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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법원은 소멸시효의 항변에 하여 신의칙 반을 인정하는 례를 

발 시켰다.즉,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

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

게 하는 행동을 하 거나,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거

나,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

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

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

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독자 인 신의칙 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한 

민법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뿐만 아니라,그 단기 이 불명확

하여 부당한 결론에 이를 우려도 있다는 에서 타당하지 않다. 한 

례상 인정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부분 신의칙 반의 다른 

유형에 충분히 포섭시킬 수 있어 독자 인 신의칙 반의 유형으로서의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존재가 구체  타당성을 고려한 분쟁의 

해결을 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도 아니다.

한편,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하여 례는 

원칙 으로 시효정지에 하여 6개월이지만 구체 인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이러한 법리는 타당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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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수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먼  재심무죄형 사건에서는 국가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다는 을 근거로 소멸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국가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을 고려하여 6개월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례는 채권자가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도 아닌 형사보상청구권자가 형사보상청구

를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 다는 것을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이러한 례의 태도는 재고되어

야 한다.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는 례와 같이 시효완성 후에 채

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다는 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례가 무조건 으로 과거사 원회

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

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다고 보는 것은 구체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 밖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서는 국가가 진실을 은폐·조

작하 거나 국가의 진상조사를 한 특별기구의 진상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볼 수 있다.채

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역시 6개월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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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으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그리고 례에 의하여 객 인 권리행사 장

애사유로 인정된 경우를 시효 단·정지사유로 명문화하여 입법의 흠결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멸

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법리의 용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

으므로 과거사 피해자를 한 배상·보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주요어 :소멸시효,신의칙,과거사 소송,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

유,상당한 권리행사기간

학  번 :2009-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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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 민법상 소유권을 제외한 채권 기타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162조 참조).따라서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지는 재산권의 행사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그러한 재산권을 

소송 차를 통해 행사하더라도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커져가는 법률 계의 불명확성에 처

하려는 목 으로 역사  경험에 의하여 갈고 닦여져서 신 하게 마련된 

것으로서 구체  타당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

고서라도 법  안정성을 유지하기 하여 도입되었다.1)

그러나 한편으로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

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

항),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2항)외형상 권리의 행

사로 보이지만 실질 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  목 을 벗어난 것으로

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에 따

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2)따라서 자신의 채무가 시효

로 소멸하 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신의칙과 권리남용 지의 원

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구체 인 소송과정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되는 경우에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 인 보

호를 받게 된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례 역시 이러한 법리를 

명시 으로 채택하고 있다.

1)곽윤직·김재형,민법총칙(제9 ),박 사,2013,418면 참조.

2)곽윤직·김재형, 의 책,74~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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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최근에는 수십 년  국가가 지른 불법행 에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과거사 소송이 증하 고,이러한 과

거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된다는 이유로 빈

번하게 배척되어 왔다.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면 그러한 권리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소멸시효에 걸린다면 채권자는 언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원의 재 부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

변의 신의칙 반 여부에 한 단에 있어 서로 결론을 달리하는 결

들이 선고되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 고,결국 법원은 지난 2013년에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법리와 련된 의미 있는 결들

(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 2013.

12.12.선고 2013다201844 결 등)을 선고함으로써 하 심 법원들의 통

일 인 사건처리를 시도하 다.  결들이 선고된 이후에는 과거사 소

송에 있어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하 심에서의 례의 통

일은 상당부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례가 채택하고 있는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이론의 내용은 무엇인지,이러한 례이론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지,구체 인 과거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여부는 어

떠한 기 으로 단하여야 하는지,입법을 통하여 소멸시효의 문제를 해

결할 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과거사 소송을 해결하기 한 보다 

합리 인 안은 없는지를 모색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목 이다.



- 3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례가 취하고 있는 이론과 례의 태

도가 변화한 과정을 소개하고,그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특히,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한 검토가 집 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과거사 소송의 황과 그 유형에 하여 간단히 살펴본 

뒤,과거사 소송의 특성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그 지 않다면 제2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의 유형별로 어떠한 기 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 

여부를 단해야 하는지에 하여 검토한다.

제4장은 보론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서 여기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례이론의 문제 의 원인이 된 행법상의 소멸시

효에 한 규정들의 문제 과 그 보완책,그리고 과거사 배상문제의 해

결책으로서 배상·보상특별법의 필요성에 하여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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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제1  신의칙 반의 유형

1. 례의 태도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법원 

1994.12.9.선고 93다27604 결에서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

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

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거나(이하 ‘제①유형’이라

고 함),② 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거나(이하 ‘제②유형’이라고 함), 는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

이 신뢰하게 하 거나(이하 ‘제③유형’이라고 함),④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

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하 ‘제④유형’이라고 함)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시3)한 이래 와 같은 4가지 유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4)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 으로 일

3) 법원이 처음으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법리를 설시한 결이다.그러나 법

원은  결에서 이 사건은  4가지 유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 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단하여 이

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 결을 기하 다.

4)곽윤직·김재형, 의 책,450면;김증한·김학동,민법총칙,692면;지원림,민법강의(제12 ),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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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례에 큰 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5)추상  규범인 

신의칙의 특성상 신의칙이 용되어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를 

명문규정상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악하기는 곤란하므로,

일단 아래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지 여부가 문제된 법원 결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제①유형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을 한 경우이다.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기 에 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

는 에서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

은 태도를 보일 때 인정되는 제③유형과는 구별된다.6)과거사 사건이 문

제되기 이 에 법원이 가장 많이 인정한 유형이다.

1)주한미군 휴양시설에서 음향  비디오기기를 매하는 상 의 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미합 국 소속 공무원들이 한미행정 정 

 한민국의 세법에 의하면 면세가 되지 않는 물품의 매에 하여 

계 법령의 검토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원고가 매하는 물

품이 한민국의 세법상 면세가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계약 내용의 일부

사,2013,431면 이하;이범균,“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한 단기 ”, 법원 례해설 제54호,2006,17~18,22면 이하 참조.

5)김용담 집필 표,주석 민법(총칙 3)(제4 ),한국사법행정학회,2010,513~514면(이연갑 집필부

분);권 ,“소멸시효와 신의칙”,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2009.6.),22~23면 참조.독일,일

본 등 외국의 소멸시효 남용론에 하여는 윤진수,소멸시효의 남용에 한 고찰,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4,33면 이하;최창호 외 2명,“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

에 한 비  고찰”,법조 686호(2013.11.),62면 이하 참조.

6)주석 민법(총칙 3)(제4 ),514면(이연갑 집필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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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시켜 계약을 하 고,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가 앞서서 극

으로 원고 경 의 상 이 면세 이라고 고하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법

행 로 인하여 원고가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매하 음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방 세, 세 등의 세 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

에서,이 사건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

과하기 에 채무자인 피고가 극 으로 채권자인 원고의 소 제기 등 

시효 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고 이를 소청심사 원회에 의한 

구제 차의 종료시까지 미루도록 유인하는 행동을 하 다고 할 것이고,

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와 같은 피고 측의 행정  구제 차를 충

실히 밟고 이를 기다린 다음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7)

원고에 하여,  행정  구제 차를 오래 끌어오면서 애 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 다가 오류가 있는  재심결정에 의하여 원

고의 청구를 부정한 피고가 이번에는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무 이

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

았다.8)

2)원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 A의 권유에 의하여 환매채 수  는 증

권투자 수  명목으로 원을 A에게 교부하 으나 A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원을 피고의 거래원장에 입 시키지 않거나 임의로 원고들의 

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 고 피고 회사가 

7) 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1981.4.경 국가로부터 세 을 부과 받아 손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

고,1983.4.11.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986.8.25.청구 액  일부를 인용하는 소

청심사 원회의 결정이 있었으나,피고가 1986.9.26.비면세권자인 내국인들에게 물품을 매

하는 원고 측의 법행 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자 소청심사 원회가 1989.9.

29.재심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고 결국 원고는 1990.1.23.소를 제기하

다.

8) 법원 1997.12.12.선고 95다2989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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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에서,A의 횡령행 가 있은 뒤 

그에 이은 A의 일련의 행 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은 

불가능하거나 하게 곤란하 다고 보이므로 A의 소멸시효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도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횡령행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 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소

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9)

3)원고가 보호감호를 받던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한 각종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기 한 집필허가신청을 하 는데 교도 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행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와 견하던  원고가 

교도 들로부터 가혹행 를 당하 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고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 다는 이유로 교도 들이 원고의 견을 지시

킨 행 ,원고가 교도 들의 계호 소홀로 말미암아 함께 감호를 받고 있

던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하 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 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원심 결10)이 원고의 권리행사가 피고 소

속 교도 들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 혹은 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

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11)

4)B는 피고 산하 육군 제8사단 제16연  제1 장( )으로서 한국

9) 법원 1999.12.7.선고 98다42929 결.

10)원심 결은 비록 원고가 불법행 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6.6.25.이 사건 소를 제기하 지

만 원고가 가출소한 1995.6.20.까지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사실상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기 때문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구고등법원 2001.8.8.선고 2000나4068 결).

11) 법원 2003.7.25.선고 2001다6039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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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참 하 다가 1950.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연 장 C의 즉결

처분에 의하여 총살당하 는데,C가 와 같은 즉결처분에 한 비난을 

모면하기 하여,망인이 비행죄로 육군 제1군단 고등군법회의에서 

1950.8.17.사형 결을 선고받은 것처럼  고등군법회의 결문을 

조하고 이에 한 사형집행 기록 등도 모두 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하 다는 이유로 B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피고 소속 국가공무원인 

C가 그 시효완성 이 에 이 사건 결문을 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고들의 인격 인 법익 침해에 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조된  결문에 하여 법원이 2003.12.

3.재심 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재심 결이 확정됨으로써 그에 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객 으로 원고들이 이에 한 국가배

상청구를 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계속 되었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

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12)

5)D가 원고의 아버지의 임을 받아 1990.11.경 이 사건 토지를 10억 

1,800만 원에 매도하 는데,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  원고의 아버

지로부터 매매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매매 이 평당 50만 

원인 7억 1,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 고 양도소득

세 등 비용을 제외하면 6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며 5억 원만을 원고에

게 반환한 후 나머지 1억 원에 하여는 원고와 소비 차 계약을 체결

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3억 50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12) 법원 2008.9.11.선고 2006다70189 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은폐·조작행 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①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유죄 결의 외 이 있었다는 사정을 아래에서 보는 제②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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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는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

안에서,원고가 이 사건 매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에 한 권리행사나 시효 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매매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인데,이는 원고와 

인 신뢰 계를 형성하고 있던 피고의 와 같은 기망행 에 따른 것으

로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13)

6)피고가 운 하는 병원의 교수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

을 지 받지 못한 사안에서,피고는 원고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한 집행해제신청 후에 원고 등과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 등에

게 부담하는 미지  임 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

제기에 이를 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

고,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후에 원고에게 미지  상여  등  일부

를 지 까지 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 채무를 자

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

기 이 까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자진하여 이 사건 임 채무

를 변제할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이 사건 임 에 한 권리행사나 시

효 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

우에까지 이 사건 임 채무  일부에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14)

13) 법원 2009.8.20.선고 2006다22968 결.

14) 법원 2010.6.10.선고 2010다826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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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기숙사 내에서 잠을 자다가 

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베트남인 E의 처인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

단을 상 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유족 여  장의비를 청구하는 사안

에서,피고의 보상  직원이 유족인 원고의 유족 여  장의비 청구서

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E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제출한 

재해발생신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 고,특히 E의 동생을 유족 자격으로 피고의 보상 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산재보상 계를 제외하고 합의하 다’는 

답변을 듣고서도 그 무렵 유족 여  장의비 청구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았다면,망인의 유족 측으로서는 유족 여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

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

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유족 여 등을 지 하는 것으로 

받아들 을 것으로 보여,피고는 이 사건 유족 여 등 지 청구권의 시

효완성 에 유족 측에게,이 사건 유족 여 등 지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유족 여  장의비 청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

동을 하 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유족 여  장의비의 지 을 거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15)

8)이 사건 건물의 도 인인 원고가 수 인인 피고를 상 로 도 계약

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16)에서,

15) 법원 2011.11.24.선고 2011두11013 결.

16) 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 에 입주자 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원고에 하여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피고에 하여는 원고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하여 원고

의 피고에 한 이 사건 도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 는데,피

고에 한 채권자 의 소는 원고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 법 각하되었고(입주자 표

회의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 로 확정됨),원고에 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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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입주자 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될 하자보수비가 피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 여

부 등을 결정해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 고,피고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

여 부 항소 여부  응소 방안을 결정하고,제1심에서의 피고 소송 리

인을 항소심에서의 원고 소송 리인으로 정하여 그 선임비용을 지출하

는바,입주자 표회의가 원고를 상 로 항소한 상태에서 원고가 부 항

소하지 않았다면 원고 패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 상이 아니어서 원고

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따라서 피고에 한 소 각하 결 후 시

공사인 피고를 상 로 원고 패소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주도하에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로 

하여  부 항소를 제기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입주자 표회의에 한 최

종 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 가 계속 다투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고,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 로 이 사건 도 계약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하여 소멸시효 단조치를 취하도록 기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생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궁극 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원고에게 표방함으로써,원고의 피고에 한 이 사건 도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거나 원고로 하여  시효 단을 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기하 다.17)

3.제②유형

17) 법원 2013.3.14.선고 2012다3756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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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이다.소를 제기할 것을 기 하기 어렵게 된 것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발

된 경우가 많으나,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한다.18)소  과거사 사건

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정된 유형인데,확정된 유죄 결이 재심 차에 의

하여 취소되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유죄 결의 존재를 객 인 권리

행사 장애사유로 보고 있고,사건의 말에 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 진상규명 원회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진실이 밝 진 사건에서는 그 

진실규명결정일까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왔다.

1)피고 농 앙회가 1981.4.11.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하

여 부칙규정을 두었지만 1995.경부터는 부분의 경우에 부칙규정을 

용하여 퇴직 을 지 하는 경우보다 개정된 퇴직 규정을 용하는 경우

에 근로자들이 더 많은 퇴직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피고 농

앙회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부칙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 만을 받고 

퇴직하 는데,그 후 다른 퇴직자들이 피고를 상 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한 부칙 규정은 근로자들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만 용되어야 하지 불리한 방향으로 용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이 선고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 로 지 받지 못한 

퇴직 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부칙의 경

과규정을 두면서도,그 용 범 에 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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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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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해설 제42호,2003,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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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는 명시 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 고, 한 부칙을 용하면 오

히려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 것은  부칙을 규정한 때로

부터 13년여의 세월이 흐른 다음부터여서,부칙을 용하여 자신들에 

한 퇴직 을 산정하면 아니된다는 을 원고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

고,피고 역시 부칙을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제한 으로 

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용하여 온 것으

로 보이는바,그 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추가 퇴직 을 구하는 권리행

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다른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법원 

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법규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의 부칙

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부칙이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을 피고의 고문 변호사나 노무사,그리고 심지어 

다른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제1심법원조차 알지 못하 다면,원

고들이 와 같이 신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이러한 원고들에게 부칙의 용 범 에 한 의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퇴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들에게는 객 으로 이 사건 

추가 퇴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피고가 주장

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건 원고들에게 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이 타당하

다고 보았다.19)

2)A가 2001.8.13.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요

양 여의 지 을 청구하 으나 피고로부터 2001.9.25.요양불승인처분

19) 법원 2002.10.25.선고 2002다3233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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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2005.

7.21.에 이르러 피고를 상 로 2001.7.23.부터 2005.6.20.까지 기간 동

안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휴업 여의 지 을 청구한 사안에서,근로

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

여 신청의 승인 여부  휴업 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

고,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

자의 휴업 여청구권 발생의 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 여를 지

하여 왔고 요양 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휴업 여를 지

하지 아니한 ,그러므로 요양 여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거 될 것이 명백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 로 휴업 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에 원고의 권리행

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요양

불승인처분에 한 취소 결을 받기 에는 휴업 여를 청구하더라도 휴

업 여가 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확

정시까지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 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원고에게는 객 으로 이 사건 휴업 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고,따라서 이러한 경우

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하는 것

은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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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3)한국 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과 경찰에 

의하여 조직 으로 집단학살을 당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 에 경찰이

나 군인이 지른 법행 는 객 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

고들로서는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를 확정하기 곤란하 고,따라서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 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난의 시기에 개인에 하여 국가기 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 으로 자행한, 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 으로 자행

된,기본권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

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과거사정리 원회의 이 사건에 한 진실

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11.27.까지는 객 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

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3  비 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

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 학살의 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

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

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21)

20) 법원 2008.9.18.선고 2007두2173 원합의체 결.

21) 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 결.종래 법원은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법원 

2008.5.29.선고 2004다33469 결 등),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소를 제

기한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시하 다.  하나 주목할 것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존재와는 별개로 국가가 진상을 

은폐하 다는 사정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하나의 근거라고 설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제①유형에도 해당된다고 본 이다. 법원은 1949년 경찰이 공비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문경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2009다72599



- 16 -

4)일제강 기에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피고 회사에서 강제노동

에 종사했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원고

들은 구 일본제철의 불법행 가 있은 후 1965.6.22.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본국과 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 되어 있었고,따

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 로 한민국에서 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

할 수 없었던 사실,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한일 청구

권 정 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 정 제2조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련하여 청구권 정으로 한민국 국민의 일본

국 는 일본 국민에 한 개인청구권이 포 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

해가 한민국 내에서 일반 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일본에서는 청구

권 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 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 고 원고들  일부가 제기한 일본

소송에서 청구권 정과 재산권조치법이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가

인 근거로 명시되기도 한 사실,그런데 원고들의 개인청구권,그 에서

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배와 직

결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정으로 소멸하지 않았

다는 견해가 원고들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1990년  후반 이후에야 서서히 부각되었고 마침내 2005.1.한국에서 한

일 청구권 정 련 문서가 공개된 뒤,2005.8.26.일본의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청구권 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 공동

원회의 공식  견해가 표명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어도  원고

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 인 2005.2.까지는  원고들이 한민국

결과 비슷한 취지로 시하 다(법원 2011.9.8.선고 2009다6696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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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객 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한 채

무의 이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22)

5)보안부  수사 들의 불법 구 ,고문·가혹행  등의 불법수사로 인

하여 허 자백을 하고 그 결과 유죄 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B와 그 가

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유죄 결을 선고받

았던 B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피

고에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와 같은 피해를 본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

성은 큰 반면,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오

히려 헌  불법행 로 국민의 인권을 하게 침해한 피고의 채무 이

행 거 을 인정하는 것은 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

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는 원심 결의 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3)24)

22) 법원 2012.5.24.선고 2009다22549 결, 법원 2012.5.24.선고 2009다68620 결.  두 

결은 같은 날 선고된 것으로서 동일한 논리로 피고 회사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 는데,

2009다22549 결은 미쓰비시 공업 주식회사에 한 결이고,2009다68620 결은 신일본제

철 주식회사에 한 결이다.

23) 법원 2011.1.11.선고 2010다53419 결, 법원 2013.3.28.선고 2010다108494 결 등.

이 결들은 기본 으로 제②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아래에서 살펴 볼 제④유형에도 해

당한다고 본 원심 결의 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는 에서 약간 특이하다.

24)최근 법원은 역시 보안부  수사 들의 불법수사에 의하여 유죄 결을 받았다가 재심 차에

서 무죄 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 결 확

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채

권자가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 더라

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며,그때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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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 들의 불법 구 ,고문·가혹행  등의 불법수사로 인하여 허

자백을 하고 그 결과 유죄 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C와 그 가족들이 국

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원고들은 과거사정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 는

데,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수사 들의 불법구 과 고문행 가 어느 

정도 밝 졌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 결이 선

고되기에 이른 ,과거의 유죄 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

하여 내려진 잘못된 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 결이 확정되기 까

지는,과거의 유죄 결이 잘못된 것임을 제로 그 원인된 수사와 공소

제기  결의 과정에 이르는 수사 ,검사,법  등 여 공무원의 

불법행 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 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에서 보더라도 기 하기 어렵다는  기타 여러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아무리 빨라도 과거사정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 내려진 2008.3.1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 로 이 

사건 자료지 청구를 할 수 없는 객  장애가 있었다25)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불법구 과 고문 등은 수사기 이 로 해서는 안 될 행

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한 ,피해자인 C는 불법구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에 간첩방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기

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

으로 소멸된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한 바 있

다(법원 2013.12.12.선고 2013다201844 결).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법원 2013.5.16.선

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에서 법원이 밝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기 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에 한 법리가 용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5)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지 약 1개월 후인 2008.4.23.소

를 제기하 고,따라서 소제기 당시에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는데,

법원은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이 확정된 날이 아닌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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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 마친 이후로도 억울한 명을 쓰고 살면서 심 한 피해를 입었

고,나머지 원고들도 간첩의 처자식들이라는 그릇된 낙인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온갖 차별과 냉 ,편견을 견뎌내야 했던 ,그럼에도 피고

가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인 불법행 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과 불이익

을 당한 원고들을 로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  극 인 책을 찾아보

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이 사법부의 단을 통하여 

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쇄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는 매우 부 한 응이 아닐 수 없는  등에 비추어,이 사건

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 한 반면 피고의 자료

채무에 한 이행거 을 인정하는 것은 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할 

것이므로,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의 단이 정당

하다고 보았다.26)

7)5·16군사정변 직후 설치된 명재 소에서 소 처벌규정을 둔 

헌  법률인 특수범죄처벌에 한 특별법을 용받아 유죄 결을 받고 

사형당한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들,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징

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D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피해자들은 국가기 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 당하

고 명검찰부  명재 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었는바,그 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채 효력

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군사정권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해자인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

26) 법원 2011.1.13.선고 2009다10395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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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는 것은 합리 으로 기 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과거의 유

죄 결이 잘못된 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 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그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소

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의 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7)

8)신병훈련을 마치고 자 로 입한 지 10일도 되지 않은 1991.2.3.

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서 목을 매 자살한 E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군은 민간과 격리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

개·유출  그에 한 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바,이러한 군의 특

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 에 있어서는 그와 련하여 군이 사

실상 독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련 자료와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

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군 스스로 철 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 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 내지 못하는 이상,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

한 불법행 가 존재하 는지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원칙 으로 불가능

에 가깝다 할 것이고,이는 그 불법행 로 인한 군 내부의 직 인 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데,이 사건 사고 발생 직

후 부  지휘 들은 부 원들에게 망인 등 후임병들에 한 선임병에 의

한 구타  가혹행 가 있었다는   이들 행 가 지휘 들의 종용 

27) 법원 2011.1.13.선고 2010다35572 결.이 결에서는  본문 5),6)에서 인용된 결과

는 달리 이 사건이 제④유형에도 해당한다는 설시 부분이 없다.소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어 

보안사 수사 들에게 불법구 ,고문·가혹행  등의 불법수사를 당한 후 수뢰죄 등으로 유죄

결을 받고 제 되었으나 재심 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 권리행사에 있어 

객 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배척하 다(법원 2014.1.16.선고 2011다108057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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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묵인 하에 일상 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등에 하여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함구명령을 내린 사실,사고 직후 사

건을 조사한 헌병수사 들조차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복무부 응으로 

인한 비 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리고 사건조사를 종결하 던 사실,

이후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두 차

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 과 사망 경   

원인 등이 밝 지지 않다가, 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3.16.자 진상

규명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

타와 가혹행 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 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비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직 으

로 방해하는 행 를 한 은 없다고 하더라도,망인이 군복무  자살한 

이 사건 사고와 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것이 선임병들

의 심한 폭행·가혹행   이에 하여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

계자들의 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을 와 같은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2009.3.16.자 진상규명결정

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9.

3.16.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 로 이 사건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  장애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28)

28)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다만,선임병들의 지속 인 가혹행 와 부  지

휘 들의 리소홀 등으로 자살하 지만 복무염증과 가정환경을 비 하여 자살한 것으로 은폐

되었다가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조사결과 진실이 밝 져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

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8.21.까지는 권리행사에 객

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소를 제기하 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본 원심 결은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

정지의 경우에 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최장기간인 3년의 범 에

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단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데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에 한 법리

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에 향을 미친 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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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베트남 에 참 하 다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제조회사를 상 로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자신의 피부 질환이 염소성 여

드름에 해당하고 그것이 피고들이 제조· 매한 고엽제에 노출된 것과 

련이 있다는 을 알게 됨으로써 피고들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에 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들에게 객 으로 피고들을 상

로 고엽제 피해와 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 하기 어

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로 등록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 다면,피고들

이 이들에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29)

10)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담임목사인 F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 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 는데,원고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한 법률에서 정한 유 기간을 

경과한 후 F를 상 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F가 소멸시효 항

변을 한 사안에서,2007년 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한 분쟁이 생겼고,그러한 상태에서 피고는 2008.3.경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 다는 것이므로,늦어도 2008.3.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인데,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훨씬 지난 2009.3.1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으므

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 다

법원 2013.9.26.선고 2013다206429 결).

29) 법원 2013.7.12.선고 2006다17539 결, 법원 2013.7.12.선고 2006다1755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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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30)

4.제③유형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

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이다.다만,채무자가 제

③유형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 더라도 그것이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

는 사람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고도 채권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문

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31)종래 법원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에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후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하여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

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이 유형에 해당

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고 있다.

1)국가 소유인 토지를 시효로 취득한 원고가 국가를 상 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원고 자신이 무

단 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

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 국가에게 작성·교부하 고,피

30) 법원 2013.12.26.선고 2011다90194 결.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 있었다는 것

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보면서도 ‘권리행사를 기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

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이다.

31)주석 민법(총칙 3),518~519면(이연갑 집필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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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부하되 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부계약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하여 과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

이 용한 데 한 변상    부계약에 따른 1993년까지의 부료

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며,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한 취득시효완성 

후에 피고에게 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와의 사이에 

와 같은 내용의 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

하는 극 인 의사표시를 하 다고 인정되는바,원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

장하지 않기로 하 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2)

2)해방 이후 한국 쟁 후까지의 시기에 좌익  부역 의를 받고 

경찰 등에 의하여 학살을 당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과거사정리법은 단순

히 역사  사실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 회복을 도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

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경  등을 밝히고 그에 한 피해회복까지를 

32) 법원 1998.5.22.선고 96다24101 결.이 사안은 소멸시효가 아닌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사

안이지만 취득시효 주장이 신의칙 반을 이유로 배척되었다는 에서 본문에 인용하 다.그

런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

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법원 2009.7.9.선고 2009다14340등 

참조)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마찬가지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논리

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신의칙 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을 제로 하므로, 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 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될 수 없게 된다.본문의 례는 원고의 시효이익포기

를 인정하면서도 가사 원고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

하 더라도 이러한 선행행 에 반하는 취득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시한 것이다.



- 25 -

목 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과거사 원회

의 진실규명결정에 의하여 밝 진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체 인 소송사건에서 국가가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

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한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이 상당하며,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  안정성의 달성,입증곤란의 구제,권리행사의 태만에 

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한 단히 외

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정하여 인정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는바,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2년 10

개월이 경과한 때에 소를 제기하 지만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

의 기간 경과 직 까지 피고의 입법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

로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33)

33)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은 이 결이 선고되기 에는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하여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

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기본 으로 제②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결이 선고된 이후로는 제③유형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으며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가 제기된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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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는 병사로 입 하여 입  후 6개월이 지난 시 인 1956.12.16.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야산에서 흙을 는 작업을 하다가 생긴 동굴

이 무 져 사망하 으나 부  측에서는 A가 심장마비로 사망하 다고 

유족들에게 통지하 고,유족들이 부  측의 통보에 의문을 품고 진상조

사를 요구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지 약 50년이 지난 2009.12.7.에서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  이를 유족들에게 통보해 주

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불법행 를 원

인으로 한 국가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 일로부터 5년 동안 행

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소멸시

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지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신뢰를 부

여하게 된 피고의 행  등의 내용과 동기  경 ,피고가 그 행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 과 진정한 의도,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

변을 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된 날

부터 6개월 내)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최장기간인 3년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단하 어야 했음에도 마치 원고들

이 국방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2009.12.7.경부터 이 사건 손해

리고 이 결이 선고된 이후로 법원의 실무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기 

해서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의식되기 시작했

다는 에서 이 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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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에는 당연히 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결의 단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

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에 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따른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에 

향을 미친 법이 있다고 보았다.34)

일부 문헌에서는 법원 1996.4.26.선고 95다49417 결을 이 유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35)  결은 B와 C가 사법상 조

합을 이루어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피고들에 한 여 채권  일부를 

B가 단독으로 1985.11.14.D에게 양도하 지만 조합채권의 양도 당시 

C의 동의가 없어 D가 법하게 채권을 양수하지 못하 으나,피고들이 

1988.8.경 채권양도행 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은 채 양수인이 법하게 조합채권을 양수하 음을 제로 하여 D에

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 고,그 후 1994.4.8.C가  채권양

도를 추인함으로써 채권양도행 의 하자가 치유되어 D가 법하게 그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들을 상 로 양수 의 지 을 구한 사안에서, 와 

같은 변제 약속을 한 피고들이 채권양도 행 의 하자로 인하여  변제 

34) 법원 2013.6.27.선고 2013다23211 결.그러나 국가가 스스로 군의문사 사건에 한 진상

규명  피해구제 의지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한 후 진상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A의 유족들의 재수사요구 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국방부 조사본부(국방

부와 그 직할부   직할기 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국방부장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에 

한 범죄의 수사  방과 범죄정보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헌병조직이다.국방부조사본부

령 제1조 참조)의 재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한 것이 진실을 밝힘

으로써 국가의 권리행사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

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은폐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

는 것까지 목 으로 하는 특별법상의 진상조사기구의 진실규명결정과는 달리 상설 수사기 의 

수사결과 통보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국가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 결과 같이 제③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권리행사를 히 곤란

하게 하는 불법행 에 한 국가 측의 은폐행 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제①유형에 해당하여 국

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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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 한 검토”,법조 593호(2006.2.),270~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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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당시에는 원고가 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는 반언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 1996.4.26.선고 95다49417

결).그러나 원심 결문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A와 B의 

동업체인 조합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들에게 원을 여하 고,

그 여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인데, 여가 이루어진 

마지막 날짜는 1984.11.28.이므로 피고들이 변제를 약속할 당시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그 다면 피고들은 ‘시효 완성 ’에 변제를 약

속한 것이지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과 같은 태도

를 보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36)

5.제④유형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

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

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례상 이 

유형이 독자 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37)유죄 결을 받

고 복역하 으나 수사기 의 불법수사가 인정되어 재심 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제②유형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 유형에도 해당한다고 본 경우는 있다(  3항의 5),

6)참조).

36)사견으로는 이 사안에서 피고들의 D에 한 변제약속은 시효 완성 에 시효 단사유인 승인

과 유사한 외 을 만들어 D로 하여  더 이상의 시효 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에 해당하므로 제①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7)이주 , 의 논문,5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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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례의 태도에 한 검토

1.신의칙 반 유형에 한 검토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법원의 유형구분은 일본의 례

에 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타당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

가 있다.일본의 례는 개별  사안의 구체  타당성을 추구한 나머지 

일반 으로 어떠한 경우에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한 

명확한 입장을 알기 어려운 면이 있고,이를 그 로 수용한 법원의 입

장에도 마찬가지의 문제 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제①유형과 제③유형의 인정 여부

일단 제①유형은 시효가 완성되기 에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로서 채무자에 한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

다.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곧 스스로 권리행

사를 방해하여 놓고서도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제

도의 악용에 해당하고 이는 곧 권리의 남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의칙

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8)

38) 미 례상으로는 피해자의 원고의 청구 원인의 기 (thebasisoftheplainriff'scauseof

action)가 되는 사실 계에 해 가해자인 피고 측에서 이를 억압하거나(suppress)왜곡하는

(misrepresent)경우를 기망  은폐(fraudulentconcealment)라고 하고,이러한 경우에는 

discoveryrule이 용되어,피해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 계를 알게 된 때 는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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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③유형 역시 비록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채무자가 어떠한 

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채권자로 하여  신뢰하게 하 음에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  행동과는 반 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반

언의 원칙에 반하여 신의칙에 반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나.제②유형의 인정 여부

하지만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

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제②유형을 독자 인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해석과 조화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제②유형

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 독자 인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

은 우선 소멸시효의 기산 에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정지에 

한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단하는 기 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가해자가 불법행 를 은폐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

망  은폐의 법리를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이 견해에 따르면 

제①유형과 같은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제거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아  

기산조차 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김제완,“국

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 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권과 정의 368호

(2007.4.),56면 이하 참조).하지만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

해자나 그 법정 리인이 그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하면서도 동시에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견해는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채택하기는 다

소 어렵다고 보인다.아래 제3장 제3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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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멸시효에 한 민법규정과의 부조화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례는  조항의 해석과 련하여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컨  기간

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그 권

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 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9)즉,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는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소멸설의 입장)자신의 채무가 소멸하 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

생하는(상  소멸설의 입장)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 민법은 소

멸시효에 하여 법이 정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하는 편면  강행규정을 두어(민법 제184조 제2항) 와 같은 

채무자의 이익을 극 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처럼 민법

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도 시효완성 에 소멸시효에 하여 채무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데,사실상 장애사유가 있

다는 것만으로 법원이 신의칙을 용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

척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39) 법원 2010.9.9.선고 2008다15865 결 등. 례의 이러한 태도와 련하여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분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론으

로 도출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기계 으로 철할 것은 아니고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권리발생여부를 악할 것을 객 으로 도 히 기 할 수 없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 하여야 할 필연 인 이유는 없으므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법률상 장애에 한다고 평가되면 그 장애가 제거될 때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

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시효제도 내부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법  불안정성을 감

소시키므로 일단 기산 의 문제로 포섭할 수 있는 사안은 신의칙 용에 우선하여 기산 에 

한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권 , 의 논문,17~19,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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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민법은 채권자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

하여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채무자의 행 와 계없이 채권자가 시효

를 단시키는 행 를 하는 것이 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일정한 경

우를 열거하고 그러한 때에는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시 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 하는 시효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40)시효정

지 사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ⅰ)소멸시효의 기간만료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 리인이 없는 경우(제179조),ⅱ)채권자가 제한능

력자이고,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리하는 아버지,어머니 는 

후견인인 경우(제180조 제1항),ⅲ)부부  일방이 채권자이고,다른 일

방이 채무자인 경우(제180조 제2항),ⅳ)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

산에 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제181조),ⅴ)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

여 소멸시효를 단할 수 없을 경우(제182조)이다.그런데 이는 모두 그 

자체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 구도 채권자의 시효 단을 곤란하게 하

는 데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41)로서 결국 시효정

지 제도라는 것은 민법이 자체 으로 그 발생을 정하고 있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

당한 기간42)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40)시효정지 제도에 한 자세한 설명은 민법주해(Ⅲ),544면 이하(윤진수 집필부분)를 참조.

41)법정 리인은 리인의 의사와는 무 하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리인이 되는 것이

고,혼인 역시 통상 으로 상호간의 채권채무 계와는 무 하게 사회 습과 상호간의 애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측면이 매우 크다.채권자 는 채무자의 사망 역시 사람은 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을 고려하면 시효 단이 곤란하게 된 데에 한 사망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에는 무리이고,천재 기타 사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큰 사건을 의미한

다는 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 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2)민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경우 6개월,제182조의 경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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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이 듯 채권자와 채무자 그 구의 귀책사유도 없이 일정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효정지 제도를 두어 공

평한 해결을 꾀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신의칙이라는 이름으로  조항에 

열거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

로 보아 시효가 정지된 경우와 유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타당

한지는 의문이다.43)민법은 채무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도 시

효완성 에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민

법 제184조 제1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

하여도 소멸시효에 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을 지하는 

편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그리고 명문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  일정한 경우에만 시효가 정지되도

록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을 고려할 때,법에 정해진 시효정지사유가 아

닌 사실상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여 해석을 통해 소멸시효 항

변 자체가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보인

다.44)

2) 단기 의 불명확성  부당성

43)주석 민법(총칙 3),521~522면(이연갑 집필부분)참조.권리행사 장애상태가 채무자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면 신의칙 반의 부담을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은 남용될 우려도 지 않다

고 지 하는 견해도 있다(권 , 의 논문,23~24면).

44)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 으로 불가능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시효의 기산 으

로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반 해석상 소멸시효가 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권 , 의 논문,23~24면).그러나 사견으로는 객 인 권

리행사 장애사유의 문제를 기산 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는 민법이 객 인 권리행사 장

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경우에 시효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을 설명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고 보인다.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객 인 권리행

사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시효가 진행되다가 일정한 유 기간까지 시효의 진행이 정

지되지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아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 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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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례상 객 인 권리행사의 장애사유를 단하는 기 이 

불명확하다.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정의에 하여 명확

하게 설시한 은 없지만  2의 다항에서 인용한 결들을 살펴보면,

ⅰ)회사의 퇴직 규정의 부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용되

지 않는다는 법리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의 의식되지 못하 고 다른 소

송에서의 법정 공방 끝에 그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밝 졌다는 사

정45),ⅱ)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 여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

가 요양불승인처분을 하 고,법원에 의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46),ⅲ)한국 쟁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과거사 원회가 사건의 실체에 하여 조사한 결과를 담은 진실규명결정

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47),ⅳ)일본의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

행 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 공동 원회의 공식  견해

가 표명되지 않았다는 사정48),ⅴ)불법수사에 의하여 유죄 결을 받고 

복역하 으나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49),ⅵ)

불법수사에 의하여 유죄 결을 받고 복역하 으나 과거사 원회의 진실

규명결정이 없었다는 사정50),ⅶ)군의문사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없었다는 사정51),ⅷ)베트남 에 참 하 다

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 다는 사정52),

45) 법원 2002.10.25.선고 2002다32332 결.

46) 법원 2008.9.18.선고 2007두2173 원합의체 결.

47) 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 결 등.

48) 법원 2012.5.24.선고 2009다22549 결, 법원 2012.5.24.선고 2009다68620 결.

49) 법원 2011.1.11.선고 2010다53419 결, 법원 2013.3.28.선고 2010다108494 결 등.

50) 법원 2011.1.13.선고 2009다103950 결.

51)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

52) 법원 2013.7.12.선고 2006다17539 결, 법원 2013.7.12.선고 2006다1755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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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토지에 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정53)등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고 보았다.하지만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

고 하기 해서는 권리자가 구인지에 계없이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

하 다는 이 가 보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본 사정들이 

과연 그 게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먼  2002다32332 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퇴직  규정을 임의로 

잘못 해석하여 용해 왔다는 것은 퇴직  규정을 잘못 해석한 해당 채

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주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고 

보아야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54)실

제로  결문에도 이 사건 이 에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 로 승

소하 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  선 을 결정하면서 그 산정기 이 되는 평

균임 을 잘못 결정함으로써 원고가 장해연  선 을 과소지 받은 사

안에서 객 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원고 스스로 피고의 평균임  산정과 이에 기 한 장해연  

선  결정을 법한 것으로 신뢰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

지는 데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

53) 법원 2013.12.26.선고 2011다90194 결.

54) 법원 2008.9.18.선고 2007두2173 원합의체 결에서 양승태 법 은 “원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 여청구는 하지 않았는

데,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 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 거나 요양 여청

구권과 휴업 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결국은 ‘법의 부지’라는 원고의 주  사유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사유는 법률 문가에 한 자문이나 공  기 에의 질의 등을 통하여 쉽게 해소될 수

도 있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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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55)  두 결 사안 모두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의 잘못된 계산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 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임에도 양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유무에 한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2007두2173 결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이 확정

되기 에도 휴업 여의 지 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

히려 휴업 여의 지 을 청구하 다가 거부당하 다면 그 취소소송을 제

기하여 취소 결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단지 원고가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기 에는 휴업 여의 지 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

하 기 때문에 취소 결 후에 휴업 여의 지 을 청구한 것인데,그 다

면 이는 ‘주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이지,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결

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 ’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56)

한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도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까지는 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 ’인 권

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2009다72599 결에서는 시 

55) 법원 2003.3.28.선고 2002두11028 결.

56)다만 법원이 이러한 단을 하게 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12.14.개정되어

(2008.7.1.시행)  법상의 어느 하나의 보험 여를 청구한 것이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단

을 필요로 하는 최 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 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 여에

도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제113조 제2문 참조)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결의 사안은 

 법이 와 같이 개정되기 의 휴업 여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원칙 으로는 휴업

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결은 사실상 법원이  개정법에 소 효를 부

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37 -

에 경찰이나 군인이 지른 법행 는 객 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

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

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 고,따라서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 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난의 시기에 개인에 하여 국가기 이 조직

을 통하여 집단 으로 자행한, 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

으로 자행된,기본권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과거사정리 원회의 이 사건에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11.27.까지는 객 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하지만  결이 들고 있는 사정은 

결국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

182조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서 4·3사건,여순사건,한국 쟁 

등의 사변이 종료된 이후에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오히려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은 희생자의 희생사실에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고,과거사 원회의 조사 역시 

부분 유족들의 진술을 기 로 하 던 을 고려하면,사변이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권리행사 장애사유로는 민간인 희생사건을 공개 으로 거

론하기 어려웠던 사회 분 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과 같이 과거사 원회가 설치되기 이 에도 유족들의 노

력에 의해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57)권리를 행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

57)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경우에는 국회가 1995.12.18.거창사건 등 련자의 명 회복에 

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 고,그 유족들이 2001.2.17.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를 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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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일 으로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구

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

다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례는 불법수사에 의하여 유죄 결을 받고 복역하 음을 이유

로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통상 으로 재심 차에

서 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2009다103950 결의 사안과 같이 재심 차에서 무죄 결

이 확정되기 이 에도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에서 과연 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례는 다른 민·형

사사건 등의 확정 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당해 민사재 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

추어 련 민·형사사건의 확정 결에서의 사실 단을 그 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 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으로서58)재심무죄

결이 없더라도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 피해

자는 국가를 상 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수

사의 법성을 제로 유죄를 선고한 결이 재심 차에 의하여 취소되

는 것이 불법수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해 논리 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009다22549,2009다68620 결에서도 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여한 반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

58) 법원 2010.8.19.선고 2010다26745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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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청구권 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 공동

원회의 공식  견해가 표명될 때까지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시하 으나,  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들 

 일부는 1997년경 일본에서 피고들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를 제기하 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시내용처럼 ‘객 ’으로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하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한편, 법원은 다른 사안

에서 법원이 례를 변경하기 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 학 교

원에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견해를 취했던 것

이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하여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법원의 례나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 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

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는데,59)과연 

의 두 경우가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문제는 군의문사 사건이나 베트남  고엽제 사건과 같이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 으나 채권자가 구체 인 불법행 의 내

용을  알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이다.채권자가 권리

가 발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 가 되는 사실 계조차 악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객 ’인 권리행사 장

애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

이다.만약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채권자가 구체 인 불법행 의 내용

을 알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 으로 채무자의 소

59) 법원 2010.9.9.선고 2008다1586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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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민법 제

766조는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권과는 달리 채권

자가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뿐만 아니라 불법행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상

으로 채권자가 불법행 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권리를 행

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경우가 

부분일 것임에도 민법이 채권자가 손해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 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한 것은 제3장 제3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불법행 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

재에 한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상 방을 구제하고자 하

는 입법자의 가치 단이 투 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60)그럼에도 채무

자가 불법행 를 은폐하 는지 여부에 계없이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하는 것은 와 같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취지를 신의칙에 

의하여 무 뜨리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민법 제766조 

제2항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래할 염려가 있다.따라서 채권자가 권

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보아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하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2011다90194 결과 같이 원고 교회

와 피고 사이에 토지에 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을 리하는 

60)박 서 집필 표,주석 민법(채권각칙 8)(제3 ),한국사법행정학회,2000,631면(김홍엽 집필부

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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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 는 후견인에 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80조 제1항이 용되는 상황과 유사하므로 피

고가 원고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 다는 사정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

사유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그러나 민법 제180조 제1항이 규율하는 

사안은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채권자의 ‘법정 리인’인 경우로서 채무자

가 그가 리하는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법에 의하여 당연히 리인이 

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직 인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

리인을 통해서만 완 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13조 제4항 본문 참조).반면에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

에서는 표자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리  처분행 가 무효로 되

는 등61)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총유재산의 리  처분에 여할 여지

가 충분하며 비법인사단과 그 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하여는 특별 리인의 선임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62)등에 

비추어 볼 때,어떠한 비법인사단도 그 표자에 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객 ’으로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 다는 사정만으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다

고 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처럼  결들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사정이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인지 여부를 단하는 명확한 기 이 없어 실제로 법원의 결

에 의하여 인정되기 까지는 어떠한 사정이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

61) 법원 2003.7.11.선고 2001다73626 결 등.

62) 법원 1992.3.10.선고 91다2520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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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지를 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63) 례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도 그것이 과연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심

스럽다.이러한 문제는 결국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소멸시효 항

변이 신의칙에 반되는 한 유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서 이는 소멸시효 제도가 인정되는 주된 이유 의 하나인 법  안정성

을 해하여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 부마다 각각 다

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많아 례의 통일에 어려움을 가져올 소지도 

많다.64)

3) 례상 인정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한 새로운 

해석

그런데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타당성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고,그러한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여지가 많다.하지만 제①유형과 제③

유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구체  타당성을 고려한 분쟁의 해결이 충

분히 가능하며,오히려 제②유형을 독자 인 유형으로 악하지 않게 되

63) 법원 례해설에서조차 례의 설시만으로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의미가 분명하

지 않다는 취지로 해설하고 있다(이주 , 의 논문,573면;이범균, 의 논문,24면;김의환,

“장해연 선  과소 지 과 소멸시효”, 법원 례해설 45호,2004,102~103면).

64) 법원 2008.9.18.선고 2007두2173 원합의체 결에서 양승태 법 은 “이 사건에서 다

수의견이 설시하는 정도의 사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한다면 결국,주 이고도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한 ‘법의 부지’에 법률상의 장애와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특

별히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형

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법 해석의 일 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종국 으로 

신의칙과 권리남용 지 원칙의 용범 를 지나치게 넓힘으로써 실정법이 인정한 제도를 무

나 쉽게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향후 이러한 기조에 의한 신의칙 등의 용이 계속된다면 법체

계의 혼란과 법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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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이익에 치우친 단을 

할 여지가 어진다는 장 이 있다.이러한 입장에 따라  2)항의 례 

사안을 재해석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가)신의칙 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선 례가 2002다32332 결에서 회사 퇴직 규정의 부칙이 근로자

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의 의식되지 못하 고 다른 소송에서의 법정 공방 끝에 그 소송의 항

소심에 이르러 밝 졌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을 신의칙 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피고 

회사가 퇴직 규정의 부칙을 용하여 퇴직 을 지 하여 온 것은 피고 

회사가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한 근로자들의 항의

가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묵살하며 취한 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와 

피고 회사 모두가 그것이 정당한 퇴직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피고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자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 그 법성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

다. 례는 변호사,노무사 등의 문가들과 다른 소송의 제1심 법원조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단하 다는 사정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들었지만,이

러한 사정을 다른 에서 해석하자면 피고 회사로서는 다른 소송의 제

1심 법원과 자문을 요청한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문가들의 의견이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와 같은 사

정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반이 아니라고 볼 근거라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65)그러나 근로자들의 정당한 퇴직 을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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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이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 던 사정

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퇴직 의 추가지 을 거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이므로 제④유형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하다고 보인다.66)

 2009다72599 결과 같이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국가

가 설치한 진실규명기구인 과거사 원회가 사건의 실체에 하여 조사한 

결과를 담은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

유의 소멸로 악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후에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여 과거사정리에 한 의지를 천명하고 조사 끝에 그 결과물인 진

실규명결정을 발표한 일련의 과정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

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여도(제③유형)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에 반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67) 한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한 국가가 유

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모순을 있는 그

로 악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채

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이론  

근거가 될 수도 있다.68)

65)이주 , 의 논문,577~578면도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거나,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시효 원용을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66)박찬익,“소멸시효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민사 례연구 29권,박 사,2007,315면은 

임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제④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

67) 법원이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이후로 한국 쟁 후 민간

인 희생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반이라고 보는 근거에 한 견해를 변경하 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68)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진상규명결정(구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한 법률 제26조 참조)이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논리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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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법수사에 의하여 유죄 결을 받고 복역하 으나 재심 차에

서 무죄 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

유로 악하지 않더라도 국가기 인 수사기 이 불법수사를 하고도 법

한 수사를 하여 기소한 것처럼 진실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국가

기 인 법원이 불법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한 채 유죄

결을 선고하여 수사의 법성을 인정하 다면69)국가가 시효 완성 에 

진상을 은폐하고 확정 결로 불법수사의 부존재  수사의 법성을 추

인해 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①유

형).이러한 해석이야말로 국가가 형사 차를 이용하여 가해행 를 하고 

이를 유죄 결을 통해 은폐하 다는 사건의 말을 있는 그 로 악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이론  근거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한 2009다22545 결,2009다68620 결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여

한 반인도  불법행 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청구권 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 공동 원

회의 공식  견해가 표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에 반된다는 근거로 보았다.하지만 이는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을 벗

어난 것으로서 채권자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제거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70)을 고려할 때 민 공동

원회의 공식  견해가 표명된 때로부터 3년(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

69)헌법상 장주의 반,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과한 구 ,피의자에 한 고문·가혹행  

등은 모두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법원이 이러한 

문서들을 증거로 하여 유죄 결을 선고하 다면 당해 사건의 수사과정이 법하 다고 인정하

는 제에 섰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0) 법원 2013.12.12.선고 2013다201844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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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경

우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지,신의칙 

반이라면  결에서의 근거와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에서의 

근거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일본 국 의 회사인 피고들은 사건 당시 한반도를 지

배하던 일본국 정부의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강제징용을 행한 것이

었고,71)일본국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강제징용 사건의 말에 해서 

침묵해 왔고 지 까지도 그 구체 인 불법행 의 내용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아 불법행 의 은폐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피

고들 역시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

변이 신의칙 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하다고 할 것이다

(제①유형).72)

그리고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진상규명결정(구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한 특별법 제26조 참조)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구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한 법률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해 제정되었던 73)

71)자세한 내용은 정혜경,“조선총독부의 노무동원 련 행정조직  기능분석”,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4집(2008.3.),213-270면 참조.

72) 례가 법인의 내부 인 법률 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 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객

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법

원 2003.4.8.선고 2002다64957,64964 결),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 으로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보험 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

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법원 1993.7.13.선고 92다39822 결)고 시한 에 주목

하여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다는 입장을 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제거될 때까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했다는 견해가 있다(남효순,“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한 연구”,서울 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2013.9),406~428면 참조).그러나 이에 하여서도  각주 44)과 같은 비 이 

가능할 것이다.

73)구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한 특별법 제1조 (목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의

문이 제기된 사건에 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련자의 

피해와 명 를 회복하고 군에 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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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진상규명결정에 의하여 밝 진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체 인 소송

사건에서 국가가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

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제③유형)국가의 소

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74)군부  측의 

조작·은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 를 알지 못하 던 유

족들이 기타 국방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군의문사 피해자가 사망한 경

에 한 진실을 알게 된 사안에서는 국가 소속 군인들이 그 진상을 은

폐하여 유족들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 를 허 로 통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 으므로(제①유형)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다90194 결은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토지에 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가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악하고 있으나,법원이 피고가 원고 교

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원고 교회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심리

하여 피고가 목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의 의견에 교회 신도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 를 가지고 있었고,원고 교회

의 신도들이 특별 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권리를 행

사하려던 시도를 피고가 좌 시켰던 사정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형 인 제①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면 족할 것이다.75)물론 

74)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참조.

75)이 사안이 재산을 리하는 아버지,어머니 는 후견인에 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

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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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교회에 한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때

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의 문제

가 쟁 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신의칙 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반면에 2007두2173 결은 역시 요양 여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거부되

었다는 사정을 휴업 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권리행사 장

애사유라고 보았으나,  결이 밝히고 있듯이 피고가 원고의 휴업 여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시효완성 에 원고의 권리

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76)  결의 다수

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요양 여청구권과 휴업 여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법에 의하여 각각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것임에도 사실상 

법원이 해석에 의하여 소멸시효에 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77)

는 민법 제180조 제1항이 용되는 상황과 유사하므로  조항을 유추 용한다거나  조항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근거로 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

칙 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그러나 민법 제180조 제1항이 

규율하는 사안은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채권자의 ‘법정 리인’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그가 리

하는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법에 의하여 당연히 리인이 되지만,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에

서는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 하게 표자가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에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채무자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  자

신의 의사로 비법인사단의 표자가 되어 비법인사단이 자신에 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히 곤란하게 하 다면 제①유형에 해당한다고 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76)참고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두11013 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족 여 등 지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유족 여  장의비 청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을 하 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유족 여  장의비의 지 을 거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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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6다17539 결,2006다17553 결은 베트남 에 참 하 다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여 자신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 다는 사정을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반에 해당하는 근거로 보았으나,피고 

회사가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고엽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 고

엽제에 노출된 사람이 향후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을 알

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매하 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소멸

시효 항변이 신의칙 반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

았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78)

다.제④유형의 인정 여부

77)이 사안의 해결에 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의 문제로 해결하기보다 기산 의 문제

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고(김증한·김학동, 의 책,693면),권리행사설에 따라 

민법상 시효 단사유인 ‘재 상 청구’의 의미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로,요양불승인처

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을 휴업 여청구권을 행사한 청구로 보아 휴업 여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권 , 의 논문,28면;최은배,“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의 보험 여청구권과 소멸시효”,재 자료 제108집,2005,575면 이하 참조).그러나 

 법에 요양 여와 휴업 여는 별개의 보험 여임이 명시되어 있고(제36조 제1항),요양 여는 

원칙 으로 ‘산재보험 요양기 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며, 외 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

양비를 지 하는 것일 뿐이다(제40조 제2항).설사 후자라고 하더라도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

기 한 비용인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 의 

일부를 보 하는 휴업 여를 청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다(제52조).권리행사설에 

의하더라도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이 휴업 여의 청구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 단에 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한 것을 두고 휴업 여청구권을 행사하 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인다.다만,  각주 56)에

서 언 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7.12.14. 면개정되어  법상의 어떤 여의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단을 필요로 하는 최 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

효 단의 효력이 다른 여에도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입법 으로 해결된 상태이

다.

78)사견으로는 고엽제 피해자들은 피고 회사의 제품을 개인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병되어 지휘 의 명령에 따라 작 을 

수행하던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제조회사가 고엽제 유해성분을 은폐하

려고 했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는 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피해를 ‘보상’해야 할 문제이지,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이론을 용하여 제조

회사에게 피해자들에 한 ‘배상’을 명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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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④유형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

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본 사례는 없다.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서야 권리를 행사하게 된 데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어 제①유형과 제③유형  어느 하나로 포섭하기 곤

란하지만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신

의칙 반으로 배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79)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

종의 보충  유형으로서 제④유형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0)그러나 실제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2.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검토

79) 를 들어,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서로 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A와 B가 우연히 

만나 싸움을 벌 고 그 결과 각각 상해를 입고 헤어졌지만 서로 인 사항을 알지 못하 고 부

상정도도 크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런데 싸움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기 직 에 우연히 A가 B의 인 사항을 알게 되었고 10년 의 싸움이 생각나 소멸시

효가 완성되기 에 B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는데,그 소장을 받아 본 B역

시 소장을 받아 보고 A가 괘씸하여 싸움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A를 상 로 반소를 

제기하 다.이 때 A는 B의 반소에 하여 B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

변할 수 있는데,A가 소멸시효 완성 에 의도 으로 자신의 인 사항을 숨기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일부러 소멸시효 완성 직 에 소를 제기하여 B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

므로 제①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A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도 없어 제③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 가능한지도 문제될 수 있지만,고의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도 지되어 있기 때문에(민법 제496조)B가 상계항변을 할 수도 없다.하지

만 A와 B의 상 방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사실 계에서 발생한 것이고,A가 B에게 

상해를 가한 행 와 B가 A에게 상해를 가한 행 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불법행 임에도 A가 B의 인 사항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 에 알게 되었다는 우연

한 사정 때문에 A만이 B에 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B는 A에 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는 결과는 불공평하므로 이 때 A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④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의칙

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A로서도 B의 인 사항을 알게 된 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

고 사건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한 이상 상

방인 B의 권리행사를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이러한 사건이 있다면 실무상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의한 해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80)권 , 의 논문,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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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을 선고하기 이 에는 소멸시

효 항변의 신의칙 반 이론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은 거의 의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 이 에는 법원이 단순히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만 설시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 을 

뿐 재 그러한 사정이 사라졌는지,사라졌다면 채권자가 그로부터 상당

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한 단은 없었다.

하지만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아 채권자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

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그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된다는 에서 소유권을 제외

한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에도 어

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는 근거가 

된 사정이 이미 사라졌고 채무자도 더 이상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 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신의칙에 

반되는 행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81)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의하여 배척되는 이상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

하지 않는 것도 신의칙에 의하여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신의칙에 의하여 채권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82)

81)신의칙의 생원칙  실효의 원칙이 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증한·김학동,민

의 책,82면 이하;곽윤직·김재형, 의 책,80면 이하 참조)

82)곽윤직 편집 표,민법주해(Ⅰ),1992,박 사,211면(윤용섭 집필부분);권 재,“소멸시효를 원

용하는 소송상 항변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문제”,민사법이론과 실무 6집 (2003.5.),

304면;박찬익, 의 논문,301~3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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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어느 시 부터 기산되는 어느 정도의 기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아래에서는 먼  신의칙 반의 

유형에 따라 기산 에 하여 검토한 뒤,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기산 83)

먼  제①유형에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

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

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

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이므로,채무자의 이러한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단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채무자가 권리발

생의 근거가 되는 사실 계를 은폐하여 권리행사 는 시효 단을 

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계가 밝 져 채권자에게 알려진 

때,채권자가 사실 계  권리의 발생에 하여는 알고 있으나 채무자

가 시효 단 등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시 

는 권유한 바에 따르더라도 더 이상 권리의 목 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채권자가 알았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2009다22545

결,2009다68620 결의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여

83)일부 문헌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의 기산 과 소멸시효기간의 기산 을 혼

동하는 듯한 표 도 사용하고 있으나(이재승,“집단살해에서의 소멸시효와 신의칙”,민주법학 

53권,민주주의법학연구회,2013,211면 이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채권 본래

의 소멸시효기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법원’이 구체 인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53 -

히 계속되고 있어 사실 계가 명확하게 밝 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아직 기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③유형에서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

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

이므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 다고 볼 수 있는 

행 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84)

마지막으로 제④유형에서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

이므로,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

었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안 때85)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

이다.이 때 채권자의 인식과는 계없이 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부

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제④유형은 보충  유형으로서 제①유형  제③유형과는 달리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서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된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을 제로 하지 않고,오로지 채권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84)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참조.

85)  각주 79)의 사안에서는 A가 B를 상 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 다면 A의 권리와 B의 권리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 을 것임에도 A가 B를 상

로 소멸시효 완성 직 에 소를 제기하여 B만이 A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B가 A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4 -

신의칙 반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채권자가 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시 을 기 으로 기산 을 정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보인다.

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그 다면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어

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이는 일률 으로 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인 경우마다 채권자,채무자 방의 사정과 그 밖에 

객 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 으

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86)하지만 일단 최소한 민법상 시효정지 제도

에서 인정되는 6개월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채무자가 그 발생에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는 때에도 민

법이 시효정지 제도를 두어 일정한 경우에 명문으로 6개월의 유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에게 이에 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채

권자에게 6개월의 권리행사기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반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 으로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권리의 

발생원인,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

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볼 때 6개월의 경과만으로는 채

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채무자가 믿은 데에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

86) 법원 1992.1.21.선고 91다30118 결,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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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더라도 신의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다고 하는 것이 합리 이다.87)

제①유형의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권리행사를 방해하 음에도 권리

행사 방해상태가 제거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채무자가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제③유형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 음에도 그로

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이라고 채무자가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

에 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제①유형,제③유형에서는 구체

인 사정을 고려하여 6개월보다는 더 긴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

는다고 보아야 한다.하지만 채무자의 권리행사 방해행 가 없었던 때보

다 채권자가 더 유리한 상태에 놓여서도 안 되고,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래의 소멸시효기간보

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승인이나 시효이

익의 포기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에 반하므로 그 권리의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보다는 장기간의 권리행사 기간이 인정될 수는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④유형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권리를 

87)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도 같은 취지이다.신의칙의 특성상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에 하여 일률 으로 말

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인정될 수 있지만 민법상 6월 내에 재 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 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최고(민법 제174조 참조)가 그 표 인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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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게 된 것에 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

므로 시효정지에 하여 6개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보다 긴 기간

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88)

법원 역시 권리를 ‘상당한 기간’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

여 단할 것이지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외

인 제한에 그쳐야 하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

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89) 례의 이러한 태도는 에서 살펴본 바와 거의 유사한

데,이에 해서는 제3장 제4 에서 과거사 유형별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법리가 용되는 경우를 논하면서 상세히 검토할 것

이다.

88)박종훈,“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 례연구 18집(2007.2),102면은 제④유형의 경우에는 

특히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이므로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사정이 있

는 이상 기간 경과 여부에 불문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다.그러나 이는 신의칙을 통한 해석에 의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으

로서 해석론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이러한 결론은 소멸시효의 용을 배제하는 명시 인 입법

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9)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법원 2013.12.12.선고 2013다

201844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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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거사 소송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제1  과거사 소송의 의미와 그 황

과거사 소송이란 일반 으로 과거 권 주의 정권 시 에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 지

만 국가에 의한 은폐·조작 는 사건 당시의 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피해자들에 하여 아무런 법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

는 소송을 말한다.군사정권이 무 지고 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 인 차원에서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2000.

1.15.에 이르러서야 의문사진상규명에 한특별법이 제정되고 의문사진상

규명 원회가 설치되어 민주화운동 련 인사들의 의문사 사건에 한 

재조사가 실시되었다.그리고 2005.5.31.에는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기본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고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이하 ‘과거사 원회’로 약칭함)가 설치되어 포

인 과거사 진실규명작업이 시작되었으며,2005.7.29.에는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한 특별법(이하 ‘군의문사진상규명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

고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가 설치되어 오랜 세월 동안 묻  있던 군의

문사 사건에 한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과거사 원회는 2010.6.30.그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11,175건

의 사건을 수하여 그  8,450건에 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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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건의 진실규명결정  6,742건은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1,445건은 한국 쟁 후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238건은 권 주의 

정권 시  질러진 인권침해 사건,20건은 항일독립운동 련사건,5건

은 해외동포사 련사건에 한 것이었다.90)이러한 진상규명기구에 의

하여 진실규명된 사건의 피해자 는 그 유족들은 국가를 상 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 는데,특히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증하 다.2013년에는 국 으로 이러한 과

거사 소송이 1000건을 넘어섰고,소가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 을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집행된 과거사 소송 배상 이 

약 2,355억 원에 이르는 등 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가 법원 례상 한

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인정되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2013.6.30.을 후로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14년에 들어서는 소

폭의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91)

90)과거사 원회 홈페이지(http://www.jinsil.go.kr/appdealing/app_index.asp)참조.

91)2014.8. 재 국방부가 수행하고 있는 과거사 사건은 525건,이미 수행하여 확정된 과거사 사

건은 24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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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과거사 소송의 유형

과거사 소송은 크게 ① 수사기 으로부터 불법구 ·고문·가혹행  등

의 불법수사를 당하여 무고하게 유죄 결을 선고받았지만 뒤늦게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재심무죄형’사건과 ② 그 밖에 권 주의 정권 시  형사재 차를 거

치지 않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가혹행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사망

에 이른(자살도 포함)‘사실행 형’사건으로 나  수 있다.재심무죄형 

사건은 다시 재심무죄 결의 이유에 따라 ⅰ)수사기 의 불법행 가 재

심사유가 된 경우(일반 인 경우),ⅱ)처벌되었던 행 가 나 에 정당행

로 선언된 경우(5·18민주화운동 련자)로 나  수 있고,사실행 형 

사건은 ⅰ)과거사 원회의 방 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압도 으로 많

은 수의 소송이 제기된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과,ⅱ)그 밖의 

권 주의 정권 시  인권유린 사건(실미도 사건,삼청교육  사건,각종 

의문사 사건 등)으로 나  수 있다.

재심무죄형 사건과 사실행 형 사건의 가장 큰 차이 은 손해배상청구

를 하기 에 재심 차를 통해 무죄 결을 받는 것을 제로 하는지 여

부이다.재심무죄형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결을 받는 것이 일반 이고 그러한 무죄 결이 과거사 소송에도 

일정한 향을 미치게 되나,사실행 형 사건에서는 일단 사건의 모가 

밝 진 이상 그러한 차 없이92)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이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92)물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상의 보상  등을 지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제17조의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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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의 사건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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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

과거사 소송에서 국가에 의하여 아무리 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더

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 던 례의 태도를 

비 하면서 국가범죄를 지른 국가의 존재와 존속이야말로 권리행사에 

한 법률  장애사유로 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3)이러한 견해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 소

멸시효 규정이 가해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는 을 고려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 어도 소

멸시효의 기산 에 하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만

약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과거사 소송에서 국가가 존속하는 동안에

는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소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서는 사실상 소멸시효에 한 규정의 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이라는 문제도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따라서 본격 으로 과거사 

소송에서 어떠한 경우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를 논하기

에 앞서 먼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93)이재승,국가범죄,도서출  앨피,2010,179면 이하 참조.임상 ,“거창사건 련 결과 소멸

시효 항변”,법과 사회 27호(2004.12),박 사,176~177면;윤석찬,“국가기 에 의한 인권침해

와 민사책임”,인권과 정의 354호(2006.2)165~167면도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은 무효인 소송행 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비슷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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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제162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66조 제1

항),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하여는 특칙을 두어 피해자나 

그 법정 리인이 그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되고(제766조 제1항),그와 무 하게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즉,민

법이 일반채권에 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10년의 소멸시효의 

기산 도 불법행 를 한 날이라고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법

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94)

일반 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증거법  에서 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불법행 의 요건

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워진다는 ,② 손해  가해자를 안 

피해자의 감정을 시하여 시일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감정도 가라앉게 

마련이므로 나 에 새삼스럽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③ 불법행 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한 사람은 권리 에 잠자는 

자로서 법 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되

고 있었으나,최근에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에 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한 가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하는 견해가 유력하다.95) 한 민법 제766

조 제2항이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

록 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94)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이기용,“불법행 에 있어서의 소멸시효”,비교사법 12권 4호(2005.

12.),225면 이하를 참조.

95)곽윤직 편집 표,민법주해(ⅩⅨ),박 사,2005,368~372면(윤진수 집필부분);주석 민법(채권각

칙 8),612~613면(김홍엽 집필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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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에 한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손해배

상청구의 상 방을 구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가치 단이 투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이다.96)

즉,민법 제766조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 계의 발생을 목 으로 체결

되는 계약과는 달리 불법행 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신뢰 계가 없

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법률 계가 발생한다는 (법정채권 계),불

법행 의 요건이나 손해액의 산정에 하여 당사자 사이에 심한 법  분

쟁이 발생한다는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손해  가해자를 알기 

까지는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되97),단기소

멸시효를 규정하여 일단 손해  가해자를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  조

기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불법행 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되도록 하여 입증곤란의 험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일방 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비합리 인 것이 

아니라 불법행 로 인한 법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의 입장을 모두 반 한 합리 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66조는 모든 불법행 에 하

여 원칙 으로 용되어야 하는 것이지,가해자가 국가라거나 불법행

의 내용이 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석에 의하여 그 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98)국가의 존재와 존속을 권

96)민법주해(ⅩⅨ),395면(윤진수 집필부분);주석 민법(채권각칙 8),631면(김홍엽 집필부분)참조.

97)지원림,민법강의(제12 ),홍문사,2014,1819면 이하 참조.

98)윤진수,“국가 공권력의 법행 에 한 민사  구제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재심·시

효·인권,경인문화사,2007,217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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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사에 한 법률  장애사유라고 악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한 

민법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에 한 규정이 사실상 배제되는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무엇인지도 별도의 입법이 없이는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존속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한 권리

는 채무자가 사라져 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소멸시효 기타 법률

계를 논할 실익조차 없게 된다는 에서 소멸시효의 기산 과 련하여 

국가의 존재와 존속을 권리행사에 한 법률  장애사유라고 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과거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의 문제를 논할 실익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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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과거사 소송 유형별 검토

1.재심무죄형

가.수사기 의 불법행 가 재심사유가 된 경우

1)사건의 개요

과거 권 주의 정권 시 에는 정권의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 이 반정

권 성향의 인사들 는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연행하여 고문·가혹행  

등을 가하고 허 의 자백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이들을 형사처벌하고 

복역하게 한 사건들이 발생하 다.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국가에 의하

여 이러한 수사기 의 불법수사가 공식 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 는데,일반 으로 법원은 수사기 의 불법수

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 고,재심 차에서는 주로 유죄의 근거

가 된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을 불법수사가 있었다는 을 근거로 부정

(헌법 제12조 제7항,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309조,제317조 등 참조)

한 뒤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결을 선고하 다.피해자들은 이 게 재심 차를 통하여 무죄 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이러한 과거사 소

송에서는 수사기 의 불법행 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주된 근거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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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례의 태도

종래 례는 이러한 재심무죄형 사건에 있어서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을 받아 확정될 때까지는 객 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던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

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99)그러나 보안부  

수사 들의 불법수사에 의하여 유죄 결을 받았다가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

차에서 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채권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채권자가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 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며,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 으로 소멸된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 다.100)

 2013다201844 결은 권리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단

99) 법원 2011.1.11.선고 2010다53419 결, 법원 2011.1.27.선고 2010다6680 결 등.

100) 법원 2013.12.12.선고 2013다20184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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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기 을 설정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기 

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검토

가)신의칙 반의 근거

재심무죄형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 근거

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해서는 먼  재심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시각이 타당한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수사기 의 불법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사기 이 작성한 문증거를 근거로 법원이 유죄 결을 선고하 다면 

그러한 결이 재심 차에서 취소되기 까지는 와 같은 피고인이 국

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일정한 장애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장애사유를 사실상의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악

하는 례의 태도를 비 하며 유죄의 확정 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

지 않는 한,그러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결의 기 력에 되는 것으

로서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따라서 이러한 유죄의 확정 결

은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에 의하여 

 결이 취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

게 본다면 굳이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을 원용하지 않고서도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01)

101)윤진수,“2006년 주요 민법 련 례 회고”,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399면 참조.이

유정,“사법 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  -인 당재건  사건을 심으로”,재심·시효·인권,

경인문화사,2007,289~290면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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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형사 결의 기 력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 타당

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통설은 형사 결의 기 력은 실체  법률 계

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송법상 인정되는 확정재 의 후소

에 한 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소송법설),형사 결의 기 력은 

① 이미 법원이 단한 사항(공소사실의 유·무죄와 같은 실체  사항과 

할 반 는 공소기각 사유 등의 소송조건에 한 형식  사항)에 

한 후소법원의 다른 단을 지한다는 내용  구속력과 ② 유·무죄의 

실체 결이나 면소 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건에 하여 다시 심리·

단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그 내용으

로 할 뿐이다.102)민사재 에 있어서 이와 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 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당해 민사재 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련 

민·형사사건의 확정 결에서의 사실 단을 그 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 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례의 태도라는 103)을 고

려할 때,형사 결의 기 력이 민사소송에 있어 특정 쟁 에 한 단

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향을 다고 할 수는 없고,유죄 결이 확정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유죄 결이 재심 차에서 취소되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 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7호는 원 결, 심 결 는 그 결의 기  된 조사에 여한 

법 ,공소의 제기 는 그 공소의 기  된 수사에 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 이 그 직무에 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422조는 증거가 없다는 것 이외

102)이재상,신형사소송법(제2 ),박 사,2008,671~683면 참조.

103) 법원 2010.8.19.선고 2010다26745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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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로 그 확정 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

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불법수사에 한 증

거가 있다면 그러한 증거를 토 로 민사소송에서 국가를 상 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여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반드시 재

심 차에서 유죄 결을 취소하는 결이 ‘확정’되어야만 국가를 상 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 ‘법률상 장애’ 는 ‘객 인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사라진다는 시각은 행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104)제2장 제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례 역시 재심무죄 결

이 확정되기 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심무죄 결이 확정된 때가 아

니라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객 인 권리행사 장

애사유가 있었다는 시를 한 바 있는데,105)재심무죄 결이 확정될 때

까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다는 견해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행법의 해석상 더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2장 제2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도 없이 해

석에 의하여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무죄

형 사건에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는지를 기 으로 소멸시

104)다만,  견해가 재심에 의하여 결이 취소될 때까지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재심무죄형 사건에서 유죄 결을 선고한 행  그 자체를 불법행

로 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윤진수,“이용훈 법원의 민법 례”,정의로운 사법:이용

훈 법원장 재임기념,사법발 재단,2011,23~24면 참조).그러나 재 하 심 례는 명재

소 사건에서 구 특수범죄처벌에 한특별법의 헌성심사를 해태한 채 그 합헌성을 만연히 

인정하여 유죄 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 행 를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재심무죄형 사건에서 수사기 의 불법행 만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뿐이

고 법원의 재 행 를 명시 으로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에서  

견해는 논의의 이 다소 잘못 맞추어진 면이 있다.

105) 법원 2011.1.13.선고 2009다10395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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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항변의 신의칙 반 여부를 검토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재심무죄형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하여 수사 차를 진행해야 할 수사기 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법한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공소를 

제기하 을 뿐만 아니라,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로서 불법수사가 있었

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법원마 도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무시한 채 유죄 결을 선고함으로써 수사의 법성을 추

인해 주고 법한 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 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

이다.피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이야말로 시효완성 에 피해자

들의 국가에 한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한 행 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결을 취소하는 결이 확

정될 때까지는 국가의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재심무죄형 사건은 기본 으로 제①유형에 해당하여 소멸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그 다면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피해자들에 한 재심 차

에서 유죄 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

산된다고 보아야 하고,민법상 시효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와의 형평상 그

로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례가 2013다

201844 결에서 여 히 유죄 결을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본 

것은 문제가 있으나,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에 하여 기본 으로 재심

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과거에 비하여 보다 합리 인 이론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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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례가 채권자가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

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것을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근거를 결문에서 명확히 밝

히고 있지 않다.다만,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이 그 근거를 달리하는 형

사보상청구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106)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 신

에 같은 조 제2,3항이 형사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배상을 받은 액

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반 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형사보

상을 받은 액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

하 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형사보상청구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 거액의 손

해배상청구를 하기 해서는 상당한 인지 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참조)과거사 소송의 원고들이 일단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을 받아 이를 손해배상소송의 인지 로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유죄 결을 받은 피고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재심을 청구

하고(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참조),무죄 결 확정 후 형사보상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형사보상법 제3조 참조)에서는 피고인의 상속인

들이 형사보상청구권자이면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사람이

기도 하므로 와 같은 논거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6)형사보상청구권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무고함이 밝 진 피의자 는 피고인의 구

에 한 보상의 성격(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참조)을 갖는 반면,손해배상청구권은 수사기 의 

불법수사 기타 국가의 불법행 에 한 배상의 성격(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750조)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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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생존하고 있어 직  재심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

송의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은 형사보상청구권과는 아무

런 련이 없으므로(형사보상법 제2조 참조) 와 같은 논거를 들어 피

고인 본인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

다는 사정이 그 가족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연장될만

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원고 본인이 형사보상청구권자

가 아닌데도 형사보상청구권자인 피고인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

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연장

되고,그 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형사보상청구권 행

사 유무에 따라 상당한 기간의 연장 여부가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107)피고인이 사망하 더라도 피고인의 상속인 이외의 

친족들( 를 들어,피고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피고인의 

형제자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의 문

107) 를 들어, 례의 태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존해 있어 피고인만이 형사보상청구권자인 상

황에서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만이 공동원고가 되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 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자인 피고인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

터 ‘5개월 29일’이 되는 시 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

으로 보게 되지만,피고인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 에 형사보상청

구를 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른 를 들자면,

의 상황에서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시 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에도 형사보상청구권자인 피고인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5개월 29일’이 되는 시 에 형

사보상청구를 하 으나 형사보상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로부터 1년 후에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피고인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 에 형사보상청구를 하 으나 형사보상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로부터 1년 후에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례이론에 의하면 원고들이 언제 소를 제기하

는지 여부에 계 없이 오직 형사보상청구권자인 피고인이 형사보상청구를 언제했는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는지에 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그러나 피고인의 형사보

상청구 시 에 따라 원고들의 소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에 한 평가가 달라져

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고,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원고들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도 아닌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 여부  그 시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시기 등

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합리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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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한다.그럼에도 법원은  2013다201844 결의 취지에 따른 

시를 계속하는 등 아직 와 같은 문제 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108)

그러나 유죄 결의 존재를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악하지 않

고 국가의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굳이 권리행사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피해자

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국가가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

났다고 하여 국가에게 신의칙상 피해자들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

을 것이라는 에 한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신의칙의 용은 개별사건에서의 구체  타당성을 추구하기 한 것

인데 구체 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 으로 ‘어느 시 으로부터 6개

월’과 같은 기 을 설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입법작용이 아닌 재

작용이라는 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109)구체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심무죄 결을 받게 된 경 ,원고들의 재산상

태,소제기에 이른 경  등을 재 부가 심리하여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소

를 제기하기 해 노력하 다는 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재심무죄 결 확

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

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10)그러나 자신

의 권리행사와 무 하게 유죄 결을 받았던 다른 사람과 공동원고로 소

를 제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재심무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 1

년 이상 기다렸다가 소를 제기한다거나 재심청구 과정에서 이미 변호인

108) 법원 2014.1.16.선고 2013다205341 결 등 참조.

109)이재승, 의 논문,213면 참조.

110)박찬익, 의 논문,302~3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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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지 를 부담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

도 만연히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

이 일부러 권리행사를 늦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상태를 

제거한 국가가 원고들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에 

한 신의칙상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

의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111)어 든 ‘6개월’이라는 기

간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굳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수한 사정으로서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를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구체 인 재심무죄형 사건에서 신의칙상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에 하여 타당한 단을 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국가의 권리행사 방

해상태가 없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112)

한 형사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언제나 일치하

는 것은 아니고,같은 청구원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일 사

건에서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하여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아

닌 원고와 형사보상청구권자인 원고를 달리 취 할 이유는 없다.따라서 

형사보상청구권자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

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 볼만한 사정  하나로 참작하는 것113)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배

111)재심무죄형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이 에 재심무죄 결을 받는 차를 거치기 마련

이고,그러한 재심 차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원고들은 그러한 변

호인을 통하여 소멸시효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한 어느 정도의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12)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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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소송의 원고가 아닌 타인이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했

다는 것 자체만으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

정이 있고 한 기계 으로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형

사보상청구를 하고,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청

구를 해야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악하는 례의 

태도114)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형사보상청구를 하 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정  하나 정도로 악하

면 충분할 것이다.

나.처벌되었던 행 가 나 에 정당행 로 선언된 경우

1)사건의 개요

5·18 주민주화 운동과 련된 행  는 1980.5.18.을 후하여 발

생한 소  신군부 세력의 내란행 를 지하거나 반 한 행 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기 에 연행되어 불법 구 과 가혹행 를 당한 후 

유죄 결을 선고받고 복역하 다.소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러

한 5·18민주화운동 련자들에 한 명 회복 요구가 커져갔고 국회는 

1995.12.21.5·18민주화운동등에 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이 형사소

송법 는 군사법원법상의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다(제4조 제1항).그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허가 없이 김

113)구체  사정을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한데도 형

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114) 례의 태도에 따르면 재심무죄 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고,형사보

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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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회에 참석하고 유언비어가 수록된 책을 배포하 다는 의로 앙

정보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후 계엄법 반,계엄포고 반죄로 기소

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는 재심을 청구하 는데,재심법원은 피고

인의 행 가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죄로 되

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단의 무죄 결을 선고하

다.115)A와 그의 가족들은 이 게 재심 차를 통하여 무죄 결을 받은 

뒤 2012.1.27.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하 다.

2)소송의 경과

이에 하여 제1심 법원은 A가 1998.10.12.경 구 주민주화운동 련

자보상등에 한법률(2000.1.12.법률 제6122호로 개정되기 의 것,이

하 ‘주민주화운동보상법’으로 약칭함)에 따른 보상 지 결정에 동의하

고 보상  등(장해  구 에 한 보상 ,생활지원 , 로 이 포함

됨,제5조,제7조 참조)을 지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A가 입은 피해에 하여는 재 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A의 고유

의 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하 고,수사기 의 불법행 를 인정

한 다음 어도 재심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과거의 유죄 결이 오 이

었음을 인정하는 공권  단을 받을 때까지는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것을 일반인에게 기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재심무죄 결

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국가의 소

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A의 자녀들

인 다른 원고들의 고유의 자료와 원고들이 이미 사망한 A의 처의 

자료를 상속한 부분만을 인정하 다.116)항소심 결 역시 같은 결론을 

115)서울고등법원 2012.1.5.선고 2011재노11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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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자료 액수만을 감액하 다.117)국가는 항소심 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사건이 재 법원에 계속 이다.

3)검토

재 우리 사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에 하여 어느 정도 

사회  합의가 이루어졌고118),정부 차원에서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명 를 회복시키기 한 조치

들이 꾸 히 이루어져 왔다.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는 구 주민

주화운동보상법(  5·18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에 따

라 피해자 는 그 가족들(피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 후 보상  등을 지 하 고(제8조,제9조,제12

조 참조),보상  등의 지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주민주화

운동과 련하여 입은 피해에 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 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규정(제16조 제2항)을 두어 국가배상의 문제

가 생기지 않도록 하 다.그러나 에서 소개한 사안과 같이 피해자 본

인은 생존한 상태에서 보상 을 지 받았지만 재 상 화해의 효력은 보

상 을 지 받은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구 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을 지 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문제는 여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6)서울 앙지방법원 2012.10.17.선고 2012가합6702 결.

117)서울고등법원 2013.4.18.선고 2012나92892 결.

118)헌법재 소 1996.2.16.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결정(구 5·18민주화운동등에 한특

별법에 한 합헌결정), 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원합의체 결(소  신군부 세력

에 하여 내란죄를 인정한 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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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역시 수사기 의 불법수사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유죄 결을 선고함으로써 수사의 법성을 추인해 주고 

법한 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 을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유죄 결

이 시효완성 에 피해자들의 국가에 한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

능 는 히 곤란하게 한 행 이므로 제①유형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

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기본 으

로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국가의 권리행사 방

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심 결 이 에 이미 구 주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주민주화운동 련자보상지원 원회가 A가 수사기 에 연행된 후 가혹행

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을 확인하고 이에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보상 까지 지 하 으므로119)이 시 에 국가의 A의 가족들

에 한 권리행사 방해상태는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더군다나 

A에 한 재심 결은 A가 불법수사를 당하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

죄의 근거가 된 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것

이 아니라 단지 A의 행 가 형법상 정당행 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A가 당한 불법수사의 법성을 추인해 주고 법한 수

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 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120)A의 행

가 정당행 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무죄 결이 없더라도 주민주화운

동 련자보상지원 원회의 보상결정서와 보상신청 당시 제출하 던 각종 

증빙서류와 원회의 보상결정서 등을 제출하 다면 A의 가족들이 국가

119)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같이 일단 조사결과만을 발표하고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는 

향후 국회의 배상·보상특별법 제정이나 법원의 결에 맡긴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보상 의 

지 은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에 한 책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120)일반 인 재심무죄형 사건과 구별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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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므로121)재심무죄 결

이 확정된 때가 아닌 A가 보상 지 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권리행사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이러한 해

석이야말로 ‘소송’이 아닌 ‘특별법상의 보상’을 통해 피해자들에 한 보

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인지에 하여는  가항에서 살펴본 바

와 같다.122)

2.사실행 형

가.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1)사건의 개요

해방 이후 한민국은 극심한 좌우 립 속에서 4·3사건,여순 사건 

등의 혼란을 겪었고,그 과정에서 군·경과 반란군 내지 빨치산에 의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1950.6.25.한국 쟁이 발발하자 

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이나 좌익활동 의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

람들은 집단 으로 학살되었고,북한군에게 령당한 지역에서는  

세력에 의하여 우익 인사나 경찰·공무원에 한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

121)재심 차에서도 법원은 보상결정서 등을 근거로 불법수사의 존재와 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의 2012나92892 결에서도 A가 보안사 군인들에게 강제연

행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 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사람으로서 

주민주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주민주화운동 련자보상심의 원회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A

에 한 불법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 다.

122)따라서 A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A가 보상 을 수령한 때로부터 3년이 지

난 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소

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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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다시 국군이 수복한 지역에서는 부역 의자에 한 집단학살이 발

생하기도 했다.일부 지역에서는 군·경이 낙오한 북한군이나 빨치산과 

같은 후방 교란세력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법 차에 의하지 않은 채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이와 같은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

건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발생한 집단 ·조직  학살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그 불법성이 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공을 시하는 사회분 기

와 권 주의 정권의 억압 속에서 희생자 유족들은 공개 으로 진상규명

이나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다.123)오랜 시간이 흐른 후 2006년에 

이르러서야 과거사 원회는 피해자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 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742건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 진실규명결정을 하 다.

피해자들은 이 게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

를 하게 되었다.피해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유족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다른 과거사 사건과는 달리 100명 이상이 공동원고가 되는 

경우도 많은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사건 수 역시 과거사 사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다.

2) 례의 태도

일부 하 심 결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어 허

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있었지만,124)종래 법원은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하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

123)1960년에 4  국회가 양민학살진상규명 원회를 구성하여 신고를 받기도 하 으나,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보도연맹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희생자 유족들이 사회교란세력으로 몰

려 명재 소에서 처벌받기도 하 다(과거사 원회,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199면 

이하 참조).

124)서울 앙지방법원 2009.2.10.선고 2008가합57659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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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125)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학계와 여론의 큰 비난에 직면하 고,결국 법원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처음

으로 시 에 경찰이나 군인이 지른 법행 는 객 으로 외부에

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 의 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 고,따라서 국가 등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 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 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난의 시기에 개인에 하여 국

가기 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 으로 자행한, 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

인하에 조직 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한 구제는 통상의 법 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과거사정리 원회

의 이 사건에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11.27.까지는 객 으

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

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3  비 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 학살의 모를 어림잡아 미

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 하는 것은 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시하 다.126)

 결 이후 다시 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들이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합의체 결을 통하여 

과거사정리법은 단순히 역사  사실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 회복을 도모하는 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경  등을 밝히고 그에 

125) 법원 2008.5.29.선고 2004다33468 결.

126) 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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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회복까지를 목 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의하여 밝 진 피해자 등이 국

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체 인 소송사건에서 국가

가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한 신뢰를 가

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 상당하며,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  안정성의 달성,입증곤란

의 구제,권리행사의 태만에 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

효 제도에 한 단히 외 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

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는바,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

규명결정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때에 소를 제기하 지만 진실규

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 까지 피고의 입법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

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127)

요약하면 종래 법원은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국가의 

127)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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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으나,울산 국민

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①유

형과 제②유형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된다는 입장을 밝혔고,다시 진

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은 제③유형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검토

가)신의칙 반의 근거

사실행 형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무죄형 사건과는 달리 불법수사의 존

재  그 법성을 은폐한 유죄 결의 확정이라는 명확한 권리행사 방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시효완성 에 구체 으로 어떻게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는지를 주장·입증하

는 것이 쉽지 않고,실제로 소송과정에서 주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울

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경우에는 처형자 명부를 국가가 3 비 로 지정

하 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러한 처형자 명부라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후방교란세력 토벌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등),소송과정에서 원고들에 의하여 소제기 시 을 기 으로 최근

까지 이루어진 국가의 권리행사 방해행 가  주장·입증되지 않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난

이 생긴다.과거 권 주의 정권 시 에 피해자 유족들이 탄압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가 진상규명을 요구

하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실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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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당시 고건 통령 권한 행의 거부

권 행사로 인하여 제정작업이 좌 되기는 하 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4.3.2.배상특별법안이 의결되기까지도 하 다는 을 고려하면 더 

이상 국가가 조직 으로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한 객 인 권리

행사 장애사유를 신의칙 반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은 

이미  제2장 제2  1의 나항에서 언 한 바와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로 본 

법원의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의 태도는 매우 합리 이라고 볼 

수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는 과거사청산의 의지를 보이겠다

며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한 국가가 피해

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모순을 있

는 그 로 악한 것이기도 하다.

나)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1) 례입장의 정리

법원은 종래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

하다가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에서 과거사 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3년이 경과

하여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5년의 소멸시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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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완성되었다고 제한 뒤,다만 국가가 5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

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이때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2

년 10개월이 경과한 때에 소를 제기하 지만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

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 까지 피고의 입법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

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취하 다.  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 ’이 어느 시 을 의미하는지 다소 모호

했지만 그 이후 법원은 소제기 당시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진실

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다고 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 다.128)사실

상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보

고 있는 것이다.

(2)기산

와 같은 례의 태도  기산 을 진실규명결정일로 보는 것에 하

여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 입장에서

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 비로소 국가가 소멸시효의 

128) 법원 2013.8.22.선고 2013다200568 결. 법원은  2013다200568 결에서 피해자 유

족들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본인의 자료를 상속한 부분만 

청구하다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자신들 고유의 자료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들 고유의 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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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에 한 신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진실규명결정을 안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진실규명결정의 발표를 통하여 국가

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 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가 

채무자로서 채권자에 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도 아니다.진실규명결정을 한 과

거사 원회는 국가의 손해배상채무에 한 리권한도,처분권한도 없어 

유효하게 국가의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

이다.129)과거사정리법은 과거사 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진실규명신청

인과 조사 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건 

계자들에게 과거사 원회의 결정에 한 이의신청기회를 주기 한 것이

지(제28조 참조)피해자 유족들에게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어떠

한 신뢰를 부여하기 한 목 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다.다만,국가가 

과거사정리의 의지를 천명하고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를 한 

뒤 과거사 원회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일련의 과정을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따

라서 구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지했는지,유족들이 언제 진실규명결정

을 통지받았는지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기산 과는 련이 

없으며,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 다고 평

가할 수 있는 행 가 있은 날인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

129)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상 방 있는 단독행 로서 처분

행 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김재형, 의 책,

452면 참조).국가의 채무승인 역시 승인을 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한 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례이다{법원 1970.3.10.선고 69다401 결,민법주해

(Ⅲ),533~534면(윤진수 집필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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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당한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는 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상당한 기간

그러나 례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일 으로 3년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물론 이것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 으로 통일 인 사건처리를 

한 기 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은 이해

할 수 있다.하지만  1가 3)의 나)항에서 언 한 바와 같이,신의칙의 

용은 개별사건에서의 구체  타당성을 추구하기 한 것인데 구체 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 으로 ‘어느 시 으로부터 3년’과 같은 기 을 

설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입법작용이 아닌 재 작용이라는 을 

간과한 것이라고 보인다.130) 를 들어,원고들이 자신의 고유의 자료

와 희생자 본인의 자료를 상속받은 부분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취지의 항소심 결까지 선고받아 상고심에 계속 인 상황에

서 이미 사망한 다른 유족들의 자료도 상속받았다며 후소를 제기한 경

우에 후소의 제기는 이미 승소 결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원고들이 소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취지변경을 통

하여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가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한 상고심에 이르러 탈법 으로 사실상 청구취지변경을 하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려는 행 이기 때문에 가사 후소가 진실

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한 

130)김미리,“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특별법연구 

10권,사법발 재단,2012,592~5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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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31)

그리고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비서

면을 제출하는 등 이에 응소하 음에도(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참조)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역시 소 차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

하여 상 방으로 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과 같은 신뢰

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132)이러한 후소는 가사 진실규

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한 기

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법원은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그 최 치인 단기소

멸시효기간 3년으로 보는 근거를 보상특별법안이 2011.11.17.발의되었

131)서울 앙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가합504470 결 참조.

132)이에 하여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 용하여 소취하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에는 소 제기시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민법 제174조의 취지는 최고가 법에 정해진 시효기간

의 만료가 가까워지는 시 에 시효 단을 해 취해지는 비  조치라는 을 감안하여 최고

가 이루어진 시 으로부터 6개월의 유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재 상 청구 등 시효 단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비록 그 시 에서는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

성되지 않게 하기 한 것이고(지원림, 의 책,417~418면 참조),소송의 각하·기각·취하 역시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 것일 뿐

이다(지원림, 의 책,414~415면 참조).그러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반으로 배척하는 경

우에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법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시 에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

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 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가 기 이 될 뿐이다.따라

서 채권자가 최고를 하 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

지만,채권자가 권리행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를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

2항 참조)스스로 철회하는 소취하를 한 것은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채무

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후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다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물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변제의사를 밝  

소를 취하하 으나 실제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의

지 의사를 표명한 행 를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민법 제184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임의지 의사를 표명한 행 를 근거로 다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제③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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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8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133)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들이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직 까지 국가의 입법  조치를 기다렸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34)물론 진실규명결정이 2009

년 이 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 에

서는 18  국회의 임기만료를 후하여 보상특별법안이 좌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와 같은 법원의 설명이 타당할 수도 있다.하지만 진

실규명결정이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

년이 지난 때는 이미 2013년이기 때문에 례의 와 같은 태도에 의하

면 2012.5.29.임기만료로 보상특별법안이 폐기된 때로부터 별다른 이

유도 없이 1년 정도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상당

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일 으로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는지 여부를 단

할 것은 아니고,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소제기에 이른 경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

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상당한 기간 내

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되,특히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에 신 해야 할 것이다.135)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133)18  국회의 임기는 2012.5.29.만료되었다.

134) 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2819 원합의체 결.

135)하 심 례 에는 과거사 원회가 2010.6.30.진실규명결정을 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

건 희생자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2013.6.27.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에서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안’이 2012.5.29.제18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피고의 피해보상 등을 한 극 인 조치를 더 이상 기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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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직 ( 를 들어,3년이 되기 1~2일 )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게 되면 과거사 원회의 진실

규명결정은 결코 국가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나 채무의 승인이 아님에도 

사실상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신의칙을 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하는 것이 법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는 채무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것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4)청구취지의 확장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

부

실무상 재심무죄형 사건의 경우에는 소수의 공동원고가 처음부터 거액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취지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다수의 공동원고가 처음에는 

비교  소액을 청구하다가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가 많다.이 때 청구취지의 확장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효기간 내에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비하기 하여 따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 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한 것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7.3.선고 2013나

202753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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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해야 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일단 소가 제

기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통상 으로 원고들은 소장

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고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도 이미 원고들이 소

를 제기한 상황에서 청구액을 확장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의칙상 상당한 권리행사기간이 구체 인 

소송에서 청구 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을 한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제기 자체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상당한 기간의 

상한선인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 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변경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6)다만,희생자로부터 

상속받은 자료만을 청구하다가 유족으로서의 고유의 자료까지 청구

하는 것과 같이 이미 행사한 권리와  별개인 권리를 추가로 청구하

는 경우에는 실질 으로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한 새로운 소제기에 해

당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추가한 부분에 하

여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137)

나.권 주의 정권 시  인권유린 사건

1)사건의 분류

136)서울고등법원 2014.7.25.선고 2013나2010428 결 참조. 법원은 명시설에 따라 일부청구

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시효 단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법원 1992.4.

10.선고 91다43695 결), 외 으로 손해배상사건에서 앞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고 청

구취지의 확장을 할 것을 제로 하여 일부청구한 경우에는 비록 명시  일부청구라도 청구권 

부에 하여 시효 단의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시윤,신민사소송법(제4 ),박

사,2008,261면, 법원 2001.9.28.99다72521 결 등 참조).그러나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는 소제기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권리의 시효진행을 단’시키는 것

이 아니라,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소멸시효 남용론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

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137) 법원 2013.8.22.선고 2013다200568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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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았던 과거사 사건 이외에도 권 주의 정권 시  인권유

린 사건은 많이 있다.그러나 그 사건들마다 다양한 사실 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 반된다면 어떠한 유

형에 해당하는지 일률 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하지만 신의칙 

반의 유형을 구분하기 해 굳이 분류해 보자면 먼  과거사 원회와 

같은 국가의 진상조사를 한 특별기구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

우138)와 그러한 진실규명결정이 없었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조작·은폐행 가 인정되는 경우139)와 진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당

시의 시  상황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 로 권리를 행사하

기 어려웠던 경우,그리고 피해보상을 한 특별법140)이 제정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수 있을 것이다.

2) 례의 태도

국가보 비상 책 원회가 1980.5.17.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사회정

화를 하여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는 명목으로 삼청교육 를 설치하여 입

소자들에 한 각종 인권유린행 를 하 으나,결국 1988.11.26.노태우 

통령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한 명 회복

과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 고,국방부장  역시 

1988.12.3.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뒤 1988.12.12.부터 1989.1.

20.까지 피해신고를 해  것을 요청하여 삼청교육 에서 피해를 입은 

138)각종 의문사 사건, 학생 강제복무 의혹사건,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등

139)수지김 사건,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실미도 사건 등

140)민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한 법률,삼청교육피해자의 명 회복  보상에 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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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도 1989.1.5.피해신고를 하 으나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자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통령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한 피해보상의 방침을 밝

힌 이상 정부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들에게  담화에서 밝힌 로 입

법조치 등을 통하여 한 피해보상을 하여  정치·도의 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통령이 와 같이 담화를 발표한 경 와 취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 으로 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

민들의 이해와 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피해

자들에 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 다거나 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통령에 이어 국방부장 이 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신고를 받기까지 하 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정당하다고 단하 다.141)

A는 1987.1.3.홍콩에서 아내 수지 김(본명 김옥분)을 살해하고 싱가

포르 북한 사 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 다가 실패한 후 싱가포르 미국

사 에 찾아갔다가 신병이 싱가포르 한국 사  측에 인계되었는데,

국가안 기획부는 A가 북한의 공작원인 아내에 의하여 납북될 뻔 하

141) 법원 1996.12.19.선고 94다22927 원합의체 결.그러나  원합의체 결의 반 의

견은 피고가 삼청교육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한 불법행 를 질 음

에도 그 후 이에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통령

이 뒤늦게나마 그 법성의 정도와 결과의 성을 인식하여 국가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

해자의 신고를 받아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담화를 발표하 고,나아가 그 후속조치로서 

주무부서의 장인 국방부장 이 같은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구체 으로 피해신고까지 받았던 것이라면,국방부장 의 담화내용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원고로서는 통령과 국방부장 의 담화와 이에 따른 신고의 수로써 피고 국가가 시효이

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설사 통

령의 담화와 그에 따른 이러한 일련의 행 가 다수의견이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정치 으로 

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피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 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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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가까스로 탈출하 다고 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 으며,그 결과 수

지 김의 가족들은 간첩가족들로 취 받으며 갖은 고 를 겪게 되었고,

결국 수지 김의 오빠가 2000.3.9.A를 형사고소한 끝에 진실이 밝 진 

소  ‘수지 김’사건의 피해자인 수지 김의 유족들이 국가와 A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서울지방법원은 피고 한민국 소속 국가

안 기획부는 피고 A와 공동하여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은폐,조작함

으로써 원고들로서는 국가안 기획부와 피고 A가 공동하여 홍콩살인사

건의 진실을 은폐,조작한 사실을 홍콩살인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2001.11.13.피고 A가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

고,피고 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하여 진실을 은폐,조작하다가 이

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

실을 알게 된 2001.11.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이 상당

하다고 단하 다.142)

한국 쟁 인 1950.11.경 학도의용군으로 입 하여 1953.7.경 역하

지만 학도의용군으로 참 하 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도의용

군은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1956.9.11.육군에 입 한 후 

1959.8.1. 역한 원고가 국가를 상 로 자신의 이 복무에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1959.8.1. 역한 후 1999.3.

11.피고로부터 학도의용군 참 에 한 확인을 받기 까지 자신의 학

도의용군 참 사실을 확인받거나 는 이 복무에 따른 보상 는 배상

을 받기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여기에 하여 피고가 

142)서울지방법원 2003.8.14.선고 2002가합3246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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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응하 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며,원고 스스로도 1999.부

터 증인을 확보하여 학도의용군 참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산하 국방부

장 이 1999.3.11.비로소 원고의 학도의용군 참 사실을 공식 으로 

확인하 다고 주장할 뿐,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손

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 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객

으로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참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정만으로 이를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에

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상

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

무이행을 거 하는 것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

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

이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143)

서울 학교 법과 학 민법교수로 재직 이던 최종길 교수가 구속 장

도 발부되지 않은 채 1973.10.16.부터 앙정보부에 구 되어 며칠간 

계속 조사를 받던  1973.10.19.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이에 하여 

앙정보부는 1973.10.25.최종길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조사를 받

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투신하여 자살하 다고 발표하 으나,그 

후 의문사진상규명 원회가 2002.5.27.최종길 교수가 이미 고문에 의

143) 법원 2005.5.13.선고 2004다7188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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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생불가능 는 사망한 상태에서 자살로 장하려는 수사 들에 

의하여 창문 밖으로 던져졌거나 심한 고문과 박을 받던  결백을 주

장하기 하여 자살하 다는 결론을 내린 소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

에서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2002.5.29.국가와 당시 앙정보부 수사

계자들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서울고등법원은 의문사

진상규명 원회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 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히 부당

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144)

장교임용·취업보장 등의 약속을 받고 비 공작을 한 특수부 요원으

로 지원하 으나 실미도에 입소한 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원들  일부가 특수훈련을 받던  사고로 사망하거나 

범죄를 질 다는 이유로 법 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당하는 일이 발

생하 고,결국 기약도 없는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요원들이 1971.8.

23.기간병 등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하여 국군과 교 을 벌이다가 

사망하 고 체포된 요원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암매장되었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었다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원회가 2006.7.13.진상조사보고

서를 발표하여 그 진실이 알려진 소  ‘실미도 사건’에서 실미도부 원

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진상조사보고

서가 발표되기 이 에 는 발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

우에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145)3년이 지난 후에 소를 

144)서울고등법원 2006.2.14.선고 2005나27906 결.

145)서울 앙지방법원 2008.10.1.선고 2007가합35300 결(2007.4.26.소제기된 사건),서울

앙지방법원 2010.5.19.선고 2009가합27167 결(2009.3.11.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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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146)

그리고 군내 가혹행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 으나 단순 자살이나 사

고사로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그 진상이 뒤늦게 밝 진 각종 군의문사 사

건에서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있기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 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  장애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에서 살펴본 바

와 같다.147)최근 법원은 B가 입 한 후 1956.12.15.경 부  인근 야

산에서 작업을 하던 도  사고로 사망하 으나 소속 부 에서는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후에야 유족들에게 B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등 사건이 은폐되었다가 2009.12.7.경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

사로 인하여 진실이 밝 진 사안에서,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

지 않을 것과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로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반으로 배척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정지에 하여 6개월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최장기간인 3년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단하

여야 했음에도 국방부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년 내에 당

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한 원심을 기하 다.148)

3)검토

146)서울 앙지방법원 2010.12.7.선고 2010가합78161 결(2010.7.28.소제기된 사건).

147)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36091 결.

148) 법원 2013.6.27.선고 2013다2321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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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국가의 진상조사를 한 특별기구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에는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기 하여 진상조사를 한 뒤 진실규명

결정을 한 일련의 과정이 국가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에 해당

하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 반의 유형  제③유형에 

해당하고,진실규명결정 등의 발표가 있은 때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

당한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최종길 교수 사망사

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2005나27906 결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

의칙에 반된다고 보면서도 의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하

지는 않다고 보이지만 결국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

다고 할 수 있다.실미도 사건에서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원회의 발

표가 있은 때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진행한다.그리고 

형사재심 차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원고들이 그로부터 어느 정도 

한 법률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재심무죄형 사건과는 달리 사실행 형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멸시효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충분

히 알지 못한 채 한 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제기 경  등을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

을 비교  장기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을 고려하면 서울 앙지

방법원의 2007가합35300 결과 2009가합27167 결의 결론도 충분히 수

할 수 있다.그러나 본래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서울 앙지방법원의 2010가합78161 결의 결론과 같이 

국방부의 발표를 근거로 하여서는 더 이상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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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94다22927 원합의체 결이 통령과 국방부장 의 

담화  국가  차원의 신고 수 등이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고만 

단한 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정당하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와 같은 행 가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는 단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합의체 결의 반 의견이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와 같은 일련의 행 들은 국가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150)물론 실제로 삼청교육  사건에 한 진상

조사기구의 설치나 진실규명결정 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에

서 과거사 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합의체 결 선고 당시에는 이미 법원이 소멸시효 항

변의 신의칙 반에 한 법리를 설시한 이 있는 상태 음에도151)다

수의견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는지에 하여 아무런 

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152)

그리고 국가가 진실을 조작·은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자체

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이고,다만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 반의 유형  

149)다만,실미도 부 원들의 유족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한 법률에 따른 보상  지

상으로서 이에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재 상 화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

로(제17조의 2),  법상의 보상 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150)오세율, 의 논문,56~60면 참조.

151) 법원 1994.12.9.선고 93다27604 결.

152)  결의 반 의견도 이 을 지 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그 이후 삼청교육  피해자

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사사안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한 피해보상을 해  정치·도의 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반언의 원칙에 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고 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법원 1997.2.11.선고 94다2369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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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①유형에 해당하고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제거된 시 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수지 

김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안 기획부의 조작된 수사결

과 발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역시 수사기 인 검찰이 국가안 기획부의 

발표가 조작된 것임을 밝히고 새로운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 에 국가의 

권리행사 방해상태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3)서울지방법원

의 2002가합32467 결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는 

이유로 A가 기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

못된 것이지만 결과 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다.

각종 의문사 사건은 국가의 조작·은폐행 가 불법행 인 경우이므로 

기본 으로 제①유형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의문사진상규명 원회,군의문사진상규명 원회,과거

사 원회과 같은 진상규명기구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③유

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의칙 반의 근거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신의칙 반의 근거로 드는 것이 

하지 않다는 것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

한 기간은 재수사결과가 유족들에게 통지된 때(제①유형의 경우) 는 

진상규명기구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제③유형의 경우)부터 기산되고,

소제기 경  등을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을 비교  장기간으로 인정할 필

153)A에 한 유죄 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유죄 결 자체가 고문·가혹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하여 권리행사 방해

상태를 만든 재심무죄형 사건과는 달리,수지 김 사건에서는 수사기 의 조작된 발표만 있었을 

뿐 원고들에 한 고문·가혹행 나 유죄 결의 선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결로 제거해야 

할 권리행사 방해상태’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A에 한 유죄 결은 A의 범죄가 

공소시효기간 내에 발견되고 기소되어 처벌된 결과이지 종 의 잘못된 유죄 결에 한 재심

차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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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실행 형 사건과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 복무 사건과 같이 진상규명기구의 진실규명결정도 없었고,

국가를 상 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원고

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이다.그러나 변론주의,증거재 주의와 같은 소송 차의 

특성상 당사자의 입증 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이

복무 사건은 원고가 권 주의 정권의 정당성에 도 하다가 피해를 보

았거나 정권의 정치  목 달성을 해 희생된 경우가 아니라 행정착오

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에 그 시정을 요구하

다고 하여 특별한 박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를 상 로 행정착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막연히 당시의 시  상황

만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에 반된다고 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물론 소송과정에서 국가가 이 복무 문제를 은폐하고 

이 복무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방해하 다는 사정이 드러났다면 

형 인 제①유형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될 것이

다.154)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의 

2004다71881 결과 같은 결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155)

154)김제완, 의 논문,77면 참조.

155)김제완, 의 논문,77면은 본문의 이유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복무 사실에 하여 확인을 

받은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 소제기를 하 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의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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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보상을 한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

재 민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률(이하 ‘민주화

운동보상법’으로 약칭함),5ㆍ18민주화운동 련자 보상 등에 한 법률

(이하 ‘5·18보상법’으로 약칭함),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한 법률(이하 

‘특수임무보상법’으로 약칭함),삼청교육피해자의 명 회복  보상에 

한 법률(이하 ‘삼청교육보상법’으로 약칭함)등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 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상 을 지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재 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

므로(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5·18보상법 제16조 제2항,특수임

무보상법 제17조의2참조)156)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의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 법원 2014.3.13.선고 2012다45603 결 

참조).그러나  1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보상 을 수령하 더라도 재 상 화해의 효력은 보상 을 수령

한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으로 국가가 피해자들

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제

①유형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되고,보상 을 지

면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156)다만,삼청교육보상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이는 삼청교육보상법 제정당시인 2004년을 기

으로 이미 법원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 다(법원 1996.12.19.선

고 94다22927 원합의체 결, 법원 1997.2.11.선고 94다23692 결, 법원 2001.7.10.

선고 98다38364 결)는 것을 입법자들이 고려하여 굳이 재 상 화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 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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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정이 있은 때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은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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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법론  검토

제1  서설

이제까지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법리와 그 법리가 구체

인 과거사 소송에서 어떻게 용되는지에 하여 살펴보았다.그러나 

신의칙의 용은 어디까지나 법 이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

의 흠결을 조리에 비추어 메우는 것에 불과하다.157)이러한 신의칙의 특

성상 개별사안의 구체  타당성을 추구하다보면 신의칙의 용에 있어 

상호 모순 없는 어떠한 단일한 이론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어렵게 되

고,그 다고 단일한 이론  체계를 갖추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개별사

안의 구체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신의칙 용의 본질에도 어

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법작용이 아닌 입법작용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당 사안이 매우 특수하여 입법기술상 그러한 특수한 사안까지 상

하여 세부 인 규정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의칙의 용이 불

가피한 것이라면 법 의 해석을 통해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이 특별히 문

157)민법은 민사에 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다고 규정하여(제1조)법률의 우 를 인정하면서도 그 흠결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그러한 법률의 흠결은 일단 습법에 의하여 보충되지만 문제되는 사항에 한 습

법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즉 그 사회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감정에서 발

견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법 제1조의 취지이고,민법 제2조 제1항에서 선언된 신의칙은 법

에게 수여된 법발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한 것이다{민법주해(Ⅰ),90~91면(양

창수 집필부분)참조}.신의칙의 용은 보충  법원으로서의 조리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어서 입법자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한 것에 하여만 신의칙을 용할 여지가 있고,신의칙을 

용으로 인하여 하나의 체계로서의 법질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에 하여 서로 상반되

는 규율이 공존하는 평가모순이 존재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민법주해(Ⅰ),

104~107면(양창수 집필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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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을 통해 그 흠

결을 메우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그 흠결로 인하여 일정한 유형의 사건

에서 계속 신의칙이 용되고 있다면 입법을 통해 흠결을 보충할 필요성

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아래에서는 입법론 으로 법원이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신의칙 반의 근거로 삼게 된 가장 큰 원인인 

행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문제 과 그에 한 보완책을 간단히 살펴보

고,이제는 하나의 소송유형이 되어버린 과거사 사건의 해결을 한 배

상·보상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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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  소멸시효의 단 는 정지에 한 규정의 보완

1.시효 단·정지사유에 한 보완의 필요성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에서 살펴본 바

와 같다.하지만 그것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경우만을 시효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의 태도(제179조 내지 제182조)와의 부조화,그리고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단하는 기 의 불명확성 때문이었지, 례가 객 인 권

리행사 장애사유의 존재를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결론에 이르 기 때문은 아니었다.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

애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폭넓게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된다고 

보려고 했던 것은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타당성을 추구

하기 한 목 에서 행하여진 것이 부분이며,그러한 선의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그런데 행 민법은 추상 인 시효 단사유(청구,압류·

가압류·가처분,승인,제168조 참조)와 한정 인 시효정지사유만을 규정

하고 있어 법 이 구체  타당성을 추구하기 해 해석에 의하여 이러한 

시효 단·정지사유를 확  는 유추 용할 필요성을 느낄 여지가 많다

고 할 수 있다.158)그 과정에서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158)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극 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단

사유인 재 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1993.12.21.선고 92다47861 원합의체 결

이나,시효 단사유로서의 재 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  법률 계에 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

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 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에 잠자는 것이 아님

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  법률 계에 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의 취소 는 무효 확인의 소와 같이 그 소송물이 객



- 107 -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에 반된다며 배척하려는 시도도 나오게 

된 것이다.그 다면 추상 ·한정 으로 정해져 있는 시효 단·정지사유

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법에 명문으로 일정한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

을 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시효의 완성을 유 하도록 하는 규정

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다.159)

그리고 신의칙 반의 근거의 불명확성 이외에도 소멸시효 항변을 신

의칙에 반된다고 하여 배척하는 경우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

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구체 인 사정을 고려

하여 법원이 정한다는 추상 인 기 만으로는 채권자도,채무자도 법원

의 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가 행사된 것인지 여

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법원은 과거사 소송의 통일 인 처리를 

해 ‘재심무죄 결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과 같은 기 을 설정하 지만,이처럼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 인 기 을 정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해결에 있어 구체  타

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의칙 용의 목 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실상 입법작용을 신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에서 언 한 바와 같다.그 다면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해서 어떠한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시효 단사유인지 아니면 시효정지

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납입한 조세환 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소와 소송물이 실

질 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한 

환 청구권의 존부와 표리 계에 있어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  법률 계라

고 볼 수 있다면,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단사유인 재 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2010.9.30.선고 2010다49540 결이 그 이다.

159)박건욱,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에 한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3,110면도 

독일 민법이 2002년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효정지사유가 도입됨으로써 법  명확성이 제고된 

것처럼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법  명확성을 제고하기 하여 새로운 시효정지사유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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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인지,시효정지사유라면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제거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이 일시 으로 멈추는 것인지160),아니면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제거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인지161)에 하

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신의칙 반의 유형별 보완입법의 방향

먼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

동을 한 경우(제①유형)에는 그러한 행 가 있었던 시 부터 방해상태가 

제거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러한 행동은 시효제도의 악용에 해당하고,채무자 스

스로 채권자의 권리행사 는 시효 단을 방해한 이상 시효 자체가 진행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채무자에 한 한 제재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 계를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독일 민법이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효정지사유로

서 ‘교섭’을 추가한 것(제203조162))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63)명문의 시

160)독일 민법상의 시효정지(HemmungderVerjährung)에 해당한다.

161)독일 민법상의 완성유 (Ablaufhemmung)에 해당한다.우리 민법상의 시효정지가 이것을 뜻

한다.

162)Schweben zwischen dem Schuldnerund dem GläubigerVerhandlungen überden

AnspruchoderdiedenAnspruchbegründendenUmstände,soistdieVerjährunggehemmt,

bisdereineoderderandereTeildieFortsetzungderVerhandlungenverweigert.Die

VerjährungtrittfrüestensdreiMonatenachdem EndederHemmungein(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청구권 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에 한 교섭이 진행 인 때에는,소멸시효는 

일방 는 타방이 교섭의 계속을 거 할 때까지 정지한다.소멸시효는 정지의 종료 후 어도 

3월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양창수,독일민법 ,2005,86~87면 참조).교섭이 진행 인 때에

는 채권자가 시효를 단시키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소제기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

방이 교섭 결과에 따라 임의로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상 소제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로 하여  시효 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유발된 권리행사 장애상태로 악하여 이를 시효정지사유로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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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지사유로 규정하기 해서는 그 사유가 례의  표 보다는 더 구

체화될 것이 요구되는데, 를 들어,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표 을 차용하여 ‘가해자가 극 으로 

자신의 행 를 은폐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 리인으로 하여  손해 는 

가해자를 알지 못하게 한 때에는 그러한 은폐상태가 종료한 때부터 3년 

내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와 같은 방

식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한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는 것(제②유형)으로 인

정하 던 사정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명문규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를 들어, 법원의 2007두2173 결에서 문제되었던 요양 여청구권과 

휴업 여청구권의 경우에는 비록 의 두 권리가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

지만 그 존부를 단하기 해서는 모두 원고가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휴업 여청구권의 시효도 

단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12.

14.개정되어  법상의 어느 하나의 보험 여를 청구한 것이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단을 필요로 하는 최 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

한 시효 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 여에도 미치게 되었다(제113조 제2문 

참조).다만,재심무죄형 과거사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죄 결이 재심무죄

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으로 보인다.독일 민법 제203조에 한 구체 인 해설에 하여는 안경희,“독일민법상 교섭

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앙법학 제11집 제2호(2009.6.),114면 이하를 참조.

163)2003년 발표된 유럽계약법원칙(PECL)에서도 제14:304조를 두어 소멸시효의 완성정지사유로서 

교섭을 규정하고 있다(송덕수 외 5명,“시효  제척기간 련 개정논의 상 주요논 과 입법

례”,민사법학 제46호(2009.9.),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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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배상·보상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제③유형)에는 이

미 시효가 완성된 후의 사정이 문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하

지 않거나 시효의 완성을 유 하는 규정을 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

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제④유형)역시 이러한 유형에 부합하는 사건 자체가 매우 다

는 ,사안이 매우 특수하여 입법기술상 그러한 특수한 사안까지 상

하여 세부 인 규정을 두는 것이 곤란하다는 을 고려할 때 이에 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은 결국 소멸

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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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과거사 배상·보상 특별법의 제정

제2장 는 제3장에서의 논의에 하여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국가가 조직 으로 한 불법행 를 자행해 놓고서 피해자

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 차에서 다시 국가 측 소송수행자가 소멸

시효 항변을 주장하고,역시 국가기 인 법원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

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시효제

도의 주된 취지인 법  안정성이 인 가치는 아니고,국가로부터 

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하여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람들의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을 고려할 때,이러한 지

이 일응 타당한 면도 있다.그러나 법률가는 구체 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채 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164)

신의칙 역시 이를 근거로 법률의 흠결을 조리에 비추어 기존의 법리에 

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메울 수 있을 뿐이지,기존의 실정법을 뒤엎

는 새로운 법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에서 제2

장,제3장에서의 논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게 된 가장 근본 인 원인은 건국 이래 우리 

법체계는 국가가 쟁이 일어났다고 하여 법 차도 거치지 않고 자국

민을 량으로 학살한다거나,형사 차에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불법수

사를 자행한 후 처벌한다거나,국가의 책임으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을 

은폐한 채 오히려 유족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것과 같은 조직 이고 

164)법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 을 해야 하므로 사람들의 법감정에 부합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해서 실정법을 도외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제10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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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행 를 지른다는 것을 제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소멸시효 제도를 비롯한 행 민사법체계나 국가의 책임을 묻기 한 

차인 행 민사소송체계는 이러한 국가의 한 불법행 가 있을 수 있

고,시  상황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이 국가에 한 권리를 행

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이미 불법행 를 명

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하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과거사 사건에서 종종 정의 념에 부

합하지 않는 듯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는 가장 근본 인 이유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가진 과거사 사건의 처리에 합한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것을 비정상 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국가는 기본 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수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

를 입힌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 하여  국가배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헌법 제29조 제1항 참조)이 법치국가의 

기본  태도라는 에서 우리 법체계가 국가가 조직 이고 한 불법

행 를 지를 것이라고 제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과거사 사건의 한 처리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가의 한 불법행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통상의 법

치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  차원의 한 

인권침해행 에 한 가장 합리 인 해결방안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

과 피해자 는 그 유족들에 한 배상·보상이다.수십 년  과거의 사

건에 한 증거를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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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일인데다가 집단 ·조직  불법행 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 이외의 방법으로는 진상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구제에 합하지 

않은 행 법체계 하에서 소송을 통해서는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가사 구제를 받더라도 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무엇

보다도 일단 국가의 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 측 소송수행자와의 

서면공방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이나 권리의 존재를 부정당하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이론만

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165)반면에 특별법에 

의한 배상·보상을 통해서는 사건별로 일정한 유형화를 시도하여 피해자

의 규모  불법의 정도를 고려한 배상·보상 의 책정을 통해 모든 피해

자들에게 공평한 배상·보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과거사 청

산의지의 진정성도 제고되며,무엇보다도 국가가 과거에 지른 불법행

의 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과거사기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배상·보상의 문제도 

함께 규정하 더라면 과거사 원회의 사건에 한 조사도 보다 엄 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배상을 받기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에서 과거사 소송

이 폭주하는 재의 상황에는 아쉬운 이 많다.

과거사 사건에 한 진상규명 작업은 과거사 원회와 같이 특별법에 

165)윤진수,“삼청교육 피해자에 한 통령의 담화 발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미치

는 향”,국민과 사법 :윤  법원장 퇴임기념,박 사,1999,5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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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설치된 진상규명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속조치로서 진상규명결과 확인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한 배상·보상특별

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014.8.

재 국회에 3건의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 배상·보상특

별법안이 계류 이기도 하다.166)하지만 이러한 배상·보상특별법안은 과

거사 사건 피해자의 숫자가 규모여서 실제로 보상 을 지 하려고 할 

경우 막 한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실 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본

회의 통과가 가능한지,가사 통과되더라도 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그 로 시행될지167)는 미지수인 상태이다.그 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

원에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에 하여 최소한의 배상·보상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사 사건에 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 냄

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

기 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입법목 (제1조)

은 실 되기 어려울 것이다.과거사 사건의 처리에 한 행법상의 법

률의 흠결을 어떠한 방식의 입법을 통해서 메워야 할 것인지 앞으로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66)2014.8. 재 국회에는 이낙연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한국 쟁 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

사 진상규명과 명 회복을 한 기본법안(직  배상·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배상·보상을 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이병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한국 쟁 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특별법안,

강석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한국 쟁 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의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특별법안이 계류 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을 참조.

167)2004.3.당시 고건 통령 권한 행은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상 을 

지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련자의 명 회복에 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법률안에 하여 

그 로 시행될 경우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 이외에도 다른 한국 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에도 

그 효과가 되어 막 한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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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이론에 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사 소송이 증함으로써 례가 통일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생긴 을 감안할 때, 법원이 일응의 기 을 마련하여 례의 

통일을 시도한 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그 의미와 단기 이 

불명확한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를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에 반된다고 보는 것은 소  ‘소멸시효 남용론의 남용’ 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례의 통일과 결결과의 측을 어렵게 하여 

사법부에 한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 권

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 는지 여부를 단함

에 있어 사건의 성격,소제기 경  등에 한 심리 없이 6개월,3년과 같

은 일률 인 기간을 설정하여 단하는 것 역시 신의칙의 특성에도 반하

고,사법부가 입법기능을 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에

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소멸시효 제도의 운 상 드러난 문제 을 보완하는 차

원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에 한 일정한 례군이 형성되었

던 사건에서 문제된 사정(주로 례가 객 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악하 던 사정)은 례의 취지에 따라 시효 단사유 는 시효정지사유

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과거사 사건의 배상문제를 근본 으

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배상·보상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거사 사건

이 소송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권 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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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법치국가

로 발 하기 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길목에서 두된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반 문제에 하여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합리 인 법리가 확립되기를 바

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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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Violationofthe

PrincipleofGoodFaithinaPlea

ofStatuteofLimitation

-Focusedonthepastaffairlitigation-

Park,Hyosong

DepartmentofLaw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Recently,aftertheperiodoflimitationhadexpired,thevictimsthat

sufferdviolationofhumanrightinthepastfiledalawsuitagainst

the government in Korea. In these cases(so-called "past affair

litigation"),themainissueiswhetherthegovernment'spleaofstatute

oflimitationviolatestheprincipleofgoodfaith.

ThisstudyanalyzesandcriticizestheprecedentofKoreaSupreme

Courtabouttheviolationoftheprincipleofgoodfaithinapleaof

statuteoflimitations.Theconclusionofthisstudyisasfollows:

Firstly,theobjectiveobstacletoexercisingone'srightshouldno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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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asisofviolationoftheprincipleofgoodfaith.Secondly,ifthe

plaintiffdidn'tbringalawsuitwithinconsiderableperiodoftime,the

dependant'spleaofstatuteoflimitationdoesn'tviolatetheprinciple

ofgoodfaith.Thirdly,theconsiderableperiodoftimethatvictims

whofoundguiltybyillegalinvestigationcanfilealawsuitshouldnot

berestricted within 6months.Fourthly,theconsiderableperiod of

timethatthefamilyofvictimswhoweremassacredbytroopsand

policein theKorean Warorso can bring alawsuitshould not

alwaysbeguaranteedwithin3years.

TosupplementthedefectofKoreanlimitationlaw,thisstudyalso

suggeststheadditionofthecauseofsuspensionoflimitation,andthe

legislationofcompensationlaw forthelossbyhumanrightabusein

thepastaffair.

keywords:statuteoflimitation,theprincipleofgoodfaith,past

affairlitigation,theobjectiveobstacletoexercisingone'sright,the

considerableperiodoftimetoexerciseone'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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