 타인으로 인하여 불법하게 자기의 상속상의 지위를 침해당한 때에는 상속인

을 참칭하는 그 타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관습상 명백

하다(大正九年 民上第一一一號  同年 6월 23일 본원 판결 참조). 그러하여도 위 상

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각각 상당한 기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

과한 때에는 위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되는 것 역시 조선의 관습상 시인된

다”138)고 하 다. 그리하여 피고가 한 養子緣組가 무효라 하여도, B의 사망으로 인

하여 호주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을 참칭하여 이래 20년 이상을 경과한(본소제기는 

135) 朝鮮高等法院 1935(昭和 10). 7. 30. 昭和 9年 民上687호 聯合部 판결(錄 제22권 302

면 이하).

136) 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死後養子라고 주장하 으나 원심법원은 본문과 같이 인정하 다.

137) 그 사건명은 ‘養子緣組無效確認請求事件’으로 되어 있고, 청구취지는 “B와 피고 E 사이에 

한 養子緣組는 무효인 것을 확인하고 그 호적기재의 말소절차를 행할 것”으로 되어 있다.

138) 이 판결의 요지는 “조선에 있어서 호주 및 유산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때 또는(又ハ)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각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관습이다”라고 되어 있으

며, 일반적으로 이 판결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高橋隆三, “相續回復請求權の

時效”, 司法協會雜誌 14권 11호(1935, 昭和 10), 1면. 그러나 판결 원문에는 위와 같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각각 상당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고(相續權ヲ侵害セラレル事實ヲ知リタルトキハ相續開始ノトキヨリ夫夫相當期間內ニ

限リ行使ヲ爲サスシテ)”라고 되어 있어 ‘또(又)’라는 말이 빠져 있다. 그러나 원문에도 각

각(夫夫)이라는 말이 있음을 볼 때 원문에 ‘또(又)’라는 말이 착오로 빠진 것으로 추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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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년 6월을 경과하 다)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소

멸시키기에 충분한 위의 상당기간을 경과하 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청

구하는 養子緣組 무효 및 호적기재의 말소는 모두 호주상속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결국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朝鮮高等法院 1920(大正 9). 3. 12. 판결(註132)을 변경하 다.

당시에 이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 을까? 우선 당시 朝鮮高等法院 判事로서 위 판

결에도 관여하 을 것으로 추측되는 高橋隆三은,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신은 위 판례의 당부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139)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즉 朝鮮에 있어서는 일방으로는 상

속순위에 관한 관습이 심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함께, 호적부의 기재가 현재에는 

戶籍令에 의해 規整되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民籍令 시대에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았던 것이 경험에 비추어도 명백하고, 이렇게 하여 10년 20년의 오랜 

세월 사람들도 인정하던 상속인이 하루 아침에 참칭상속인으로 되고, 그 사이의 처

분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거래의 안정을 크게 해하며, 민법이 특히 상속회복청구권

에 관하여 단기시효를 둔 所以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번 판례가 상속회

복청구권의 시효제도를 인정한 것에는 異論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140)

그리고 당시 京城帝國大學 敎授이던 安田幹太는, 朝鮮 및 臺灣과 같이 일본 민법 

966조와 같은 법규의 적용이 제외된 지역에 있어서도 법원은 판례에 의하여 상속

회복청구권을 특별히 인정하기에 이르 고, 그렇다면 특별히 인정한 상속회복청구

권을 용인하는 것은 法規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불구하고, 현대의 사회제도에 있

어서 필연의 요구로서 조리에 따라 긍정할 수 있으며,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이

고,141) 相續回復請求權의 認容은 단지 그 자신만으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지 않으

며, 그 중대한 의의는 그에 수반하는 특별한 소멸시효를 인정함에 의하여 비로소 

생긴다고 한다.142) 그리고 朝鮮高等法院은 조선의 관습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과 아

울러 그 소멸시효를 容認하 다고 판시하 으나, 사실은 조선에 있어서는 상속회복

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가 관습으로서는 존재하 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며,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라 하여도 이미 상속인으로서 사실상 상속

을 하고 상속인인 지위에 선 후에는 상속회복에 의하여서만 그 지위를 다툴 수 있

고, 정당상속인이 상속회복에 의하여 이를 다투는 일 없이 오랜 세월을 경과한 후

에는 이후 이를 다툴 수 없게 하여야 하는 것은 필요한 제도로서 바람직한 일이고, 

139) 위 註138)에 인용된 “相續回復請求權の時效”, 1면.

140) 高橋隆三(註138), 4면.

141) “相續回復請求權の本質(1)”, 司法協會雜誌 제15권 3호, 1936(昭和11), 17면.

142) 安田幹太(註141), 18면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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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선인 사이에 있어서는 법률의식 또는 법적 신념이 요구하는 바임은 의심

할 여지가 없으나, 그러한 관습은 아마도 조선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판례

가 관습이 존재하 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조선민사령 때문에 형식상 짜맞추기 위

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관습의 이름을 빙자하여 條理의 요구를 판례법

으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143)

결국 위와 같은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는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관습의 이름

을 빌어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

멸한다고 하는 판례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44)

다. 이후의 判例

위 연합부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고 하 을 뿐, 그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 상당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야 하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朝鮮高等法院 판례는 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朝鮮高等法院 1937(昭和 12). 8. 27. 판결145)은, 위 연합부 판결을 인용

하여, “조선에 있어서 호주 및 재산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상속권한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때 또는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각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소멸한다는 관습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상속

권 침해의 사실을 안 때는 소화 4년 7월 13일인데 本訴의 제기가 소화 10년 7월 

29일로서 그 사이 만 6년을 경과하 므로 그 기간은 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

효를 완성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 다.

이어서 朝鮮高等法院 1939(昭和 14). 6. 30. 판결146)은, 조선 임진왜란 시대의 

義兵將인 鶴峰 高仁厚의 位牌에 관하여 그 후손들 사이에 생긴 분쟁에 관한 것으로

서, 고인후의 12대 후손인 A가 사망하자 門會에서 A의 적출장남으로서 원고의 아

버지인 B가 廢疾者라 하여 그 종손으로서의 신분을 폐제하고, 피고의 남편인 C를 

死後養子로 선정하 는데, B와 C가 모두 사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사후

양자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패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143) 安田幹太(註141), 18면 註3).

144) 鄭光鉉, 韓國親族相續法 上卷, 1955, 137면 이하, 특히 140면은, 婦女의 再婚에 待婚期

間이 요구됨을 역설하면서, 그 기간에 관하여는 위 朝鮮高等法院 1935(昭和 10). 7. 30. 

聯合部 판결(註135)과 같은 논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앞에

서 인용한 安田幹太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145) 錄 제24권 317면.

146) 錄 제26권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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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등법원은, 位牌 및 그 용기와 같은 것은 호주상속의 특권에 속하고 그 소

유권은 호주권에 수반하는 것이며, 현재에는 호주상속권 외에 祭祀相續權이라는 것

은 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본소 원고의 청구는 필경 호주상속의 회복을 구하며 

그 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의 때로부

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하여, 

위 C가 A의 死後養子로 선정되어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 으므로 위 

C 및 피고의 宗家戶主의 지위는 이로써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 다.147)

광복 후의 대법원 판례도 현행 민법 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대판 1962. 6. 21., 62다196

은, 관습에 의하면 호주 및 재산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때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각 상당한 기간내에 한하여 행

사할 수 있다고 하고, 대판 1981. 1. 27., 80다1392148); 1991.4.26., 91다579

2149); 1996. 12. 6., 96므1137150) 등은,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

이 관습이라고 하고 있다.151)

3. 民法 規定의 成立과 그 改正

가. 政府案 및 法制司法委員會 修正案

민법에 관하여 정부가 1954년에 國會에 제출한 案은 호주상속의 회복과 재산상

속의 회복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호주상속의 회복에 관하여는 제986조에서 

“戶主相續權이 僭稱戶主로 因하여 侵害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

主相續回復의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산상속의 회복에 관하여는 제1006조에서 “財産相續權이 僭稱相續人으로 

因하여 侵害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前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받은 날로부터 3年, 相續開始된 날로

147) 이 판결 원문에는 이 부분이 상고이유와 구별되어 있지 않으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 제1점 및 그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148) 集 29권 1집 민142면; 公 1981, 13719.

149) 公 1991상, 1503.

150) 公 1997상, 206.

151) 그런데 위 조선고등법원의 판례가 관습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대법원의 판례가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다. 위 조선고

등법원 1937(昭和 12). 8. 27. 판결(註145)은, 상속권 침해를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

하 으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 을 뿐, 6년이 경과하여야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고 못박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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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52)

즉 이 정부안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는 행사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재산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만 행사기간을 규정하 으며, 그 행사기간을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3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 고, 또 그 기간의 성질은 소멸

시효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안이 어떠한 고려에서 성립하 는지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알 수 없

다. 위 정부안의 친족상속법 부분을 기초한 張暻根의 要綱私案 및 法典編纂委員會

의 심의를 거친 原要綱 解說에 의하더라도,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구분하여야 한

다는 점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153)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이 없다.

이 정부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심의에서도 아무런 수정이 없었다.154)

나. 鄭一亨 의원의 修正案과 民法의 規定

이에 대하여 정일형 의원 외 33의원이 1957년에 제출한 수정안155)에서는 이 부

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 다. 우선 호주상속회복에 관한 제986조에 “前項

의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알은 날로부터 3년,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10

년을 經過하면 削滅156)한다”라고 하는 제2항을 신설하고, 재산상속회복에 관한 제

1006조는 “第986條의 規定은 財産相續權侵害에 이를 準用한다”로 고치자는 것이

다.157)

그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政府案은 戶主相續回復請求權과 財産相續回復請求權을 規定하고 있다. 財産相續

回復請求權에 關하여는 行使期間을 規定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戶主相續回復請求

權行使期間에 關하여는 何等 規定한 바 없다. 그러나 戶主相續의 回復請求權行使에 

關하여 期間의 制限이 必要함은 財産相續의 境遇와 同一하다. 그러므로 財産相續回

復請求權行使期間의 規定을 戶主相續回復請求權行使期間의 規定으로 轉換하기 위한 

修正이다.” 

152)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1967, 附錄編, 62면 및 64면.

153) 張暻根, 親族相續法의 立法方針 及 親族相續法起草要綱私案, 鄭光鉉(註152), 附錄編, 10

면(원래는 法政 통권 23호, 1948. 9.에 발표되었던 것이다); 同, 民法親族相續編原要綱解

說, 鄭光鉉(註152), 附錄編 42면(원래는 法政 통권 26 - 38호, 1949. 10 -12에 발표되

었던 것이다.)

154) 鄭光鉉(註152), 附錄編, 76면 이하에 게재된 法制司法委員會修正案 中 親族相續編 條項 참조.

155) 그 제안이유서에 의하면 이 수정안에는 鄭光鉉 敎授와 金容漢 敎授 등이 협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 鄭光鉉(註152), 附錄編, 115면 참조.

156) ‘消滅’의 오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157) 鄭光鉉(註152), 附錄編, 113-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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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일형 의원의 제안에 관하여 당시 국회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는 않았

고,158) 다만 국회에서 민법안 심의가 끝나던 마지막 날인 1957. 12. 17.에, 정일

형 의원의 위 수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승인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異

議가 없다고 하여 표결절차 없이 통과되었다.159)

그리하여 제정된 민법 제982조, 제999조는 대체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과 같은 

형태로 입법되었다. 

제982조: ① 戶主相續權이 僭稱戶主로 인하여 侵害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主相續回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年, 相續이 

開始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제999조: 第982條의 規定은 財産相續權侵害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 民法 規定의 改正과 1998년의 改正案

이러한 민법 제982조, 제999조의 규정은 1990. 1. 13. 민법 중 친족상속편 부

분이 대폭 개정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종전의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꾼 데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

이 없다.

제982조: ① 戶主承繼權이 僭稱戶主로 인하여 侵害된 때에는 承繼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主承繼回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年, 相續이 

開始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제999조: ① 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侵害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부터 3年, 相續이 開始

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그리고 민법 시행 후의 상속회복청구권의 解釋論도 이러한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은 없다.160)

그리고 법무부가 1998년 국회에 제출한 친족상속법 개정안에서는, 제999조 제2

항을 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현행법에서와는 달

158) 鄭光鉉(註152), 附錄編, 249면 이하 참조.

159) 鄭光鉉(註152), 附錄編, 570면 참조.

160) 다만 大判(全) 1991. 12. 24., 90다5740(註3)에서 박우동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구 민

법 제999조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민법 제982조의 규정을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

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 으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는 

종전의 제982조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단기 

제척기간의 폐단 등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입법적인 측면에서 외면한 것이며, 입법에 의

한 해결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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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수정하려고 하

다.161)

Ⅷ. 綜合的 考察

1. 相續回復請求權과 個別的 請求權의 關係

상속회복청구권은 로마법 시대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어 왔

다. 이 점은 프랑스법이나 독일법 및 스위스법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프랑스법을 계수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개

별적 청구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集合權利

說이 학설상 유력하고, 일본의 판례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

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162) 이는 1차적으로는 독일 민법 시행 초기의 학설 

대립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實益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163)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이해할 때, 상

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은 병존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

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점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로마법과 독

일법 및 스위스법에서는 이를 긍정하고, 다만 이러한 선택적 행사로 인하여 생겨나

는 문제점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프랑스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 프랑스법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

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나라나 일본에서의 집합권리설은, 그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

는 프랑스에서와 유사하게 된다.

2. 相續回復請求權의 相對方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에 해당된다는 것은 고찰의 대상이 된 모

든 법에서 다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가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프랑스법 및 독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칭상속인 내지 그에 준

161)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相續法 改正案의 課題와 問題點”, 人權과 正義 1998. 9., 9면 이

하 참조.

162) 우리나라에서의 解釋論의 상황에 관하여는 尹眞秀(註2) 참조.

163) 이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註2), 4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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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포괄적인 권원을 주장하는 사람에 국한되지만, 로마법에서는 그 이외에 자신

의 권원은 주장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속인의 상속권을 다투는 자(pro possessore)

도 상대방으로 인정되었고, 스위스법에서는 이보다 더 범위가 넓어서 그러한 자들

의 특정승계인도 상대방에 포함시킨다. 일본법이나 우리나라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 스위스법은 공동상속인은 그 상대방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또한 상대방에 포함시킨다.

3. 相續回復請求權制度의 目的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여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원래 로마법이나 그에 향을 받은 

서구의 나라들에서는 이는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편이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포괄

적인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 등의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반면 이 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이나, 판례에 의하여 이 제도를 인정한 민법 시행 

전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은 도외시되고, 주로 참칭상속

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

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면이 중시되었다. 이는 과거의 일본법이나 민법

시행 전의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결합되어, 원칙적으로 호주상속

인만이 재산상속을 할 수 있었던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4.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현실적 기능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제도가 인정되는 여러 나라에서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현실

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 점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특히 개별적 청구권

과의 경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스위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

가 장식적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논평이 있음은 앞에서 보았고,164) 

비교적 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희미

한 존재(Schattendasein)이며, 개별적 청구권 때문에 보조적인 의미(unterstützende 

Bedeutung)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165)

그리고 집합권리설의 입장에서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판례는, 惡

意 또는 과실 있는 表見相續人(僭稱相續人)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매

164) 위 V. 5. 참조.

165) Wendt, “Die Bedeutung des Erbschaftsanspruchs für die allgemeine Güterzuordnung”, 

Tradition und Fortentwicklung im Recht, FS für Lübtow, 1991, 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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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좁혔다.

Ⅸ. 結論 - 相續回復請求權制度의 存在理由에 대한 疑問

이제까지 여러 나라의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와, 그것이 우리나라에 계수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가 각국에서 인정되게 된 것은 제1차적으로

는 역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로마법에서부터 이를 인정하 으

므로 로마법을 계수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별적 

청구권 외에 별도의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

하여는 어느 나라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相續權의 침해”를 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어서, “相

續權”이라고 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 이외

에, 과연 相續權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166)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처럼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물권적 청구권과 대비할 때, 왜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사실상태의 존중 

내지 거래의 안전 보호라는 이유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입법론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는 독립된 포괄적 청구권

으로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버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67)

< 追 記 > 이 의 脫稿 후 崔彰烈, “相續回復請求權과 物權的 請求權의 關係

에 관한 考察”, 家族法硏究 제13호, 1999, 357면 이하에 접하 다. 위 도 

상당 부분을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연혁적․비교법적 검토 및 우리나라의 상

속회복청구권 규정의 형성과정에 바치고 있으나, 이 만큼 상세하지는 않다.

166) Wieling(註57), S. 7 f. 참조.

167) 尹眞秀(註161), 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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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r Erbschaftsanspruch 

― Eine geschichtliche und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

Jinsu Yune*1)

Die Natur des Erbschaftsanspruchs, der in § 999 des koreanischen BGB 

geregelt ist, ist sehr kontrovers in Korea. Der Gegenstand dieses 

Aufsatzes ist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und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dieses Rechtsinstituts.

Der Ursprung des Erbschaftsanspruchs ist hereditatis petitio im 

römischen Recht. Der richtige Kläger der hereditatis petitio ist, wer der 

zivile Erbe zu sein behauptet. Der richtige Beklagte ist sowohl pro herede, 

d. h. wer selbst Erbe zu sein behauptet als auch pro possessore, d. h. 

wer überhaupt keinen Titel nennt. Als Gesamtklage ist die hereditatis 

petitio von der rei vindicatio unterschieden.

Der franzözische Erbschaftsanspruch, pétition d'hérédité, ist gesetzlich 

nicht geregelt, aber von der Rechtsprechung und der Lehre anerkannt. Der 

richtige Beklagte ist, wer selbst Erbe zu sein behauptet oder andere 

universale Titel für sich beansprucht. Anders als der unverjährbare 

dingliche Anspruch (l'action en revendication), unterliegt die Pétition 

d'hérédité der 30jährige Verjährung (prescription extinctive) .

Das deutsche BGB regelt den Erbschaftsanspruch in §§ 2018 bis 2031. 

Über die Natur des Erbschaftsanspruchs gab es früher Theorienstreit, aber 

heute ist es allgemein anerkannt, dass es sich beim Erbschaftsanspruch 

im einen selbständigen einheitlichen Gesamtanspruch handelt, der neben 

den Einzelansprüchen besteht. Der richtige Beklagte, sog. Erbschaftsbesitzer, 

ist nur pro herede. Das kennzeichnende Merkmal der deutschen Regelung 

ist Auskunftsanspruch, mit dem der Erbschaftsanspruchskläger den 

Erbschaftsanspruchsschuldner nach den Bestand der Erbschaft fragen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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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n.

Das schweizerische ZGB erkennt auch die selbständige Erbschaftsklage 

(Art. 598 bis 600) neben den Einzelansprüche an.

Das japanische BGB bestimmt den Erbschaftsanspruch in § 884 unter 

dem Einfluss der franzözischen Lehre. Der Zweck der Bestimmung liegt 

mehr in dem Verkehrsschutz als in dem Schutz des echten Erben. Und 

Das japanische Gericht hat im Jahre 1935 dem kolonialen Korea den 

Erbschaftsanspruch unter dem Vorwand, er entspreche der Gewohnheit,  

aufoktroyiert.

Der § 999 des koreanischen BGB ist dem § 884 des japanischen BGB 

ähnlich. 

Zum Schluß äussert der Author Zweifel an der rechtspolitischen 

Zweckmässigkeit dieses Institu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