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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류분제도가 1977년 우리 민법으로 편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류분 관련 조문이 7개(민법 제1112조∼1118조)에 불과함에도, 전혀 개정되

거나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유류분제도의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를

관통하는 가치판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치에 기초하여 제

도개선의 방향도 결정되어야 한다.

유언의 자유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

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류분제도가 그 존재목적을 다하

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발견된다면 규범조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해석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우선, 유류분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고려한

배우자의 유류분 범위 확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배제, 가액배상주의로의 전

환,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유류분 박탈제도 및 유류분 감액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

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문의 형식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권리의

성질 등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

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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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판결에서는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

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

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 기간

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문제된 예는 많

으나 형성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한 예는 판례·통설에 따를 때에는 유

류분반환청구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는 특별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권리는 행사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생길 여지가 없는바, 결국,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

권이 아닌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아야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도록 할 수 있고(최고로 보더라도 민법 제174조의 요건 하에 소멸시효

를 중단시킬 수 있음), 의사표시 해석상의 모호성과 행사기간의 불확실성이

물권적 형성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가

액배상 인정범위 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행사기간을 사실상 제척기

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용어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적 행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후 갱신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

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나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의 문제도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유

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그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점검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



다고 본다.

한편, 시효이익은 이를 원용하는 자, 즉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는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간접사실로 입증하

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접사실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의

도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한

간접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제출한다면, 피고가 제

출한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또한,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기도 전에

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한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결정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의 적정성을 단기소멸시효(1년)의 주관적 시효체계라는 구조적 특성, 유

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장단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는

지 하는 사실적인 문제, 다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과의 균형, 유류분반

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과 그로 인한 특성 등의 종합적인 고찰 등을 통

해 확인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간은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

(5년)이 적정할 것이다.

주제어 : 유류분제도, 개선방안, 유류분반환청구권, 성질, 행사기간, 적정성

학 번 : 2017-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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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유류분제도는 1977년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조문은 7개에 불

과하다(민법 제1112∼1118조). 그리하여 많은 문제가 해석에 맡겨져 있고 해

석상 논란도 심한 편이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

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

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문의 형식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그 기간의 성질을 파악해야 할 것인지, 입법목적, 권리

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

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유류분법의 다른 쟁점들에 비하여, 많은 논의

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이 문제가 특히 관심을 끄는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위 두 가지 성질의 논의가 분

리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운용이 합목적적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면서도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해석상의

모호성과 기간의 불확정성이 커지고,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포

기 및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등 판단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따

라서 관련 재판결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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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게 되어있으므로 반환의무자(소송상 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개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서 증명한다.

그런데 간접사실은 증명 분배의 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주요사실에 대한 증

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마련이므로 실제로는 주요사실

과 마찬가지로 반환의무자(소송상 피고)가 간접사실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가 특정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피고가 전적으로 증명하

도록 하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원고가 일정한

간접사실(가령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를 안 시점으로서 소를 제

기한 경위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 피

고가 제출한 다른 간접사실과 함께 고찰하여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었고 단기소멸시효 1년이 경과하면 대개의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

고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

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

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비록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은 이미 10여 년 전의 결정으로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이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

다고 생각되므로 그 고찰을 통해 행사기간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선 유류분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핀 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고

찰해 보고,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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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피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1) 유류분제도의 목적, 2) 각국의 입법

례 및 그 개선방안,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능성, 4)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5) 각국의 입법례, 6) 법적

성질, 7)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1년·10년)의 구조 및 문제점,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영구적

항변과 수증자의 취득시효 항변의 문제, 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점의 증명방법(간접사실)의 제출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 문제, 10)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특성, 문제점 및 그 원인, 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2)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항변의 제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을 연구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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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그 법적 성질

제1절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등

1. 유류분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 한다1). 즉, 유언의 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사이에 존재하는 이

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2).

2. 유류분제도의 연혁

조선시대에는 현 유류분 제도에 정확히 대응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법정상

속에 크게 어긋나는 유언은 난명(亂命)이라고 하여 무효로 하였다.

한편, 해방 전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과 상속관계에 관하여 조선의 관

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제의 관습조사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

지 않았다3).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는 “조선

에는 상속인이 받을 유류분에 대하여 확연한 관습이 없어 상속인이 승계한

액이 유산의 총액에 대하여 극히 근소하게 된 때라 하더라도 상속인은 그 증

여 또는 유증의 감쇄를 구할 수 없다”고 전한다4).

이러한 태도는 민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1958년 민법제정 시에는 유류분제

도는 도입되지 않았다가 1977년에서야 도입되었다. 1977년 민법 개정은 귀속

1)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2판), 박영사, 2019. 515면
2) 김주수·김상용, 주석민법[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421면
3) 윤진수(주 1), 558면
4) 이동진, 유류분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제1호, 2019년 3월 157면 ; 朝
高判 1930(昭和5). 2. 25. 昭和四年民法上第五八四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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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 부모 공동친권행사, 여성의 상속분의 확대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개정은 주로 여권(女權)신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여겨진 내용을 입법한 것이었다. 유류분 도입에 있어 입법자의 정치적

내지 주관적 동기는 상속에서 남녀평등의 관철이었던 셈이다5).

3. 유류분제도의 제도적 취지

일반적으로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① 상속 제도는 생존 가족

에 대한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이미 상속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녀들의

상속액이 유증 등으로 왜곡되는 경우 자연적 인정(人情)에 배치되고, 가족공

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

하여 상속인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면 이는 사회에 부담이 되므로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도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는 점, ④ 상속재산의 본질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인들의 유형·무형의 재산이므로 그 일부를 당

연히 자연법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6), 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⑥ 법정상속분의 일

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7) 등을 들고 있다.

5) 이동진(주 4), 9면 ; 제9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8차, 4면에서 그 ‘제안
이유’와 관련하여 김주수 교수가 준비한 ‘개정안 중에서 여권(女權)을 신장하기 위
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법정상속
분을 남성과 같이 하고 배우자 상속분을 인상한 것을 첫째로, 유류분을 둘째로 든
다” 고 한다. 한편, 이은영, 유류분의 개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9. 195면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때에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
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법률로 아내에게 유류분을 인
정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사별로 아내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상속인과 부부
관계에 있던 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빠지는 불합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류분 규정을 신설한 목적 중 하나가 아내가 유언에 의해 상속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가정에서 딸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고 한다.

6) 변동열, 유류분제도, 민사판례연구 제25권, 박영사, 2003. 801∼802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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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에 대하여는 ① 오늘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인 자녀의 상당수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으로 자녀를 부양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유류분의 정당

성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② 가족 직업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사회

에 있어 자녀가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되었

고8), ③ 가족 간의 유대관계 그 자체에서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구하게 되

면,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류분이 인정되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9).

그러나 ①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여전히 생계의 보장 또는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도 재산 분배에서 배제

된 경우, ③ 가족들 간 차별 또는 남녀차별 등의 사유로 상속이 과도하게 한

쪽으로 편중된 경우 등 상황에서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

정 부분 제한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회복시켜주고, 가족 간의 부양의 기능을

담당하며, 상속인들 간 또는 상속인들과 제3자간 상속 재산 분배에서의 공평

실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중 일부분인 유언의 자유는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유류분제도의 구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다변화하고 가족형태 및 기능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

7)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김민중, 유류분제도의 개정에 관
한 검토–외국의 유류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144면에서는 사후재산처분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
에서 생각하면 유류분제도의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법상
의 상속제도가 본질적으로 유언상속제도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무한한 자기재
산처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한다.

8) 정다영,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유류분의 산정, 가족법연구 제31권
제2호, 2017. 274면

9) 김상용,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의 중심으로-, 가정상담, 통권 제
391호, 2016. 6면. 한편, 최준규,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제도의 비판적 고
찰, 사법 37, 2016. 365면에서는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많아질수록 개별소유
자가 받을 이익이 크지 않아 물건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이유로 유류분제도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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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분 제도를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유류분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항상

유념해야 할 과제이다.

4. 헌법적 보장

유류분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

다”을 들 수 있다10).

유류분제도를 폐지한다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류분제도가 없

더라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11), 유류분제도를 폐지하면 헌

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호’에 반하므로 위헌

이라는 견해12), 현행 유류분제도를 폐지하되 부양필요성이 있는 상속인에 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는 견해13)가 존재한다.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유류분제도가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

항 제1문(상속권 보호조항), 제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의 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였다14). 반면, 미국연방대법원은 유류분을 허용하여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유류분이 헌법상 요청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15).

10) 윤진수(주 1), 559면
11) 변동열(주 6), 802∼804면에서는 유류분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유류분권은 다른 여러 가지 법원칙이나 사회적 이익을 희
생해서까지 관철시켜야 하는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행 유류분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12) 윤진수, 민법논고Ⅴ, 박영사, 2015. 19∼20면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
대하여 친족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에 준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유류분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3) 최준규(주 9), 355∼356면
14) 최준규, 주해상속법(제2권), 박영사, 2019. 915면
15) 이동진(주 4),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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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

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해야 할 의무

를 지므로, 유류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수호의 관점에서 지양되

어야 한다16).

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은 기본권적 측면보다 제도보장으로서의 측면이 강

하므로 입법자가 유류분제도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사회와 가족제도의 변천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칙 및 유언

의 자유 등 법원칙이나 공적 기부 등 다른 사회적 이익을 중시하여 유류분제

도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부양

에 대한 기대보장 등을 중시하여 이를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채권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물권적인 권리

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원물반환을 인정할 것인지 가액반환을 인정할 것인

지 여부,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

지 여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유류분산정의 비율

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여부 등도 모두 입법자가

민법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각국의 유류분제도

1. 논의의 필요성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에 관한 조항은 단 7개(제1112조∼제1118조)에 불

과하여 많은 부분이 해석에 맡겨져 있다. 게다가 1977년에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민법에 규정된 이래로 유류분에 관한 민법규정이 단 한 차례도 개정

1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1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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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류분에 관한 조항을 제대로 해석·운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각국의 입법례

가. 영국

영국은 1837년 유언법(Wills Act 1837) 제정 이래 백 년 남짓 유언의 자유

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위 법 제3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증 기타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17).

하지만 그 후 피상속인이 부당한 유언으로 배우자가 아무런 재산도 분여받

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영국은 1938년 상

속법{Inheritnace (Family Provision) Act 1938}을 제정하여 유족유산분여 제

도를 도입하였다.

유족유산분여 제도란 피상속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피

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 피부양자를 위해 법원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법 개정을 거치면서

유족유산분여 청구권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유산을 분여하는 방법

도 정기금 지급뿐만 아니라 일시금 지급, 원물반환,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권

부여까지 다양해졌고, 피상속인이 유산분여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추급까지 가능하도록 하였

다18).

특히 1975년 상속법은 재산분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배우자와 동성의 민사

파트너의 경우에 적용되는 생존 배우자 기준(부양과 무관하게 생존 배우자

17) 현소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2019-10-10자 법률
신문 1면

18) 현소혜(주 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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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동성의 민사파트너의 자격으로서의 상당한 분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 적용되는 부양 기준(부양의 필요에 따른 분여)으로 구별된다(제1조 제2

항).

생존 배우자 기준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유족유산분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일자에 혼인이 사망에

의해 해소되지 않고 이혼 명령에 의해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합리적으로 기

대할 수 있었을 급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유산분여 제도에 부부재산

청산의 기능을 더하여 사실상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것이

다19).

또 부양 기준은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하여 부양의 필요성, 유산분여가 다른

상속인들이나 수증자, 배우자 등에게 미칠 영향,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부

양책임의 정도와 실제 부양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그 분

여 여부 및 분여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20).

나. 미국

미국은 현재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한 어떠한 주에서도 자녀를 위한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21). 따라서 유언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장되는 것

19)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가족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9. 115면
20) 현소혜(주 17), 2면. 더하여, 김상훈, 미국상속법, 세창출판사, 2012. 78면∼94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개별재산법제를 택하고 있는 주의 경우 생존배우자에 대하
여 유류분을 인정하여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루
이지애나 주를 제외한 어떠한 주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즉 미
국에서는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자녀를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법원은 누락된 상속인의 법리(Omitted Heirs) 법
리를 동원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에 개입하는데 이
는 피상속인이 자녀를 유언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유언장에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진정한 의사는 누락된 자녀를 유언에서 누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가
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법들은 유언장이 작성된 이후에 출생한 자
녀들만을 누락된 상속인으로 본다” 고 한다.

21) 현소혜(주 17), 3면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대륙식의 부부공동재산제를 택하고
있는 루지애나 주는 한 때 프랑스 민법상의 유류분제도를 계수하여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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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주는 그와 함께 유족부양청구권(family allowance)을

인정하고 있다22).

한편 상속의 영역에서 배우자의 정당한 청산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미

국 역시 유류분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강제분(forced share)이나 선

택분(elective share) 제도가 그것이다. 1980년대 이후 가사노동의 가치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생존배우자에게 유족부양청구권만을 인정

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부부별

산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실

질적으로 기여해 온 배우자의 몫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되

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주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중 3분의 1 내지 2

분의 1 정도를 강제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23).

다만 1990년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은 획일적인 강제분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상속개시 당시 부부의 총재산에

혼인존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한 후 그 중 2분의 1을 생존배우자의

선택분으로 보장하는 한편,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생존배우자가 부양의 필요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재산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적 선택분 제도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각 주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강

제분 제도를 택하는 대신 법원이 혼인기간의 장단이나 기여의 정도, 부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그 액수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

법을 택할 수도 있다24).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재산의 3분의 2까지, 2명인 경우에는 재산의
2분의 1까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의 3분의 1까지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
전처분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그것
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1995년 드
디어 헌법을 개정하여 23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상속인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
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해
서만 유류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22) 현소혜(주 17), 2면
23) 현소혜(주 17), 2면
24) 현소혜(주 1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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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1) 2006년 이전의 법 상황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유언자의 상속재산은 그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자

유분(quotité disponibel)과 그러한 자유가 제한되어 법정상속인들에게 유보되는

유류분(réserve héréditaire)으로 구별된다(구 프랑스민법 제913조; 현 프랑스민법 제

913조 참조)25).

자유분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이 아닌 것으로 피상속인이 무상처분에 의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속재산 및 상속권이다(현행법 제912조 제2항).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자유분을 초과하여 처분을 한 경우 유류분권

리자는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감쇄소

권(actio en réduction)을 행사하여 증여·유증의 효력을 소급하여 실효시킬 수

있다(구법 제913조; 현행법 제913조 참조)26).

유류분권의 주장과 감쇄는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 질 필요가 없고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유류분 반환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자유분을

초과한 처분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을 가진다. 유의할 것은 재판 외의 감쇄의 경우는 물론

재판상의 감쇄의 경우에도 감쇄청구가 있기 전에 반환의무자로부터 상속재산

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27).

구법은 감쇄의 방법으로 원물감쇄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가액감

쇄를 허용하였다. 즉,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출연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원물감쇄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출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액감쇄

가 행하여졌으며,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었다28).

25) 2006년 프랑스 민법상 유류분 규정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는바, 이하에서는 2006년
이전 프랑스민법을 ‘구법’로 표기하고, 2006년 이후 프랑스민법을 ‘현행법’으로 표
기하겠다.

26) 이봉민, 프랑스법상 유류분의 반환방법–2006년 6월 23일 개정 프랑스 민법을 중
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 181면

27) 김진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독일법, 프랑스법
및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2편 제1호, 2009. 56∼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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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는 그것이 생전증여이

든 유증이든 원칙적으로 원물감쇄가 따른다. 그러나 원물감쇄는 목적물이 아

직 수익자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목

적물을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출연의 종류와 제3취득자가 누구

인가를 불문하고 가액감쇄만 인정된다(구법 제930조 제1항)29).

한편 ‘공동상속인에 대한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의 종류에 따라 취급

이 달라진다. 먼저 ‘생전증여’의 경우 감쇄는 원칙적으로 가액상환만 인정된

다(구법 제866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수익자는 원물감쇄를 선택할 수 있

다30).

(2) 2006년 법개정 이후의 법상황

2006년 개정된 현행법 이후(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도 이전 유류분 제

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

① 우선 직계비속은 여전히 제1순위 유류분권리자이고 그 비율도 유지되었

지만(현행법 제913조) 부모 및 기타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권은 폐지되었다.

이제 배우자가 4분의 1의 비율로 제2순위 유류분권리자이다(현행법 제914-1

조).

②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다른 특정인을 위하여 감쇄소권을 사전에 포기하

는 것이 인정된다{현행법 제929조 이하; 공정증서의 방식이 요구된다(현행법

제930조)}.

③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감쇄소권의 행사에 따른 반환에 있어 가

액반환이 원칙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현행법 제924조 제1항). 이로써 유류

분권리자는 일정한 예외(현행법 제924-1조, 제924-4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

28) 김진우(주 27), 61∼62면
29) 김진우(주 27), 62면
30) 김진우(주 27), 62면에서는 “유류분권리자는 일정 요건 아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도 감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요건은 유류분권리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이미 감쇄
를 주장하였고(제3취득자에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감쇄는 가액상환만으로만 실
행될 수 있을 뿐이다) 또 그 수익자가 파산을 하여 감쇄청구가 무용하게 된 경우
이어야 한다. 구법 제930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취득자는 수익자처럼 감쇄에 응하
여야 하므로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가액상환만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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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31).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감쇄의 실행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종류(생전증여·유

증)와 수익자의 종류(상속인·제3자)는 불문함으로써 앞에서 보았던 구법상의

복잡한 감쇄구조가 대폭 단순화 되었다32).

현행법은 반환의무자가 가액상환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는 가액상환에 갈음하여 원물반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서는 목적물이 반환의무자의 점유 아래 있어야 하고 또 출연 이후에 제3자에

의하여 부담이 설정되지 않았어야 한다(현행법 제924조의1). 이것은 제3취득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환의무자는 가액상환과 원물반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유류분권리자의 최고 후 3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반환의무자의 어떤 결정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가액상환의무

가 부과된다33).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현행법 제

924조의4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즉,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 유류분권

리자는 수익자가 원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게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제3자에게 무상 양도된 경우라면 그에게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현행법 제924조의4 제1항은 “감쇄배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사전검색을 하

31) 김형석(주 19), 116∼117면, 異見 : 정다영(주 8), 277면에서는 “프랑스민법의 해
석에 있어서는 2006. 6. 23. 법 이전에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관점에서는 형성권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2006.6.23.
개정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권리로 변하게 되었다
는 견해가 있다. 이는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가액반환이 이루어진다는 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포괄유증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권리
자가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보다 보호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물권
적 측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권리주장을 위한 추급권을
가진다(현행법 제924조의4). 그러므로 프랑스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아직 마침표를 찍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다.

32) 김진우(주 27), 66면
33) 김진우(주 27),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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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그가 무자력인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처분의 목적물

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감쇄소권 혹은 소유물반환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소권은 수익자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과 마찬가

지의 방법으로 가장 최근의 양도로부터 시작하여 양도시점의 순서에 따라 행

사된다.”고 한다34).

라. 스위스

스위스민법(ZGB)에서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법률상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

(유언상속인)가 유류분권리자의 주장을 다툴 때에는 일정기간 내에 감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522조∼533조). 다만, 감쇄청구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하여 질 필요가 없다.

오늘날 통설은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고,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 감쇄의 소를 제기하여 형성효를 가진 감

쇄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

득할 뿐이라고 한다35).

학설과 판례는 감쇄의 소가 유류분을 침해한 처분행위의 법적 효과를 제거

하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형성의 소라고 하고 또 감쇄판결은 유

류분권리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창출케 한다는 이유에서 형성판결

이라고 한다. 그런데 감쇄판결은 프랑스법과는 달리 물권적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출연이 기이행된 때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권

리를 물권적으로 완전하게 보유한다. 유류분권리자는 감쇄의 소를 보충하는

급부의 소와 함께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반환청

34) 이봉민(주 26), 189∼199면
35) 김진우(주 27)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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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을 취득할 뿐이다36).

감쇄가 있게 되면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서 반환되어야 한

다. 그런데 여기의 반환이 가액상환인지 원물반환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

다. 통설은 원물반환을 긍정하지만 판례와 일부 학설은 원물반환을 부정하면

서 가액상환만을 허용한다37).

마. 일본

일본민법은 평등사상의 보급 및 신장으로 인하여 유류분 비율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1981년 1월 1일부터 생존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비율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유류분에 관해서는 직계비속만 유

류분권리자인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3분이 1액을 그밖의 경우에는 2분의

1액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1028조). 우리법과 대체로

비슷하나 감쇄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제1031조 이하). 감쇄의 효과

에 관하여는 물권적 형성권설이 통설·판례이다38).

다만,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사전포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

속 개시에 의해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입장을 갖는 추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자기의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

는 것이다. 가정재판소는 허가의 3요건인 ① 포기자의 진의 ② 포기의 합리

적 이유·필요성, ③ 포기에 걸맞는 대습재산의 제공의 각 요건 중에서 특히

①, ②를 중시하여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허부를 결정하

고 있다39).

한편, 2018년 상속법 개정으로 유류분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수유자 또는 수증

36) 김진우(주 27) 70면
37) 김진우(주 27), 70면
38) 김형석(주 19), 119면에서는 일반 민법이 “감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 우
리 민법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39) 소재선·양승욱, 일본가족법상의 유류분제도의 재조명, 외법논집, 제35권 제2호,
2011.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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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유류분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1046조 제1항). 물권적 효과에 관한 종전 일본 민법 해석으로는 유류분반환청

구권의 행사로써 당연히 공유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리 구성은 종래부

터 피상속인 사망 시 사업승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분권의 처분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개정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

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유류분침해액청구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유류

분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유류분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금전채권화하였다40).

또한,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

급에 대하여 개정상속법은 그 지급에 관한 기간 규정을 신설하였다.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금전청구 즉 유류분침해액 청구를 받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금전을 즉시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증자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47조 제5항)41).

바. 독일

독일민법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는 차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2303조

제1항), 피상속인의 부모 및 배우자(동조 제2항)이다42). 유류분의 비율은 법

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제2303조 제1항, 제2항).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43).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에서 배제된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류

분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전청구권을 취득한다(제2317조 제1항, 상속성과 양

도성이 있다, 동조 제2항). 즉 독일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는 금전청구권이며 상속재산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44).

40) 곽민희, 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 개관, 안암법학 통권 제57호, 2018. 108∼109면 
41) 곽민희(주 40), 113면
42) 김형석(주 19), 117면
43) 최준규, 독일의 유류분제도,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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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인처분에 의하여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이를 통상 일반유류분청구권(Pflichtteilsanspruch)이라고 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생존 시 제3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증여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유류분이 증가될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2325조 제1항), 이를 유류분보충청구권(Pflichtteilsergänzungsanspruch)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급부가 행

해진 증여에 대하여 가능하며, 피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선·악의를 묻지 않는다

(제2325조). 다만, 2009년 개정으로 10년 이내의 증여도 1년 이내의 것은 그 전액,

그보다 전에 이루어진 것은 10년간 매년 10분의 1씩 감액 산입하는 것으로 되었

다(pro-lata Anrechnung)45).

유류분보충청구권은 우선 상속인에 대해서 행사해야 하고, 상속인에 대한 권

리행사로 유류분보충청구권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증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2329조 제1항).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시간적으로 가장

뒤에 증여를 받은 사람부터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2329조 제3항). 상속인

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는 수유자와 각자가 상속(유증)을

받을 액수에 비례하여 유류분반환액수를 내부적으로 분담할 수 있고, 그 한도

에서 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제2318조 제1항).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제2318조 제1항에 따른 감액에 더하여 그 자

신의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한도까지 유류분부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제

2318조 제3항).

유류분권리자이지만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내용에 대해

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2314조).

이러한 유류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다만 망은행위 등 일정

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다.

44) 최준규(주 43), 265∼266면
45) 이동진(주 4),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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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박탈은 당초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생명침해 기타 고의

의 유책한 신체학대 또는 범죄 비행을 하거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해태

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영위한 때와 배

우자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때였고(제2333조 이하), 유언 등으로 박탈하게 되

어 있었으나(제2336조), 용서하면 사유가 소멸하였다(제2337조). 그 외에 직계

비속이 낭비를 하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유류분권을 제한하여 원본이 그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었다(제2338조). 이들 규정 중 배우자의 유

류분권은 파탄주의 이혼법으로의 전환과 함께 1977년 개정으로, 특히 피상속

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영위한 때와 같은 지나치게 윤

리적 색채를 띠고 있던 박탈사유는 2010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46).

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민법은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기타 유류분이 부족해진 일정한 사

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Pflichtteil)으로 인정한다(제729조).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만 가진다. 참고로 2015년 오스트리아 상속법의 개

정으로 부모의 유류분권이 폐지되었다(제757조)47).

오스트리아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는 금전청구권이며

상속재산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48).

한편, 오스트리아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며 배우자 사망 시

에는 배우자 상속에 맡긴다. 그러나 배우자는 상속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이

상 법정상속분과 별개로 가재도구와 혼인주거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법정

유증 받는다(제758조). 이는 유류분계산 시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나 유류분을

초과하여도 반환이나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피상속

46) 이동진, 유류분의 입법론적 연구, 법무부, 2019. 79∼80면
47) 이동진(주 4), 175면
48) 이동진(주 4),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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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단 한차례도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의 유류분의 경우 2분

의 1로 감액할 수 있다(제773조). 그리고 기업승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

류분지급유예가 가능하다(제766조)49).

아. 북한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가족법(공식

명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하여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 제50조(유언상속)에서 유언을 통한 상속을 규정하고

후단에서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였다50).

한편 북한은 2002년 3월 13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속법(약칭 : 북한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상속법은 가족법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6조에서는 “유언자는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을 부양하는 배우

자, 자녀, 부모에게는 2분의 1이상,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

이상 남겨놓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51).

북한의 유류분 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유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북한 가족법 제50조에서

는 유언이 부양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도록 하여

부양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을 공서양속위반과 같이 무효화 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벗어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남한 민법에서처럼 비율로써 부양받고 있던 일정한

49) 이동진(주 4), 175면
50) 소재선, 양승욱, 유류분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과 북한의 유류분, 익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통권 제72호, 2012. 12면

51) 소재선·양승욱(주 5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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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유류분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양받는 가족 내에서의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고

그 재산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상속재산

을 가족 내에 유지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유증의 대상에 따라서

이원적으로 유류분을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다52).

3. 소결론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 일본민법과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점도 많다.

즉, 증여의 감쇄 및 그 순서에 대한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1115조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영국은 유족유산분여제도, 미국의 경우 강제분과 선택분 제도를 두

고 있어 사실상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배우자 상속권이나 유류분권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물론 프랑스, 일본은 유류분 사전포기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다수의 입법례가 형제자

매를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에 반해 우리는 형제자매

를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2005년 개정), 스위스(견해대립 있으나 판례

로서 인정한다), 일본(2018년 개정, 더하여, 일본은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유예

규정도 두고 있다)은 모두 가액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아직

원물반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오스트리아는 피상속인과 단 한차례도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던 사

람의 유류분을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유류분 박탈제

52) 소재선·양승욱(주 50),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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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위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제3절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향

1. 논의 방향

앞서 각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 유류분제도의 개선에 참고할

만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우선 영국의 경우 유족유산분여 제도에 부부재산 청산의 기능을 더하여 사

실상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배우

자의 정당한 청산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혼인기간의 장단이나 기여의 정도,

부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그 액수를 판단하는 선

택분 제도를 두고 있어, 가사노동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

여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어(제1112조 제2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해,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유류분 비율 상당의

재산밖에 취득할 수 없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53).

다만,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

53) 이은영(주 5), 202∼203면에서는, 1990년 민법개정 이후 이혼의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행민법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그 재산분할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특히 배우자의 상속분의 2
분의 1만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범위에 훨씬
미달하게 되는바, 황혼이혼을 촉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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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의 경

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실

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완화한 바 있는데54),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기여분조로 증여받은 재산

을 특별수익에서 배제시켜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

판례의 법리로서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청산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일 뿐 일반

화할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현

대 법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배우자는 사망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

는 유증 받은 재산이 없다면 법정상속 또는 유류분 범위에 따라 재산을 취득

할 수 있을 뿐이다. 배우자의 유류분을 좀 더 증가시켜 유류분제도에 부부재

산 청산기능을 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3.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한편, 우리 민법은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다수의 입법례에 비하여 유류분의 범위가

넓다(제1112조).

그러나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라든지, 상속에 대한 기여 보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그리고 가사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의 범

위에 포함시키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형제자매가 동거가족이었거나 아니면

5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24 -

평소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충분하다

고 보며, 형제자매가 재산형성에 각별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 제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55). 따라서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하에 포섭시키

면서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4.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

다음으로 독일은 물론 프랑스, 일본은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①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면 피상속인

이 위력을 행사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② 만약 포기를 강요당하게 되면 자녀의 균분상속이나 배우자를 위한

상속상의 지위향상이라고 하는 상속법의 이념을 헛되게 할 위험이 야기되고

③ 사전에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의

유류분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56).

그러나 상속의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피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함으로써 생전에 전체적인 재

산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바, 예컨대 공익

기부를 원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류분권리자와의 합의하여 그들의 유류분

을 포기시킴으로써 공익기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57), 특정 상속

인에게 농업, 수공업, 상업 등 가업승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

으며, 유언의 자유 확대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다른 상속인으로서도 보통의 경우라면 유류분을 무상으로 포기하기

보다는 피상속인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포기할 것이므로 유류분 사전포기가 꼭 상속상의 지위향상이라

55) 김민중(주 7), 152면
56) 김민중(주 7), 175면 요약
57) 이동진,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법의 개정 –오스트리아법과 독일법의 시
사점,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2019.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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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상속법의 이념이 헛되게 된다는 법도 없다58).

따라서 공정증서의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 등 절차를 마련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확인한다면 남용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유류분 권리자의 사전포기가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

등의 강압에 못 이겨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소 등 의사표시 제도 일반(제107

조∼제109조)과 제2조, 제103조에 따라 무효59) 또는 취소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기라고

본다.

5. 가액배상주의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2006년 개정), 스위스(견해대립 있으나 판례

로서 인정), 일본(2018년 개정)은 모두 가액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액배상

을 인정한다60).

58) 변동열(주 6), 805∼806면
59) 이동진(주 57), 42∼44면
6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에서는“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
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
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고 한다. 또한 대
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판결에서는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
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
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
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유류분
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전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
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한다” 고 하여 원물반환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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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115조 제1항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고 그것이 곧 원물반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대개 상속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

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며, 그 대상물이 현물인지 가액인지가 중요

하지 않을 때가 많고, 실무에서는 민사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현

금분배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원물반환주의를 좇아 유류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업(또는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원물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을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이를 분할해야 하는 문제라든지61), 상가건

물 분할 이후 차임 분배 불이행 등 2차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민법의 개정 또는 전원합의

체 판례변경을 통해 가액배상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유류분권리자로부터 금전청구 즉 유류분침해액 청구를

받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금전을 즉시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증자 등

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해 법원이 상

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일본민법 제1047조 제5항), 오스트리

아의 경우에도 기업승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분지급유예가 가능하다(오

스트리아민법 제766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고 즉시 현금화해야 하는 부담에서 반환의무자(피고)에

게 잠시라도 자금 마련의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가액배상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할 조항이라고 본다.

6. 유류분 박탈제도

한편, 독일은 일정한 사유에 따른 유류분 박탈제도를 두고 있는데, 피상속

인이나 그의 배우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를 학대

61) 윤진수, 민법논고Ⅶ, 박영사, 2015. 387∼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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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도 상속인에게 당연

히 유류분이 돌아간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어긋나고, 상속결격자에게 유류분을 인

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할 여지가 있으며,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

사유를 언급하고 있으나62)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의 경우에

도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하면 유류분을 박탈시키기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점63) 등을 고려할 때, 유류분 박탈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을 검토해 볼만하다.

7. 유류분 감액제도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는 피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류를 거부한 것

이 아니라면 피상속인과 단 한차례도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의

유류분의 경우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다(제773조).

상속인과 단 한차례도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에게 유류분이

분배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됨은 물론 유류분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감액제도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4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62)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63) 김민중(주 7),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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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필요성

우리 민법의 유류분 규정이 갖는 모호함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다. 우리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권

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유류분 침해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

다. 그리하여 그 구성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이 논문의 주제

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이해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2. 학설 및 판례

가. 물권적 형성권설6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

는 증여계약이 실효되고 그 결과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

게 복귀, 귀속된다는 견해65)로서, 이 견해는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소멸시

효에 걸리지 않지만 어떤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게 할 것인지 제척기간의

64) 형성권설 중 채권적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실효·소멸되고, 그 유증·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의무를 면하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반환되어
야 할 재산에 관한 물권 등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 반
환청구권자가 당해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므로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나 우리나리에서
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

65) 김능환, 유류분반환청구–상속법의 재문제, 재판자료 제78집, 1998. 13면;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2018. 873∼874면; 김형석, 유류분 반환과 부당이득,
민사판례연구 제29권, 2007. 153면 이하; 박병호, 가족법, 1999. 477면; 이진만, 유
류분의 산정, 민사판례연구 제19권, 1997.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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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한다66).

이 견해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 귀속되는 결과, 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파산한 경우 유류분권리

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소유자로서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게 된다67).

한편, 형성권설을 관철한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그

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성권설은 대체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을 침해한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68).

그밖에도 ① 혈족과 배우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적 취지이므로 그 권리변동에 관하여도 상속과 동일하게 물권적 권리로

보아야 하며69), ② 우리 민법은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이른바 게르만형으로

프랑스민법이나 일본민법과 같은 형에 속하고, 원물반환주의를 원칙으로 하

고 있는 점70),

③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가지는 매수청구권(제283조, 제643조)이나 임대차

66) 최준규(주 14), 965면
67) 박영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외법논집 제34권 제2호,
2010. 95면

68) 학설은 ①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에 관한 제1014조를 유추적
용하자는 견해{김주수·김상용(주 65) 878면}, ②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제29조 1
항 단서가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진만(주 65). 369∼370면}, ③ 선의의 제3자 보
호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김형석(주 65), 162면}가 있다(윤진수,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36집 2
호, 2016. 126면 참조). 한편,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
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91판결).

69) 박영규(주 67), 94면
70) 박세민,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호,
2016. 90∼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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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이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

지만 형성권으로 보고 데 이론이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하며71),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단순한 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유증이나 증여

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행거절이라는 항변권이 발생하

는지 설명하기 어렵고72), ⑤ 증여나 유증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유류분반환청

구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면제, 보증, 저당권의 설정,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무상출연행위의 경우에 이론구성이 곤란하다는 점73),

⑥ 형성권설에 의하면 가액반환 청구 관련 내용은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

설명할 수 있지만, 청구권설에 의하면 가액반환 청구 관련 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74)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 청구권설

민법의 규정 그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으로 재산의 반환을

위하여 그 전제로서 일정한 피상속인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75)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에 관한 규정을 그 문언대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로 이해한다.

① 제1115조 제1항이 감쇄 또는 취소 및 원상회복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

고76), ② 유류분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여도 유언의 자유와의

71) 김주수·김상용(주 2) 451면
72) 김주수·김상용(주 2), 451면
73) 윤진수(주 68), 125∼126면
74) 김형석(주 65), 159면
7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192∼194면; 박동섭,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1. 105면; 변동열(주 6), 801면;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
사, 2018. 446면; 윤진수(주 68), 119면 이하, 이은영(주 5), 204면

76) 異見 : 김형석(주 65), 156면 이하에서는 “우리 민법이 감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입법자가 형성권설을 배척했다는 결론이 정당화될 수는 없
다. 입법자는 단지 ‘감쇄’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
지 않고 반환청구라는 표현을 선택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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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후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③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아래에서

감쇄권으로 규정77)되어 있는 일본 민법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④ 프랑스민법이나 일본민법과 달리 우리민법은 유류분과 자유분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유분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는 관념도 생길 여지가 없는 점78),

⑤ 물권적 형성권설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선악을 묻지 않고 추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79), ⑥ 이에 물권적 형성권설에서

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추급효를 인정하나 악의자에 대해서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80), 청구권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추급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81)에 따라 예외적으로 악의의 제3자에

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론상 일관성이 있는 점,

⑦ 입법자가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이를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한 번의 권리행사로 권리가 소멸하고 소멸시효 중단

의 여지가 없는 형성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

77) 일본민법 제1031조는 “유류분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유류분을 보전하는데 필요
한 한도에서 유증 및 전조에 규정된 증여의 감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8) 이경희, 가족법(9訂版), 법원사, 2017. 627면은 게르만형 유류분제도가 로마형 유류
분제도라는 두 개의 형(型)의 연혁상의 성격차이가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를 결
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구성은 법정책적
관점에서 유류분권리자의 법적 보호와 거래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79)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론적 고찰–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의 통합적 이해, 동아법학 제42호, 2008.
246면. 異見 : 김주수·김상용(주 65), 878면에서는 제1014조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
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친다고 해석함으로써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80) 일본민법 제1040조에서는 “반환하여야 할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양
도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이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81) 우성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상대방 및 소멸시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판례연구 제14집, 2003.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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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⑧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187조 소정의 이른바 등기를 요하지 아

니하는 물권변동사유의 하나인 ‘상속’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82),

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청구권으로 봄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원물반환을 할 것인가 가액반환을 할 것인가의 선택을 인

정할 수 있고 또 증여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면 그 중에서 무엇을 반환할 것인가는 상대방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법률관

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83),

⑩ 증여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파산자인 수증자 명의 재산과 관련하여

수증자의 채권자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따라

서 증여 목적물에 대하여 수증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유류

분권리자에게 제3자이의의 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고84), ⑪ 지상권자나 임차인

이 가지는 매수청구권(제283조, 제643조)이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이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청구권의 행

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차임이 증감되는 등 법률관계의 변경이

일어나므로 그 법적성격을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분반환의

경우 그와 같은 법률관계의 변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문 그대로 청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85), ⑫ 청구권설에 의하면, 가액

반환 청구 관련 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에

서 부당이득 규정을 유추하면 된다는 점86) 등을 근거로 한다.

다. 통합설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여 그 행사에 의해 목적물

82) 윤진수(주 68), 128면
83) 권용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1. 16면 ; 이경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김주수 교수 회갑기념논문
집), 삼영사, 1988. 628면

84) 변동열(주 6), 816면
85) 최준규(주 14), 969면
86) 김형석(주 65), 167면, 우성만(주 81),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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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하면서도, 그로써 유류

분권리자는 행사하게 되는 권리는 단지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만이

아니라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제741조)도 포함되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

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일정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

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스스로 기본적으로 물

권적 형성권설의 입장을 따르되 종래의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

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

권이 행사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

론 상대방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데 소

유권의 관철 즉 점유의 반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고 통상의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행사에 의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터이

지만 급부의 청산, 즉 물건의 반환에 부수한 이해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오

직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의 법리(제747조)가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

로써 원물반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취급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87).

라.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

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

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88)”고

87)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문제점–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안암법학 통권 제27호, 2008. 234∼241
면

8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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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여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고 있다89).

또한 “유증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그 유증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말소등기를 명한 원심판

결을 정당하다90)”고 판시하였는데 학설은 이 또한 대법원이 물권적 형성권설

을 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91).

그리고 최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92)”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권으로 보

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3. 소결론

생각건대,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이

전을 취소하고 다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2단계 구조로 규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형성권으로 파악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행사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

성되고 더 이상 시효중단 및 갱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유

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고 규정한 제1117조에 배치되는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논의는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과 동일한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것인지(물권적 형성권설), 아니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만 볼 것인지(청구권설)의 문제로 귀착되

89) 권용우(주 83), 17∼18면에서는, 위 판례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청구권설을 따른
다고 평가하고 있고, 우성만(주 83), 442면 이하에서는 유류분권리자 앞으로의 등
기 방법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언급한 경우(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판결)
와 말소등기를 명한 경우(대법원 1995.6.30. 선고 94므949판결)를 들면서 물권적
형성권설의 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9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므949판결
91) 윤진수(주 68), 129면 ; 김능환(주 65), 18∼19면 
9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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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유류분제도는 유류분 부족 시 그 재산의 반환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며, 상속인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과 동일하게 물권적으로 보호해야 할 논리 필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어야

하므로 상속인이 생전에 한 수증이나 사후 효력을 의욕한 유증은 모두 유효하

고, 다만 그것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권 행

사를 통해 반환될 성질의 것이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소 내지 부인되고 그 재산이 당연히 복귀된다고 구성하는 것은 부당한 점,

물권적 형성권설에 입각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1117조의 기간 내에 재

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유류분 반환대상 목적물

에 대해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가령 그 목적물이 부동산에 관한 등

기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될 것이어서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분쟁의 조기 종결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93),

현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원물반환을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에만 가액반환에 의하고 있지만 원물반환에 의할 경우 다시 공유물분할의 문

제가 생기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며 기업승계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94)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이고 청구권설에 의할 때 가액반환으로 이론구성하기도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권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95).

93) 변동열(주 6), 822면 이하.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
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고 하고, “유
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
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제1117조 소
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판결).” 고 한다.

94) 윤진수(주 61), 387∼388면
95) 참고로 윤진수(주 61), 392면에서는 “형성권설을 취한다고 해서 원물반환이 불가
능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 형
성권설을 따르더라도 ①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민법상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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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우리 유류분제도가 어느 법계에 속하는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

적 성질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 유류분반환청구

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있다. 먼저, 유류분반

환청구권의 대위행사의 경우 형성권의 경우에도 대위행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그 문헌이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

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

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특별한 단기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고 문언상 소멸시

효이지만, 그 법적 성질을 판례, 통설에 따라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형성권에 소멸시효가 붙어 여러 해석상 쟁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쟁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1. 학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제404조) 행사할 수 있

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종래 물권적 형성권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 언급이 없었으나 근래에는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견해96)가

이 적절하게 반환방법을 정할 수 있다거나 ②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권 행사 의
사표시에 따라 일단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반환의무자가 가액을 반
환하면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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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고, 청구권설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재산권성에 주목하여 대위를 긍

정하는 견해97)와 신분권성으로 인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보아 대위를

부정하는 견해98)가 대립한다99).

2. 판례

대법원은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

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 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00)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101).

3. 소결론

생각건대,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

권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점,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신분적·인격적 관

96)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일본에서의 논
의를 바탕으로 한 종래 국내의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
호, 2008. 229∼237면

97) 곽윤직(주 75), 292∼194면
98) 윤진수(주 1), 578면, 김능환(주 65), 40면
99) 이동진(주 46), 31면
100) 참고로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홍익법학 제14권 2호, 2013.
131∼135면에서는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로 유류분반환청
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10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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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권리자 스스로 행사여부를 자유의사로서

결정해야 하는 권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을 청구권으로 보더라도 대위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유류분권리자의 권리

행사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 이후에 채권자가 대위의 목적으로 삼아도

유류분권리자의 자유의사를 방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위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 프랑스

감액청구는 무상양여분할에서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 그 이외의 경우 유

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망시점

으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제921조 제2항). 이들 기간은 법문상 소멸시효

라고 하고 있는바, 원물감쇄의 경우 형성권이 분명함에도 소멸시효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이 소멸시효가 감쇄청구의 소

라는 소권에 걸리므로 위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제

소기간으로 기능하게 된다102).

2. 스위스

감액청구의 소는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개시 시로부터 10

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제533조). 그 기간은 법문상으로는 시효라고 표현되

어 있으나, 이들은 정지나 중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제

척기간으로 새기고 있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라고 한다103). 반면, 제533조

제3항에 따라 유증이나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쇄의 항변권은 언

102) 이동진(주 46), 85면
103) 김진우(주 27),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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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도 행사할 수 있고, 그 점에서 그 항변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3. 일본

감쇄의 소는 우리와 같이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

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042조)104).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법

문상 소멸시효라고 하고 있는바, 원물감쇄의 경우 형성권이 분명함에도 소멸

시효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독일

유류분보충청구권은 상속개시 시부터 3년의 통상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97

조, 제2332조). 2010년 개정 전에는 수증자에 대한 청구는 3년의 시효에, 그

이외에는 30년의 특별시효에 걸렸으나, 2010년 개정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

다105).

5. 오스트리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규정이 적용

된다. 즉, 소멸시효기간은 상속개시 시부터 3년이다(제1487조)106).

6. 소결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중 일본과 스위스가 우리와 같이 유류분 침

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프랑

104) 이동진(주 46), 90면
105) 이동진(주 46), 80면
106) 이동진(주 46),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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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무상양여분할은 상속개시로부터 5년, 그 이외의 경우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2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과 오

스트리아는 상속개시 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목할 나라는 프랑스였는데 프랑스는 무상양여분할과 그 이외의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 후자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2

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다만 사망 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여 가

장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위 기간 중에 보전을 위하여 대부분 소제기를 요

구한다는 점이다. 즉 청구권의 소멸시효로 규정한 독일, 오스트리아는 물론,

형성소권의 소멸시효로 규정한 프랑스, 스위스에서도 위 기간 내에 소제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일본은 형성소권이 아닌 형성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와 구별된다.

제4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 기간은 법문

에 따라 소멸시효로 봄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장기행사기간은 그 취

지상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 이를 형성권으로

보는 경우 기간이 소멸시효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107).

107) 福井政章, 遺留分制度の研究 共同相続人間の公平性確保の視点から, 晃洋書房,
2016. 53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유류분 감쇄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감쇄해야할 증여 혹은 유증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민법 1042조 전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도 소멸한다(민법1042조 후단)고 규정되어 있다. 본 조의 기간이 소멸 시효를 의
미하는지 제척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의견이 나뉘고 있다. 통설은
후자는 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양자 모두 시
효라고 하는 학설도 많고(기초자의 견해였다), 역으로 양자 모두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 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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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가.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라는 견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는 법의 문

언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 법의 명백한 문언에 불구하고 위 10년의 기

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

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108).

나. 1년은 소멸시효, 10년은 제척기간이라는 견해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설상으로는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1년·10년 모두 제척기간으로 본다면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이라는 이상

으로 볼 때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유류분 문제가 실제상으로는 친족

간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상속재산분할문제

가 재판 외의 절충을 거듭한 후에 재판상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

안할 때 1년의 기간도 중단 없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혹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09).

다. 둘 다 제척기간이라는 견해

제1117조 문언에도 불구하고 1년·10년을 모두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이

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110).

108) 윤진수(주 1), 600면
109) 이경희(주 78), 642∼643면
110) 최금숙, 가족법 개정에서의 몇 가지 고찰, 아세아여성법학 제19호, 2016.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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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

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직권으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1년·10년의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

로 파악하고 있다111).

3. 소결론

생각건대, 제1117조의 문언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라고 이해된다.

이는 청구권설에 따를 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학설로는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많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

시효를 인정할지 제척기간을 인정할지는 입법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문언에

맞게 1년·10년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도 위 기간은 제척기

간이 아닌 소멸시효라고 하고, 물권적 형성권설에서도 그와 같은 학설이 많

다.

그런데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문제된 예는 많

으나 형성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한 예는 판례·통설에 따를 때에는 유

류분반환청구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는 특별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제5절 소멸시효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1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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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의의 및 존재이유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① 증명곤란의 구제 ②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

재 ③ 법적안정성의 제고이다112).

소멸시효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법정안정성이다113). 우선 의무자의 측면에

서는 권리자가 언제 권리를 행사하는가 하는 외부적 요소에 따라 분쟁의 영

향권 안에서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해야 하고 예산을 계속 책정해 놓아야 하

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게 되므로 가혹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도 분쟁이 오래될수록 오래된 증거와 진술, 엇갈리는 쌍방의 공방 속에 사법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비해 진실발견의 가능성은 감소하고, 불안정한 법률상

태 또는 분쟁의 계속으로 거래의 촉진이 저해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법적안정성 유지를 위해 유동적인 법률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소멸시

효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114).

2. 소멸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민법 제195조는 소멸시효의 대상을 청구권으로 한정하면서, 모든 채권

의 소멸시효를 기존의 30년에서 3년으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한편 소멸시효

의 기산점을 제199조 제1항에서 “채권의 발생에 더하여 채권자의 주관적인

인식, 즉 채권의 성립 상황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인지하는 것까지 갖추

었을 때 진행한다”고 하여 종래의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 전환하였

112) 나현, 시효중단의 사유인 소송상 행위–청구, 民事訴訟 韓國民事訴訟法學會紙
제11권 제1호, 2007. 127∼128면

113) 윤진수, 소멸시효 남용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1984. 5면
114)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2009. 10∼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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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5)

그러나 독일민법은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객관적 체계 역시 인정하고 이를 제19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

객관적인 소멸시효체계는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30년의 장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청구권의 경우에 적용된다116).

나. 프랑스

프랑스민법은 시효의 대상을 소권(action)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

하였다. 즉, 제2224조는 “인적 소권(action)이나 동산에 관한 소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5년으로 소멸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시효체계를 채용하면서 일반 소멸시효기간을

기존의 3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117).

다. 일본

일본민법상 소멸시효는 재산권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소멸시효기간

을 채권은 10년으로,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객관적 시효체계를 채용하고 있어, 주관적 체계를 채용하고 있

는 독일, 프랑스 등과 다르다118).

115) 송덕수·김성수·김제완·안경희·임건면·채승우, 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 개정논의
예상 주요논점과 입법례, 민사법학 제46호, 2009. 56면; 임건면,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과 개정 독일민법상의 통상의 소멸시효, 비교사법 제9권 제2호, 2002. 52∼53
면

116) 송덕수·김성수·김제완·안경희·임건면·채승우(주 115), 57면
117) 송덕수·김성수·김제완·안경희·임건면·채승우(주 115), 58∼59면
118) 송덕수·김성수·김제완·안경희·임건면·채승우(주 115),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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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유럽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독일 3년, 프랑스 5년 등)하는 대신 채권

자의 인식가능성을 요구하여 주관적 시효체계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과 우리(제166조 제1항)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여전히 객관적 시효체계를 유지

하고 있는 대신 시효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119).

객관적 체계는 소멸시효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인 법적 안정성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 및 행사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에게 가혹할 수 있는 객관적 시효체계의 문제점

이 있다.

반면, 주관적 시효체계는 채권자가 채권발생원인과 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

했고 또 알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시효체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관적 인식 및 과실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항변 자체가 사건의 쟁점이 되게 만들어 소멸시효가 달성하

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120).

따라서 어떤 체계가 더 우수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성급121)하므로 우리도

119) 다만, 일정한 경우 주관적 시효체계와 객관적 시효체계를 병용하기도 한다.
120) 서종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일
감법학 제37호, 2017. 141∼142면,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2018. 1368∼1369면.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우리 민법에의 시효를 덧붙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
2003. 133∼135면

121) 양창수(주 120), 134면에서는 “반면 객관적 체계에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인식하
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권리자는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정한 기회를 부여받았어야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
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권리자를 탓할 수도 없다면 이는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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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체계를 주관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며 주관적 시효체계의 문제점은 뒤에서 보는 유류분 소멸시효와 관련

하여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독일민법은 이를 청구권으로 한정하

나 다른 법은 반드시 청구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여 형성권이 시효의 대상인

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유류분반환청구

권을 소재로 다시 보기로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라는 객관

적 방법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객관적 체계), 권리자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방

법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주관적 체계)122).

그러나 주관적 체계만을 두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장기간 또는 영원히 기

산하지 않을 수 있는바 주관적 체계를 원칙으로 도입한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 체계에 따라 기산하는 최장기의 소멸시효를 함

께 두고 이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한다123).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주관

적 체계) ②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객관적 체계)을 시효기간으로 정

하고 둘 중 하나만 경과하여도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여 주관적 체계를 원칙

으로 도입하면서도 객관적 체계를 함께 중첩적으로 정하고 있다.

4. 단기소멸시효(1년)의 증명책임 분배 및 증명방법

122) 홍성균(주 120), 1365∼1366면
123) 홍성균(주 120), 1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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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

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

여 소멸한다(제1117조 전단).

그 기산점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 할 것

이냐, 아니면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

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판례는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고

하여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24).

그러나 판례처럼 입장을 취하게 되면 유류분권리자(원고)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제3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고, 안 날의 증명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다125).

그러므로 관건은 기산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증명하

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대법원과 하급심의 재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대법원 재판례의 태도

1) 증명책임의 분배 관련

대법원은 증명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

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

124)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125) 김상용·김주수(주 2), 482∼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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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자에게 있다126)”고 한다.

2)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 관련

(1)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

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

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127)”

라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2) 다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

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128)” 라고 하고,

(3)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

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

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

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

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

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126)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127)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128)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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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

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

함이 타당하다129)” 라고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다.

다.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1) 유언서 관련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시점에 관하여 (1) 원고가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모여 유언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거나130), (2) 망인 사망 후 원고가

유언공정증서를 직접 보았거나 피고로부터 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은 경

우131), (3) 유언검인절차에서 유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시점132)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한편, (4) 피고가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수증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을 원고

들에게 송달된 그 무렵133), (5)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모순되거나 불분

명한 부분을 정리하는 협의를 거쳤으나, 상속합의에 대한 의견충돌이 생겨 합의

가 결렬되었고, 피고가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유언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검인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증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소장부본을 송

달받고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수증자

12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1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6459호 기타(금전)
1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38979 기타(금전)
132)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가합72378(본소) 대여금 , 2016가합
75407(반소) 유류분반한청구의 소

133)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7109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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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확인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시점134)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한

다.

또한, (6) 원고와 피고가 법무사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 사본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날인, 자필서명까지 한 경우 그 무렵135),

(7) 상속인들이 유언서를 개봉하여 확인하고 유언서 사본 위에 자필로 서명하였

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수증자지위확인소송, 유언

서에 관한 검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진

술을 일관하는 경우 유언서 사본 위에 자필로 서명한 시점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36).

그리고 (8)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 가서 유언서 사본을

직접 보고 망인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유언장 사본을 사진 찍은 경우 그 무렵137)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그러나 (9) 자필유언증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으로 무효임이 확실

하고, 원고들은 소송 도중 사실조회결과를 송달받은 후에야 유언공정증서가 작

성되었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원고들은 유언공정증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

출한 시점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38).

한편, (10)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3. 8.경에는 이 사건 유언 공정공정증서의

사본을 본 시점에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필유언

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1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4512 유류분반환
13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10387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5583 유류분반환
1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합10888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13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42143 등기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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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

인한 시점에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5. 11. 10. 선

고 2006다46346판결을 언급한 후, 유언 공정증서 사본을 본 시점에는 유류분 침

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139)하였다.

2) 선행판결 관련

(1) 피고가 이미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낙을 하였고,

원고와 함께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증여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소를 취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선행소

송 당시 이미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고140), (2)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증여사실을 제2전소 진행 과정에서 알았다면 제2전소 확정시점인

2017. 4. 26.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41).

또한, (3)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 앞으로 재산분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며, 원

고의 형제들 중 한명이 한동안 망인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최근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그 무렵 원고들도 유류분 침해 사실

을 알았다고 보며142), (4) 선행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등이 모두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청구가 인용된 경우 선행소송

에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이체 받은 금원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현출되었을 때 원고도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

다143).

1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8. 선고 2016가합10533 유류분반환청구
1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1. 23. 선고 2017가단54393 유류분
1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2727 유류분
14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1. 23. 선고 2017가단54393 유류분
143) 청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11054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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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 유류분소송 도중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실조회결과 추가로

확인되었고, 추가감정 신청하여 이를 기초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사실조회

결과 확인시점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지만144), (6) 이 사건 각 토지

는 원고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거주한 집, 선산, 밭 등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조회결과 협의서상 명시된 부동산 이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다

면 협의 당시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145).

또한, (7) 원고1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가처분신청서에는 “피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산이라면서 만약 위 토지에 산소를 만들게

되면 파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은

2009. 5. 8. 사망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

고 있었다고 보고, 원고2는 망인 생전에 망인과 피고의 법정분쟁의 조정과정에

서 망인과 함께 조정기일 참여하였으므로 그 무렵 망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1, 원고2 모두 망인 사망 이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

이므로 망인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상 시효 소멸하였다고 본

다146).

그리고 (8)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향후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

다” 고 진술하였다면 그 무렵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고147), (9) 원고는

망인 계좌에서 상당 금원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인출을 주장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였으나 무단인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송달 받은 경우 결정문 송달 시점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

고 보지만148), (10)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피고가 망인의 돈 9억원을

14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5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4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나2023326 유류분반환
146) 울산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가단56488 소유권이전등기
147) 대구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03644 소유권확인
148)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55434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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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인출 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여받은 것이라고 한 바 없고, 이후 유류분 소송

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있더라고 이로써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

렵고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통해 기각 결정을 알게 된 시점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49).

한편, (11) 원고가 장례식장에서 피고가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갔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해 피고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여 다투었고, 관

련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들이 무단인출하였다는 주장은 이

유 없다고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 후 상고심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무효라

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률상, 사실상 근거가 없었던 경우 1심판결 선고

일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고150), (12) 선행소송에서 증여의 무효여부

를 다투게 되었는데 증여확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웠

고, 망인이 의사능력도 없었으며,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

해 세무사의 상담을 받기도 했다면, 원고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

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를 안 것만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까지 알았

다고 볼 수 없어 선행소송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유류분의 시효가 기산하지 않

는다고 본다151). 또한,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망인 사망사실을 들었고, 망인의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이 사건 예금이 이체된 사실을 알고 무단인출을 문제삼아

형사고소 하였고, 증여 서류가 작성된 바 없었으며, 다른 재산은 제외하고 예금

만 피고에게 이전된 경우 항쟁함이 상당하여 선행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1심 판

결문이 송달된 시점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한다152).

그러나 (14) 피고의 신청으로 자필유언서에 대한 검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

고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이후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자필유언증

서에 따른 증여계약이 무효이고, 후에 나온 유언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라

149)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48848 부당이득금
150) 서울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055365 유류분청구
151)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2045316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152)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2003241 상속재산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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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어 1심판

결과 항소심 판결은 판단 대상이 동일하고 판단내용도 같은 취지인데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제한되는 순수한 법률심에 불과하므로 2심판결이 송달된 시점에 유류

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53).

또한, (15) 망인 생전에 망인과 피고 상이 토지수용보상금 17억원을 횡령하였

다는 분쟁이 생겼고 이를 원고가 수계하였고, 1심에서 피고가 예금에 대한 증여

계약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정보도 확인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같

은 분쟁이 계속되어 결국 피고가 망인의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각, 망인의 예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여 불법행위를 한 부

분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까지도 임의인출 한 돈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가 나온

바 없었다면, 원고의 무효주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 상고가 기각된

시점 이후에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154).

한편, (1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

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소송 도중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였고,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그럴 리가 없다

고 반박하였고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근거가 없었다면

원고는 적어도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낸 시점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고155), (17)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계약서를 확인하였을 뿐 그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고 했으나 이는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관련서류 위조로 고

소하여, 피고가 무혐의결정을 받은 그 무렵,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56).

153)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4나20477878 소유권이전등기
154)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23456(본소) 상속재산반환 2016나
2023463(반소) 유류분반환

155) 울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7047 유류분 청구의 소
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9790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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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간접사실 관련

(1) 원고가 서명, 무인한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에는 피고 甲에게

만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고들 각자에게 2분의 1

씩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157), (2) 망

인에 대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었고,

망인의 제적등본, 원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본다158).

반면, (3) 원고가 망인 사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고지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송달된 시점 원고

가 망인과 함께 위 주소지에 살고 있었을 경우 망인 사망 이전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59).

한편, (4)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망인 사망 무렵까

지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후에도 거주한 경우로서 망

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 사망 당시에

이미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160), (5) 증여가 망인 사망 십수

년 전에 이루어지고 가족들 간 꾸준히 교류해왔고, 증여재산이 거의 전재산

이며, 망인의 동생과 그의 처, 아들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사실을 망인

생일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원고들이 망인 사망 이전에 유류분 침해사

실을 알았다고 본다161).

157) 수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69748 소유권이전등기
1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10021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15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38361 소유권이전등기
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나48620 유류분반환
1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11768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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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 망인의 전재산이었고, 증여 이후 26년이 경과하였고 망인 사망

후에도 10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망인은 자신의 생일날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면

망인 사망 이전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고162), (7) 망인이 주택과

농지를 소유하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피고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였으나 사망

이전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 재산분배를 했고,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에도 7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 당시 이미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

았다고 본다163).

반면, (8) 원고들 또한 망인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이 거주하던 곳이거나 그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

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 볼 수 없다고 했고164), (9)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망인이 사망 시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원고가 명

절에 가끔씩 위 부동산에 들렸다고 하여도 원고가 초등학교만 나왔고 고령으

로 눈도 침침하고 소리도 잘 안 들리는 등 특수한 사정에 있다면 유류분 침

해사실을 알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165).

또한, (10) 망인은 배우자와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이 자주

왕래하기 어려웠고, 부동산이 24건에 이르고 지목도 목장용지, 전, 하천, 대

지, 임야 등으로 다양하고, 원고는 다른 형제인 甲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 사망 이전

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166).

1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14. 2016가단40052 유류분(지분) 반환 청구의
소

163) 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20332 유류분 반환
164)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0536 유류분반환
165) 서울고등법원 2018. 3. 16. 선고 2017나2041888 유류분반환
166)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008003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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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로서 특별한 경험을 담고 있지도 않은 내용

을 기초로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1경에는 이미 40세∼50세로 각자 가정을 꾸려 오랜 기간 경제생활을 영위

하고 있었고 거주지도 서울 내지 수도권으로 멀리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유

류분 침해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본 반면167), (12) 망인은 유일한 부동산을 유

일한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8년이 지나 가

처분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망인의 처이자 원고들과 피고의 어

머니인 甲이 사망 당시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甲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인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甲의

자녀들이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진술 당시 甲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이 있었던 경우 사망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168).

또한, (13) 유증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무렵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지 망인 사망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169). 반면, (14)

원고들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으며, 등기부등본이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발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상속에 따른 승계절차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속에 따라 당연승계되므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170).

그밖에도 (15)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했고, 삼우제 때 모여 위 대출금에 대하여 논의했고, 원고와

피고의 외숙모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경우 원고는 늦어도 삼우제 당시 유류

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며171), (16) 망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상속인 중

16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461 소유권말소등기 등
16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38361 소유권이전등기
169) 울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합22526 소유권이전등기
170) 제주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6가단3866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17520
(병합) 소유권이전등기

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101764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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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인 피고에게 유증했고, 이는 공정증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부

동산에는 대출이 있었는데 대출계약 당시 원고가 망인을 대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출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이

전 등기한 경우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그 무렵에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본다172).

라. 소결론

기산점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유류분의무자)가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때는 서로 주고받

은 내용증명서 등의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들, 친척들 및 주변

이웃의 증언, 유언공정증서 등 관련서류, 망인 사망 전 재산관리 현황, 선행

판결 등 소송진행 과정 및 가족 간의 왕래사실, 원고가 증여를 알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로서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로서 판단하다 보

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간접사실을 두고도 상반되거나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

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의구심이 든다.

유언서와 관련하여, 최근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

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

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

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을 언급한 후, 마찬가지로 유언공정증서

1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2. 선고 2015가단17940 유류분반환. 참고로,
원고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결국 망인이 사망 전 재산관리 과정
에서 원고가 알았다고 보이는 사정이나 망인 사망 후 유증이행절차 즉, 소유권이
전등기나 대출인수 과정에서 원고가 알았다고 판단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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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본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173)

하고 있으나, 이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판결들을 살펴보면 유언서 사본을 확인한 후 그 위에

자필 서명하였거나174), 유언서 사본을 확인 후 사진을 찍은 경우 유류분 침해사실

을 알았다고 보고 있어175) 위 판결과 판시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

언공정증서 원본이나 사본이나 모두 문서에 해당하고 복사기술의 발달로 그 내용

에도 전혀 상이한 점이 발견될 수 없음에도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

다. 따라서 유언서 사본을 확인하였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판결 관련176)하여,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전의 선행소송 즉, 상

속재산분할심판, 수증자지위 확인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말소등기소송, 부

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이나 그 과정에서의 형사고발 등 일련의 소송진행 과정

을 통해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어떤 판결은 수사기관 무혐의 결정

이나 소송 과정에서의 사실조회를 통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신청을 통한 금융정보 확인 등을 통해 유류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

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건은 구체적인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선행소송 1심, 항

소심, 상고심 등 판결 선고일이나 송달일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

하기도 하여 기산점 확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정확한 기준 확립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17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8. 선고 2016가합10533 유류분반한청구
1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10387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5583 유류분반환

17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합10888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176) 유언이 있음에도 유언과 달리 법정상속인에게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언의 효력
을 주장하는 자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것이고, 이미 집행된 유언과 다른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이미 집행된
유언의 무효 및 이와 저촉되는 유언이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미 경료된 소
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와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이고,
혹은 문제된 유언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등이 이루어져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이 아직 실행되기 전에 그 유언의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김현진, 민사판례연구, 제39권, 박영사, 2017. 8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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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다투고 있는 경우 항쟁함이 상당하

다면 증여사실을 안 것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기산하지 않으므

로,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이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

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항소심 판결 또는 상고심 판

결 선고시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렇다면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인지, 1심까지 항쟁함이 상당한 사

건인지, 항소심 또는 상고심까지 항쟁함이 상당한 사건인지는 유류분반환청

구 소송의 기산점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왜 그때까지 항쟁

함이 상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생략된 경우가 많아 기산점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에, 구체성 있는 명확한 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증여의 무효 등을 다투는 소송은 망인의 의사능력, 증여관련 서류의 위

조, 상속인의 무단인출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바,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무효 등 확인소송은 늦어도 항소심까지만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

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상고심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판시도 발견되었다177).

그밖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간접사실을 두고, 가령 유증에 의한 등기가 이

루어졌다면 그 무렵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을 기본입장으

로, 상속등기를 오랫동안 미뤘다면 피고에 대한 망인의 증여를 알았기 때문

이라고 판시하기도 하고178),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어떤 경우

상속인으로서 당연상속하게 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

기도 하고179), 망인과 왕래하였다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하

고180),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를 알기 어렵다고 보기도 하는 등181) 재판부

177)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23456(본소) 상속재산반환 2016나
2023463(반소) 유류분반환

178) 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20332 유류분반환
179) 제주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6가단3866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17520
(병합)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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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간접사실에 대하여 다른 판시를 하고 있었다. 물론

판사는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시하면 되므로 간

접사실을 꼭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주관

적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간접사실이라도 판시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통상의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할 시 구체적 이유 설시가 요청된다. 소멸시효 항변 자체가 사건

의 쟁점이 되어 법적안정성이 침해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182).

한편,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이 거의 모든 소송에서 증거

로 제출되는데 법원은 그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원·피고들의 어머니나

가까운 친척(이모, 삼촌 등)의 법무법인 인증의 진술서가 제출된다든지 하는 경

우 어느 정도 증명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183). 반면,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는 낮은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피고들의 어머니나 가까운 친척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라도 이해관

계나 친분 정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고, 녹취록의 경우에는 유리

한 부분만 편집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함부로 증거력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을주민의 사실확인서라도 특별한 경험에 기한 내용을 담고 있

다면 증거력을 무시할 바 아니다184).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은 허위작성·조작·편집의 위험

이 있어 판단에 신중을 요하므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에 사실관계 존부 판단에 있

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시 다시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

계의 진위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1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11768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81) 서울고등법원 2018. 3. 16. 선고 2017나2041888 유류분반환
182) 양창수(주 120), 133∼135면
18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38361 소유권이전등기
18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461 소유권말소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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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소멸시효(10년)의 증명책임 분배 등

가. 장기소멸시효(10년)의 의의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

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문에서 시효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상 1년·10년의 기

간은 모두 소멸시효라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반하여 재판하지 않는다.

나. 대법원 재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직권으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185)”고 한다.

다.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및 소결론

장기소멸시효(10년)는 ‘망인이 2001. 4. 21. 사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

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186) 판시하는 등 10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시점은 유류분 분쟁의 당

사자들이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많고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기본증

18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판결
1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13227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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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등으로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므로 사실확정이 용이하여 소송상 다툼 없

는 사실로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영구적 항변의 문제

1) 논의의 필요성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그러면 수증자가 상속

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동안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시

부터 10년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학설은 대체로 증여가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아직 유류분의 침해가 없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항변적·방어적으로 행사할 때에는 제1117조의 적용이 없다고

본다.187)

수증자 등으로부터의 이행청구가 없는 이상 유류분권리자로서는 달리 어떻게

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자신의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된 논거다188).

3) 판례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하고 있던 수증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유류

187) 김주수·김상용(주 2), 874면, 이경희(주 78), 643면
188) 윤진수(주 1), 601면. 한편, 물권적 형성권설에서는 유증이나 증여계약이 아직 이
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의 형성적 행사로 이행거절이 가능하나, 청구권설에
서는 유증이나 증여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행거절의 항변
권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김주수·김상용(주 2) 451면}. 그러나 청
구권설에서도 항변권의 영구성의 법리에 따라 유증이나 증여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 행사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가능하므로
{윤진수(주 1), 601면}, 물권적 형성권설의 비판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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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고 하였다189).

그러나 위 판례는 증여를 받은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

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위 판시를 모든 경우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다190).

4) 소결론

생각건대,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기도 전에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

다고 상속인에게 일단 이행된 후에야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19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여나 유증이 이행된 후에야 비로소 문제

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을 이행받기 전에는 항변권의 영구성

의 법리에 따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더 정확하게는 제1115조에 “증여 및 유증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

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여 및 유

증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족이 발생할 한도에서 그 재산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92).

마. 수증자의 취득시효 항변의 문제

1) 논의의 필요성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 온 수증자가

등기부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18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판결
190) 윤진수(주 1), 601면
191) 박영규, 판례로 보는 친족법·상속법, 법원사, 2018. 574면
192) 同旨 : 김민중(주 7),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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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학설은 대체로 수증자의 취득시효 주장을 부정하는데 그 근거는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받은 자라면 그를 두텁게 보호할

이유가 없는 점을 근거로 한다193).

참고로, 청구권설의 경우 증여시점부터 줄곧 수증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이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기소유 물건의 시효취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유

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취득시효 항변이 부정된다는 결론이다194).

한편, 물권적 형성권설의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권 행사로 인해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증여물의 소유자가 되지만, 점유는 사실상태로 점유 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의 점유는 수증자가 자기소유물

을 점유한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고, 상속개시

이후의 점유만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10년

또는 20년간 수증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만 취득시효 항변을 할 수 있

으리라고 본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였다면, 수증자는 제197조에 따라 소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 악의의 무단점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득

시효를 인정할 경우가 매우 드물 것이다195).

6. 증거자료(간접사실) 제출책임

가. 논의의 필요성

한편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주장하게 되어있는바, 소송에

서는 그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 증여 또는 유증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모두 반환의무자(피고)가 항변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193) 최준규(주 14), 1029면; 정구태(주 79), 350면
19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판결, 최준규(주 14), 1029면
195) 최준규(주 14), 10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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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그것

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유류분권리자(원고)의 지부지(知不

知)가 기준이 되고, 실무에서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모두 간접사실

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반환의무자(피고)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나.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법적 고찰

1) 변론주의

당사자가 법원이 판결하는데 필요한 소송자료를 수집·제출하여야 하는 심

리의 기본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한다196). 이는 사건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수집을 맡기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

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197).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법규기준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

는 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간접사실 등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또 주장과는 달리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왜냐하면 주요사실은 증명의 목표

이지만 간접사실은 그 수단인 점에서 기능상 증거자료(간접증거, 정황증거)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196) 강수미, 주장책임에 관한 고찰,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제17권 1호,
2013. 52면

19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6.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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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책임의 분배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는 우선 당사자로서는 진위불명의

상태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이 원칙이 따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법률요건분

류설이 통설·판례로 되어 있는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은 자기

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권리발생사실=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피고)은 자기에게 유리한 반대

규정의 요건사실(반대사실=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일반인의 의심을 품

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한다198).

4) 소멸시효의 항변과 증명책임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

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199).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

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되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 된다200).

다만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근거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어떤 시효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

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

로 판단할 수 있다201).

198) 김종호,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고찰- 미국에서 법경제학적 관점
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7권 2호, 2017. 303∼304면

19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판결
20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판결
201) 대법원 2013. 2. 5. 선고 2012다68217판결, 민사소송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28∼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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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

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여기서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반환의무자(피

고)를 말한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

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

고가 주장하지 않은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소송경과를 통해 법관은 반환

의무자(피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수개의 간접사실

들을 분석하여,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에서 기산점은 주요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대상이지만, 간접사실로서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므로 유류분권리자(원고)와 반환의무자(피고)가 법정에서 현출한 모든 간

접사실로서 확정한다. 즉, 유류반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는 간접사실은 유류

분권리자(원고)와 반환의무자(피고) 모두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시효이익을 원용하는 자

에게 증명책임 분배가 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에 대하

여도 대개 반환의무자(피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된다202).

라. 소결론

202)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기소멸시효(1년)의 경우 ‘상속
의 개시,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 그것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이고
장기소멸시효(10년)은 ‘상속의 개시’ 이다. 따라서 장기소멸시효(10년)의 증명은 사
망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에 따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명책임 분배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단기소멸시효(1년)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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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로 되어 있는바, 유류분권리자(원

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은 반환의무자(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일은 ‘원고가 상속의

개시, 증여 또는 유증사실 및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때’로 모두 유류분권리자

(원고)의 지부지(知不知)가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반환의무자(피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일은 실무에서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간접사실로 증명하고 있는데 간접사실은 변론주의의 대상

이 아니어서 유류분권리자(원고)와 반환의무자(피고)가 법정에서 현출하는 모

든 증거자료(간접사실)로서 확인 가능하고,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민

사소송임에도 가족 간의 분쟁적 성격에서 오는 특수성으로 변론주의가 엄격

하게 적용되기 보다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다소 가미되어 있는바, 가령 원고

의 청구임에도 피고가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거나,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결정으로 종결하는 경

우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유류분권리자(원고)에게 증명책

임의 분배 차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적극적으로 증

명하도록 촉구할 수 없을지라도, 유류분권리자(원고)가 통상적으로 제출하리

라 기대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위(소제기의 경위)

에 대한 간접사실을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통해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주

장하였지만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반환의무자(피고)가 제

출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유류분권리자(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와 그 후 이 사건 변론이

상당 기간 동안 경과한 때까지도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게 되

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8. 23.자 준비서

면에서 甲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2014. 10.경 甲이 원고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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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가의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려줘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유류분반환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중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소 제기 시 자연스럽게 그러한 증여 사

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이

사건 소장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소 제기 후 거의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고 판시203)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참고할 만하다.

즉, ①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망인의 거의 전 재산이

어서 유류분 침해사실도 추인되는 경우로서 원고가 이미 위 사실들을 망인

사망 전에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② 상속개시 이후 어느 시점에 비로소 원

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권리자(원고)가 망인의 유류분의무자(피고)에 대한 증여 및

그것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을 안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

성된다.

그런데 가령 유류분권리자(원고)가 상속개시 이전에는 망인의 유류분의무자

(피고)에 대한 증여 및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상

속개시 이후 어느 시점에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증여 및 그것에 자신의 유류분으 침

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간접사실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시, 법원은 반환의무자(피고)가 제출하는 다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간

접사실들과 함께 유류분권리자(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할 수 있다고 본다204).

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9. 선고 2015가단5360849 유류분반환
2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사실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피고 모
두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항변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을 제출
하게 한다고 하여 변론주의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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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멸시효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비교

1. 소멸시효의 특징

가. 논의의 필요성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제1문은 “시효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통해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학설상으로

는 그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아니한바, 논의의 전제로 먼

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적용대상권리

우리민법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으로 널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62조) 청구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성질

을 가지는 형성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청구권, 형

성권 모두 제척기간에 걸리도록 정할 수 있다205).

다만,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자로 하여금 해

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는 형성권의 행사에서 특히 요청되는

것이다206). 따라서 형성권은 소멸시효보다는 제척기간과 친하다.

205) 異見은 김진우,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재산법연구 제26권 3호,
2010. 6∼7면

206)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9. 419면, 최문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판례이론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제34권 3호, 2017. 275∼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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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조사 여부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

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

항에 속하지만207)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민사소송법의 변론주

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된다고 한다208).

3) 기간의 정지 및 중단 여부

소멸시효의 정지제도에 내재된 기본적인 원리는 “권리자가 법적 또는 사실

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와 같은 형평의 관념은 제척기간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209). 따라서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권리자의 권리행사나 의무자의 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

면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소멸시효기간이 전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중단사유

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 즉 중단의 본질은 중단행

위가 기간의 진행을 종국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중단행위의 종료 후 그 기

간이 새롭게 진행된다는 데 있다. 그 점에서 소멸시효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권리자의 권리행사나 의무자의 승인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보전되

면 그 권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

의 권리행사나 의무자의 승인에 의한 제척기간의 갱신이라는 것을 관념할 수

없고 그 점에서 제척기간에는 탄력성이 없다. 결국 제척기간이 붙은 권리의

보전과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부활시키는 중단은 구별되어야 하며 기간

의 중단 여부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210).

20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판결
208) 대법원 2017.3. 22. 선고 2016다258124판결
209) 김진우(주 205), 12면
210) 윤기택, 제척기간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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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나 제

척기간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

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211).

다만, 이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이익의 미리 포기 또는 제척기간의 연장·단축

의 허용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각 개별규정의 취지·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212).

4) 소급효 인정여부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

멸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

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제167조).

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방법

법률상의 권리행사기간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독일민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민법은 법문에 의하여 이들을

명확히 구별해서다. 즉,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또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또는 “배제된다”고 규

정되어 있는 것이다(제194조 제1항). 또한 독일은 청구권만 소멸시효에 걸리

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청구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경우만 명문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213).

반면 우리 민법은 법문의 표현만으로 일정한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의 제한

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아니면 제척기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권

리의 실질이 형성권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예컨대,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지

료증감청구권(제286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 제646조 및 제647조) 등이

법학연구 제15권 1호, 2004. 99면
211) 곽윤직·김재형(주 206), 421면
212) 이상태, 제척기간, 월간고시, 1992. 72면
213) 김진우(주 205),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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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214).

따라서 기간의 성질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판단할 때 명문의 규정

에 얽매이지 않고 권리의 성질이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성질을 판단해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215). 반면 “시효” 또는 “소멸시효”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소멸시효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없을 때는 규정의 취지와 권리의 성

질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16).

생각건대, 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도 제척기간도 가능하므로 입법자의

선택에 따라 “소멸시효” 또는 “시효”라고 규정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

한다” “기간이 경과한다” 라고 규정하면 제척기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성권은 권리의 특성상 살펴볼 점이 있고, 형성권에 소멸시

효를 인정해도 무방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구심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

여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다217).

6) 소결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권리불

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기간의 중단을

인정하고, 기간 도과 후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며,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으

면 법원이 이에 반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그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의 중단과 기간도과 후 그 이익

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며(이설 있음) 당사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으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218).

214) 김진우(주 205), 17면
215) 김진우(주 205), 17면
216) 곽윤직·김재형(주 206), 419∼421면
217) 윤기택(주 210), 107면에 의하면 “형성권은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중 어느 것
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
로 권리는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발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권
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시효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
의 하나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형성권에 관한 한 그 존속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

218) 이창현, 제척기간과 사적자치, 법학논집 제35편 2호, 2018.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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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지만(제167조),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한편, 규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판례는 대부분이 제척기간에서 재판 외

행사로 족하다는 입장을 취한다219). 이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중단되는 시효와 구별되는 부분이다(제172조).

즉,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는 기간의 중단, 권리의 소급, 법원의 직권

판단 여부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행사 가부 등이다.

다만, 제척기간은 개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포기가능성, 직권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비교

가 적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근래에는 소멸시효 중단·정지에 관한 규정이 유

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청구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

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널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62조), 청구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는 형성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

리는 소멸하게 되고, 권리는 행사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220). 따라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생길 여지

가 없다. 그렇다면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한다(제178조

21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판
결

220) 윤기택(주 210),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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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다만, 중단은 후에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므로 “갱신”이라는 표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221). 소멸시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

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가능한 넓게 인정222)하고 확장하려는 입장에

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가능한 좁게 인정할 것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재판상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223)되지만 소의 각하, 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제170조)224), 이는 지급명령 신청 시도 동일하

다225). 다만, 최고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회생

절차참가 포함),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취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생

기지 아니한다(제174조).

(2)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 제2호)

압류·가압류226)·가처분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는 명령을 신청한

때이다. 또한,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227).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

221) 同旨 : 송덕수·김성수·김제완·안경희·임건면·채승우(주 112), 63면
222) 윤진수(주 113), 29면
223) 대법원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 된다”라고 한다(대법원 1996.9.24.선고
96다11334판결).

224) 제170조는 기각의 경우에도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각의 경우에는 애초에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것이므로 중단의 여지가 없다.

225) 윤진수,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민사법
학 19호, 2001. 52면

226)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판결
227)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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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예컨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시효

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예컨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

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228).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

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77조).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해서다. 다만 관

리능력이나 권한은 필요하다(제177조의 반대해석).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229). 그

리하여 일부변제230), 담보의 제공231), 면책적 채무인수232), 기한유예의 청

구233) 등은 묵시적 승인이 된다. 그러나 그 묵시적 승인표시는 적어도 채무

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

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

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234).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

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235).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

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

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36).

228) 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63193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판
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판결

229)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9105판결
230) 대법원 1980.5.13. 선고 78다1790판결
231)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판결
232)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376판결
233) 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다2083303판결
234)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9105판결
23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판결
236) 대법원 2005.2.17. 선고 2004다5995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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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만 할 수 있고,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만 문제된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제178

조 제1항 전단). 그리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시작

된다(제178조 제1항 후단). 중단된 시효가 다시 기산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단사유가 청구인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이고(제178조 제2항),

압류·가압류·가처분인 경우에는 이들 절차가 끝났을 때이며 승인인 경우에는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특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침해를 받은 유증 또

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중단된다237).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

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

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

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제1117

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고238), 더 이상 소멸시

효기간 갱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최고로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재판 외에서 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을 다시 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법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는

23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23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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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른 것이고, 청구권설에서의 소멸시효 중단 법리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는데 의사표

시에 의한 형성권의 행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서 형

성권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반환권리자(피고)의 시효소멸의 항변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원고)는 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중단 사유의 주장·증명

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유류분권리자(원고)가 진다.

4. 의사표시 해석

한편, 유류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요한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

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

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

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

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

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

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239).

구체적으로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

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

239)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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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소

멸시효 중단 사유인 의사표시의 존부에 있어서도 그대도 적용된다240).

5. 대법원 재판례의 태도

가. 의사표시 해석 관련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

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

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

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

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241).

나.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

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

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

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

다242).

240)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판결
24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24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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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가. 청구 관련

(1) 통보서를 보내거나243), (2)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의

사표시를 한 경우244), (3) 분배제안을 요청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분배할 것을 요

청한 경우245), (4) 다른 원고들의 위임장 및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피고에

게 제시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소가 제기될 수 있으니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가

액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46), (5)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24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였다.

반면, (6) 검인절차에 참석하여 ‘유류분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고 진술한 경

우 위 진술은 법원에 대한 진술이지 피고들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유류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진술이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

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

고248), (7)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

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

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시효중단을 부정하였다249).

243) 광주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133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한편 시효
의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통보서를 보낸 당해 유류분권리자에
게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44) 수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99다48948판결
245)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352275 소유권이전등기
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555308 소유권이전등기 등
247)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단118478 소유권말소등기
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47220 유류분
249)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9156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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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가압류·가처분 관련

(1)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지정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가처분 기입등기

를 마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250).

반면, (2)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목적물에 행한 가처분 기입등

기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251).

다. 승인 관련

(1) 피고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

를 승인한 것이다252).

반면, (2) 피고가 원고의 유산분배 요구에 대하여 단지 ‘생각해 보겠다’ 는

취지로만 대답했을 경우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므로 유류분반환의무의 승인이라고 보기 어렵다253).

7. 소결론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로서 시효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시효진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의한 형성권의

행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성권 자체를 소멸시키므로 시효중

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07199 손해배상(기)
2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11768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5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9가단100236 유류분 반환
253)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0669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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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유라고 하기 어렵다254). 결국, 의미 있는 것은 승인밖에 없는데, 승인은 제

척기간으로 보더라도 사적자치로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형성권으로 보는 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 됨

을 알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을 표면적으로는 소멸시효

라고 하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으로 파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처럼 운영되어 일반

소멸시효의 법리가 무시되는 결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유류분권리자들(원고들)

이 망인 사망 후 유류분의무자(피고)에게 약정금 청구를 지속적으로 재판 외에서

청구한 사안에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이상 최고의 시효중

단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255) 일반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판시한 사안도 눈에 띄었는데,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실질적

으로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라고 보아, 일반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판단

해서가 아닌가 추측된다.

8.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

가. 논의의 필요성

청구권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권 자체가 1년·10년의 시효에 걸리

게 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물권적 형성권을 취하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등기청구권 내지 인도청구권 등 청구

권이 별도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위 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형성권 행사결과 발

생하는 권리의 행사기간 문제이기도 하다.

254) 福井政章(각주 107), 53∼55면에서는 “伊藤 교수는 논리적으로는 통설. 판례에
의한 감쇄 청구권의 형성권 구성과 청구에 의한 중단(일본민법 제147조) 제도를
가진 시효와는 모순된다” 고 지적한다.

2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2. 4. 선고 2014가합2204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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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성권행사의 일반적 논의

1) 학설

(1) 일체설

제척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성권의 경우 그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가 법률관

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는 이상 형성권의 행사결과 발생하는 청구권

역시 그 형성권의 제척기간까지만 존속한다. 형성권은 그 자체로서는 내용이

없는 것인데 가령 해제권은 계약을 해소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러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적, 관념적

전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성권과 그 행사의 결과 주장할 수 있는 법률효과

는 일체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형성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양자를 주장하

여야 한다는 견해다256).

(2) 독립설

형성권의 행사결과 발생하는 청구권은 형성권이 행사되어 그 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을 두어서

신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것은 형성권의 행사 여부이고 또 제척기간 내

에 형성권이 행사되면 그로써 일단 법률관계는 확정되므로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를 원래의 형성권의 존속기

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257).

2) 판례

대법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

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256) 곽윤직·김재형(주 203), 419면
257) 양창수, 1992년 민법 판례 개관, 민법연구 제3권,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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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제척기간과는 별

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

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258)”고 판시하였다.

3) 소결론

생각건대, 형성권의 행사 결과 발생하는 청구권은 형성권 행사 후 그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 형성권의 행

사로 발생한 청구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를 원래의 형성권 존

속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일체설의 논리대로 형성권이 그 자체로 내용이 없는 권리이고, 형성권 행

사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 수단 또는 논리적·관념적 전제라면 수단적 권리인

형성권의 행사기간 내에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는 더

더욱 없을 것이다.

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한정한 논의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청구권설을 취하는 경우 당연히

청구권 자체가 1년·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1년·10년의 기간 내에 있으면 그

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와 반환청구권

도 함께 1년·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

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

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

25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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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259).” 고 하여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면서도

형성권의 행사 결과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

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

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단기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

다. 따라서 시효기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제166조

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논

리적이다260).

여기에서 물권적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또 다른 현실적인 차이가 나타난

다.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종종 불확실

성 있는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권 행사결과 발생하는 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유류분반한청구

권의 행사 결과 발생하는 청구권이 행사되어 권리관계가 종결되기까지 상당

히 긴 기간 권리관계가 미확정의 상태로 지속된다. 당연히 법적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청구권설을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내

에 재판상의 청구261)를 하여야 하므로, 해석상의 모호성과 기간의 불확실성

이 물권적 형성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할 경우 형성권 행사 후 발생한 청구권을 행

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관계 종결시키기까지 권리관계가 장기간 미완인 상태

로 지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단기로 규정

한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5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판결
260)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

261) 다만,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
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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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란 소멸시효로 인해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

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262). 소멸시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에서

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쉽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263)하고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입장에서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

으로 해석할 것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며, 시효이익 포기는 전형적인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포기자는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통설)264).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무방하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265)에는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266).

한편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67). 따라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시효이익포기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반환의무자(피고)가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262) 대법원 2017.7.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63) 윤진수(주 110), 29면
264) 異見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780면에서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
위가 아니고 의무부담행위에 가깝다고 하면서 포기자에게는 행위능력만 있으면 충
분하다” 라고 한다.

265) 대법원 1992. 3. 27.선고91다44872판결
26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판결
26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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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

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

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268).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269),

채무를 승인함으로써270)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한편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포기는 그에게만 효력이 생기고 다른 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

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

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71).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이익의 포

기와 유사하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판례처럼 물권적 형성권설로 보고

여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는 두 가지 경우를 예정한다. 하나는 형성권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

의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반환의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

26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판결
269) 대법원 2013. 2. 3. 선고 2013다12464판결
27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판결
27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판결,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9.
514면, 정진아, 소멸시효 이익 포기 후의 제3취득자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공2015하, 976),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 청연논집 제14집,
2017.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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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행사한 뒤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그에 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판례는 전자와 관련된 경우에 관

해 검토된 것이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재항변

유류분권리자(원고)는 재항변사유로 반환의무자(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

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진의에 의한 종국적인 의사표

시여야 하며, 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나중에 원고가 승소하면 분할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식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포기의 효력이 없다272).

한편, (2)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대한 포기는 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기고 다른 자에게는 영향

이 없으며,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류분의무자(피고)가 유류분권리자(원고)에

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가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아들이 원고들에게 소

를 취하하면 5,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고 해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273).

또한, (3)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계 3억 8,0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금전분배가 유류분반환채무 이행의 일환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유류반반환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라고 한다274).

272)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028530(본소)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2018나2028547 (반소) 소유권이전반환 등

2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47353 소유권이전등기
27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32364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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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척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하급심 판례 중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된 판결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판결은 피고

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고에게 3억여 원의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75)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

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

우이거나 일부 변제한 경우 액수의 다툼이 없는 한 전체를 묵시적으로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6).

또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

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고277),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

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

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

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

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

우가 많다278).

그렇다면 유류분 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또는 원고의 지분 상당의 처분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 또는 원고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

하였다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상당의 가액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피고가 시효완성

후 원고들 또는 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면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27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32364 유류분반환
276)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7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27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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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제8절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의 문제

1.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가. 의의 및 해석방향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소멸시효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권리자를 희

생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멸시효의 남용이라는 개념을 소멸

시효의 적용을 억제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취급하면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

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반면,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이른바 일반조항에

로의 도피로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법적 안정성을 해

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남용을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법정함에 있

어서는 위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279).

나. 효과

1) 학설

소멸시효의 주장이 소멸시효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① 소멸시효의 중단과 비슷한 효과를 인정하여 채무자의

권리남용 행위가 종료한 이후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 ②

279) 윤진수(주 113),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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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남용을 이유 있게 하는 사정이 해소된 때에는 채권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

여야 한다는 입장 등이 있을 수 있다280).

2) 판례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

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

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

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한다281).

3) 소결론

생각건대,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의

보충성에 비추어 시효 중단과 유사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남용을 이유 있게 하는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채권자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안에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

용함에 그쳐야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일정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원

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거하여 유류분권리자(원

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의 경우도 민법의

280) 윤진수(주 113), 91면
28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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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권리남용을 이유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이른바 일반조항

으로의 도피로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요하는바, 우선 소멸시효의 기산

점의 결정이나 채무의 승인과 같이 소멸시효제도 자체의 틀 안에서 해결 가

능할 때에는 소멸시효 남용 주장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신의칙의 보충

성)282).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더

라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3. 적용요건

판례는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 남용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제1유형), 객관적으

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제2유형), 또는 일

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

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제3유형),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

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제4유형)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283)” 고 하여 남용

유형을 언급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남용 주장에 있어서도

고려할 만하다.

282) 윤진수(주 113), 135면
28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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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남용을 이유 있게 하는 사정이 해소된 때로

부터 유류분권리자(원고)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의 재항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에 대한 유류분

권리자(원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은 재항변에 해당할 것이다.

6.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1) 피고는 망인이 입원했을 때에도 병문안을 간 원고가 망인을 만나지 못하

게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관계를 알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284).

또한, (2) 원고들은 2017년경 피고가 상속재산 분배를 약속하며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저지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재항변하

나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가 2017년에 이르러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

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85).

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183 유류분
285)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23144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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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론

최근 하급심 재판결을 살펴본 결과, ① 망인에 대한 병문안을 피고가 막았

고, 망인 사망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아 망인의 피고

에 대한 증여 등 재산변동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와, ② 피고가 유류

분원고들에게 재산분배를 약속하여 원고들이 이를 믿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

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문제 삼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첫 번째 사안의 경우 피

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제1유형)286)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산분배를 약속하여 원고들이 이를 믿고 권

리행사로 나아가지 않은 두 번째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그러

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

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제1유형 또는 제3유형)287), 우선

시효이익의 승인 또는 포기 문제로 해결해 보고, 그와 같은 해결이 어려울

때 권리남용 여부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도 고려해 볼만한 문제는 같은 조건의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경우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에 해

당하여(제4유형), 반환의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수 있

을지 여부이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채무의 승인 또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

대적인 효력만 있는 것이므로 일부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거

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타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반환의무자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86) 93면의 ‘Ⅲ. 적용요건’ 참조
287) 93면의 ‘Ⅲ. 적용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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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정성

1. 논의의 필요성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의 소멸시효가 과연 적정한 것인

가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피상속인은 재산의 생전처분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필증서 또는 유언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통해 자유로이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제3자 또는 공적단체에 기부 목적으로 유증을 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

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거나 상속에서 배

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상속

인의 기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한편, 유류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수증자 나아가 그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에도 제한 없이 효력이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

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제도의 목

적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규범조화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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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결정

가.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03. 4. 14. 사망하여 그 처자인 청구인들 A, B 및 자녀 C, D가

그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당시 예금채권 외에는 망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망인은 그 이전에 이미 자신 소유이던 광명시

OO동 453 전 265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증

여하고 1991. 12.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청구

인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며 2006. 12. 8. C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 소를 제기하였으며288), 청구인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89), 이 또한 기각되었

다. 청구인들은 다시 상고를 제기하고290),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7조 중 ‘증

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하며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됨과

아울러 그 신청 또한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

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여 유류분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

2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74920판결
289) 서울고등법원 2008나4379판결
290) 2009. 1. 15. 대법원 2008다7813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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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

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야여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

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보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

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의 의사표시라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침해를 받은 유증 또

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목적물을 구체

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 또한 용이하다.

따라서 비록 1년이라 하더라도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

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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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들고 있지만, 유류분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뿐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장단을 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유류분권 및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291)의 충돌

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헌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상충되는 기본권은 모두가 최대한으

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292).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가 그 기능과 효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불합리한 측면이 존

재한다면 그 불합리도 함께 제거하여 유류분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규범조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은 이미 10여 년 전의 결정으로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이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후로 얼마든지 다른 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

다.

4. 소결론

우선,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 유증 또는 증여 사실

및 그것이 반환되어야 함을 안 때’는 주관적 체계로서 그 판단이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유류분 문제는 실제로는 친족 간, 특히 공동 상속인간에 발생하는 일

이 많고, 상속재산 분할 문제와 연계하여 재판 외의 절충을 거듭한 후에 재판

291) 성낙인(주 16), 1400면
292)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바25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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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분쟁으로 갖고 오는 일이 많으며, 가족 간의 분쟁 등을 염려하거나 망인의 유

언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행사 여부를 주저하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금세 단기소멸시효(1년)이 도과하여 어렵게 소를 제기하더라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기

각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단기소멸시효(1년)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가혹하다.

그리고 제164조293)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살펴보

면,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제1호),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제2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제3호), 학

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제4호)인

데, 이는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수증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재산권적 색채가 강한 채

권에 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제도의 신분법적 성격과 그 목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1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

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목적

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 등에게 그 가액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294)인바, 양수인이 선의라면

권리 추급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기안정

과 거래의 안전 문제도 양수인이 악의가 아닌 한 유류분권리자(원고)와 반환

의무자(피고) 간 법률관계 안정 차원의 문제일 뿐이므로 상속을 둘러싼 권리

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에 따른 것이더라도 유류분

293)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고 규
정한다.

29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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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1년)은 단기임에 분명하다.

이에,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한 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판상 또

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시효 갱신이 문

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일반 소멸시효의 법리에 배치되므로 부당하다.

참고로, 일본 최고 재판소 2010. 6. 11. 판결(民集 52-4-1034)에서도 “유류

분 감쇄 청구권을 가지는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다투는 일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는 유류분 감쇄의 의

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고 판시295)하였는바, 상속재산분

할 협의 신청 시 유류분 감쇄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소멸시효를

단기 1년으로 규정한 문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게다가,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

도296)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결과 발생한 청구권 등에 대하여 별도

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면서, 단기소멸시효(1년)로서 거래의 안전과 상속을 둘

러싼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을 달성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반면, 장기소멸시효(10년)는 지나치게 장기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5년)이 적정하다고 본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파악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

표시는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5년) 안에 소제기 등으로 행사하거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더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조치하는 방식으로 행

사 하도록 한다면297) 단기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유언의 자유와 상속을 둘러

싼 법률관계의 조기안정 및 거래의 안전에 배치되지 않는다.

295) 日本 最判平10. 6. 11. 民集 52卷 4号 1034項
29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판결
297) 청구권설에 의할 때, 형성권설과 달리 반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진행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관계의 불안정성이 훨씬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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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상속인들의 권리(부양청구권, 상속

에 대한 기여 및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 등 사유로 제한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유류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를 관통하는 가치판단에 대한 결

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치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의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우선, 유언의 자유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만일 유류분제도가 그 존재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발견된다면 규범조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유류분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고

려한 배우자의 유류분범위 확대,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배제, ③ 가액배상

주의로의 전환, ④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⑤ 유류분 박탈제도 및 ⑥ 유류분

감액제도의 도입여부를 살펴보았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성질이 소멸시효이다. 그리고 유

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라면 형성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하급심 재판례를 살펴보면, 유류분반환청구

권의 성질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파악한다. 그러나 유류분반

환청구권의 형성적 행사로 별도의 청구권 등이 발생하고 이는 각각의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종결

되기까지 장기간 미완인 상태가 지속되므로 형성권설에 의할 때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구권설에 의할 때 그

기간을 소멸시효로 규정한 민법규정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거래의 안정성 확

보와 가액배상 인정범위 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은 청구권으로,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파악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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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이며 이를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 확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간접사실을 두고도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므로 간접사

실 판단 기준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효이익은 이를 원용하

는 자, 즉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는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간접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접사실은 변

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의 도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한 간

접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제출한다면, 피고가 제출

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

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기도 전에는 유류

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

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을 이행청구 받기 전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

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더 정확하게는 제1115조에 “...증여 및 유

증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족이 발생할 한도에서 그 재산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 온 수증자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목적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문제되나, 청

구권설의 경우 자기소유 물건의 시효취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항

변이 부정되고, 물권적 형성권설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이후의 점유만이 취득시

효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재판례를 살펴보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재

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족하고 그 후 갱신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적

행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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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급심 재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나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

효라고 하면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제척기간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다면, 유

류분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또는 원고의 지분 상당의 처분금액에 미치

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 또는 원고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 시

효이익의 포기여부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권리남용을 인정한다면 반환의무자(피고)가 유류

분권리자(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안에서 반환의무자(피

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이미 10여 년 전의 결정으로 현재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단기

소멸시효(1년)은 주관적 체계로서 그 증명도 간접사실로 하게 되므로 법적 불

안정성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유류분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 문제와 연계

하여 재판 외의 절충을 거듭한 후에 재판상의 분쟁으로 갖고 오는 일이 많고,

가족 간의 갈등 등 이유로 고민하다 보면 금세 단기소멸시효(1년)이 도과하여 기

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제164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동일하게 1년

으로 보는 것도 균형에 어긋난다. 더욱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

악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이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리

게 된다면 관리관계의 최종 종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상속을 둘러싼 법

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위한다는 단기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반한다. 반면, 장기

소멸시효(10년)는 지나치게 장기로서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유류

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파악하고,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

(5년)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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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ced heirship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even though there are only

seven articles, they are never revised. Therefore, many revision

discussions and interpretation problems arise.

To solve this problem, decisions must be made about value judgments

that penetrate the forced heirship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value judgment.

Freedom of making wills must be respected as it form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of civil law. However, if the

forced heirship system fails to meet its purpose and is found to be

institutionally weak, efforts to improve and interpret it from a harmonious



- 110 -

point of view should also be used together.

From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examine ho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orced heirship system.

Meanwhile, article 1117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be extinguished not exercised the rights within one year

knowing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 gift or the bequest to

be returned. The same is true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and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are closely

related.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of formation expires immediately upon exercise, therefor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exis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claim

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is how the forced heir’s right can be exercised in court within a

short time. And ambiguity in interpretation of intention and uncertainty

over the exercise period is less than following the position of the right of

formation. Furthermore, it is also desirable to sec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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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value.

But the court considers the forced heir’s right a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period is regard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operated like the exclusion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for the

forced heir’s right.

Meanwhile,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But it is unfair that only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because only the plaintiff knows

starting the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t is necessary

considering how to utilize indirect evidences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not

be counted before requesting the gift or the bequest.

Finall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aspects and to see if the period is appropriate.

Key words : the forced heirship system, improvement, the forced heir’s

right, the nature, the exercise period, appropriateness

Student number : 2017-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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