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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제도가 만들어진 당시

엔 행위와 동시 또는 몇초 간격을 두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

상청구권의 기산점을 행위시부터 보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소멸

시효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사법 및 입법은 채권자가 인식할 수 

없음에도 시효가 경과하여 권리자의 청구가 배척되는 것에 따른 시효제

도의 불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손해가 발생하여도 객관적 인식가능

성조차 없는 경우나 뒤늦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위시를 기점으

로 시효를 진행하는 것은 정의와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일선 소송에서 제기되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변동되기 시작

했다. 

   기산점이 변동된 사안으로 ① 과실책임 소송과 같이 행위 시에 객관

적 인식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② 잠재적 손해 소송처럼 뒤늦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③ 채권자의 심리적인 장애로 뒤늦게 그 손해를 알게 된 

경우나 ④ 채무자가 사해적 은폐행위로 채권자의 청구원인을 은폐한 경

우 두드러지는데 (1) 지연된 손해의 발생, (2) 비난할 수 없는 채권자의 

선의(blameless ignorance) (3)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

배 (4) 생명·신체 법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를 살펴보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

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

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행위 자체를 조작·은폐하여 사건의 실상을 오랫

동안 알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기산점 변동 사안 중 ④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과거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반인권 국가범죄는 언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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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효가 진행되는가에 직면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소구할 수 없어 결

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근본적 공정성과 손

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반인권 국가범죄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국가기관에 의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건이 조작·은폐되어 있었음에도 일련의 

‘법령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안에서

는 ④ 유형의 사해적 은폐행위와 같이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화해

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밝혀

지는 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와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동시킨바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 또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진실규명’을 통해 드러난 때부터 ‘손해가 현실화’되어 이때

부터 시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요어 : 소멸시효 기산점, 청구원인, 발생주의(accrual test, the 

wrongful event), 발견주의(Discovery Rule), 반인권국가범

죄, 근본적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 손해의 공평·타당

성, contra non valentem, 손해의 현실화, 최장기간

(long-stop),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학  번 :  2015-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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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반인권 국가범죄는 민법에서 특수한 유형에 속하는 불법행위이다. 해

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 국가 주도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가 

전쟁 시기에 연맹원 등 민간인을 좌익세력으로 간주하여 적법절차 없이 

집단으로 사살하거나 토벌작전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집단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좌익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사건을 날

조·은폐하여 왔다. 또한 군부독재시절에 남북분단의 대치 상황을 악용하

여 수십건의 간첩조작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피해자를 불법 체포·구금한 

후 구타,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피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 

이를 기초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 확정 판

결을 통해 수십년 이상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등 국가 공권력에 의

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인권 국가범죄는 일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적법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은

폐하여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수십년의 시간이 경과했

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성상 통상의 법

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요원한데 사건이 조작·은폐되어 있거

나 일련의 집행행위의 외관을 갖추기 때문에 증명 부담이 있는 피해자나 

유족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권리행사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

문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면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본격적

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전

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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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어 반

인권 국가범죄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이바지

하였다. 

   이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법)에서는 

반인권 국가범죄 중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

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

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

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 책임

을 인정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

해위원회)는 총 11,175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총 9,980건 중에 8,187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결정되었다. 피해자  

15,053여명이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집단 희생된 민간인에 해당한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은 238건이 진실규명 결정되었는데 이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비롯하여 총 121건

이다. 그런데 다른 특별법과 달리 진실화해법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

해서는 입법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재심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이 된 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제기될 때 이미 시효가 경과된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청구원인이 언제인가와 관련한다. 우리 판례는 그동안 진실규명

결정일까지 권리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배척하여 왔다. 최근 전

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 위하여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

간’내에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신의칙’이라는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라는 비판과 함께 청구원인을 ‘행위 시’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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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엔 행위와 동시 또는 몇초 간격을 두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

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을 행위시부터 보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손해가 늦게 나타나거나 채권자가 손해 발생여부에 관해 인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시효가 경과하

여 권리자의 청구가 배척되는 데에 따른 시효제도의 불공정성이 여러 사

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채무자가 청구원인을 의도적으로 숨

기는 사해적 은폐행위에 관해 영미법계에서 기산점 변동을 고려하기 시

작하였고 손해의 발생을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알 수 없는 과실책임 

소송에서도 기산점이 변동되었다. 특히 석면과 같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이격이 생긴 경우 더 이상 행위시부터를 기산점으로 삼기 어려웠다. 일

회적 접촉으로 손해가 나타날 수 없고 손해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객관

적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손해가 발생하여도 객관적 인식가능성조차 없는 경우나 뒤늦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위시를 기점으로 시효를 진행하는 데에 정의와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판단은 세계 여러 법원으로 하여

금 ‘청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하여 ‘행위 시’가 아닌 ‘손해가 객관

적으로 나타났을 때’로 해석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각국의 개정 시효법은 

손해가 나타났음을 전제로 권리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주의 기

산점 체계를 일반적 기산점으로 규정하였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어떠한가? 반인권 국가범죄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

리 사건이 조작·은폐되어 있었음에도 일련의 ‘법령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고 있었다. 이는 청구원인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

위’로 밝혀지는 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는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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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과 구성

   이 연구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동한 사

례를 검토한 후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인권 국가범죄에도 적용하여 

시효 기산점의 변동이 가능한지에 있다. 따라서 연구 초점은 시효 기산

점이 변동되는 사례 수집이었다. 판례 수집을 중점으로 판례에서 나타난 

법리와 이론적 근거를 살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시효의 변동이 일어

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제2장 제1절에서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소송 이전에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여기서 진

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의 의의와 진실규명의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 논문에서 다룰 반인권 국가범죄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재심 

사건을 고찰한다. 

   제2절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고찰한다. 민주화운동의 계기

가 되었던 민주화운동보상법을 비롯하여 특별법은 배·보상을 규정하여 

반인권국가범죄를 해결했으나 1950년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인권침

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진실화해법이 배·보상을 규정하지 못한 채 

입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진실 규명된 다수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재심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고 일반 민사법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멸시효가 쟁점

으로 부각되는 것을 제3절에서 확인한다. 먼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반인권 국가범죄의 피해자가 갖는 권리와의 이념적 충돌이 있는지를 살

펴본다. 또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 민사상 소멸시효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또 하나의 방안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를 

통한 해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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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 세계 

각국의 시효법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입법 동향에서 나타나

는 특성은 시효기간이 단축되면서 이와 맞물려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으

로 하는 주관적 기산점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소멸시효가 채권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산점에 의해 일의적인 시효경과의 적

용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한다면 현 흐름은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원인을 알고 이를 제기할 합당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시효

제도의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제2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현재 대두되는 쟁점을 다룬

다. 첫째,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손해의 개념을 살피고 기산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발생을 통상 행위시로 간주하여 시효가 진행되었으나 환경소

송 등 ‘지연된 손해’가 나타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의 무게 중심

이 ‘행위시’에서 ‘손해의 발생’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찰하였다. 

둘째, 손해의 발생은 ‘지연된 발견’을 통해 나타나는데 영미법에서 ‘발견

주의(discovery rule)’는 주관주의 기산점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주관주의 기산점의 모태인 발견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시효는 단기의 주관주의와 장기의 객관주의로 이중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시효의 기산점은 통상 ‘행위 시’로 보아 손해의 특성상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어 결과적으로 권리행사가 늦어진 경우 시효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배척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제166조에 대하여 ‘법률상 장애 없을 

때’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런데 제166조는 법언 ‘contra 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에서 나온 것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능성’ 존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시효의 진행을 정지해왔던 

프랑스와 달리 일본의 영향으로 ‘법률상 장애’에 국한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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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에서는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하여 살펴

본다. 제1항에 대해 우리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제166조를 일반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1항은 입법 취지상 채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

려한 특별 규정임에도 제166조를 적용한 결과 ‘법률상 장애’에 한정시켜 

채권자의 주관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기산점이 협소화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5절에서는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 한 날’에 관한 시

효 기산점으로 판례가 밝힌 ‘손해의 현실화’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은 세계 각국의 시효기산점이 변동된 사례를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제1절 과실책임 소송에서 영미법계에서는 ‘발

견주의’를 통해 피해자가 채무자의 과실이라는 ‘청구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대륙법계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장기

시효의 기산점은 ‘가해 행위시’가 아닌 ‘손해의 발생시’로 “권리자가 알 

수 있었던 시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일본도 ‘B형 간

염 과실’에 대해 환경소송에서의 ‘잠재적 손해 발생’과 동일하게 ‘가해행

위 시’가 아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본다. 

   제2절은 잠재적 손해 석면 등 환경소송에 대한 각국이 어떻게 시효를 

적용하였는지를 다룬다. 영국의 경우 석면 문제가 일찍이 대두되었으나 

‘발견주의’ 적용을 주저했고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석

면 문제에 ‘발견주의’를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

었다. 잠재적 손해가 특정 시점(a point of time)이 아닌 일정 기간의 산

물(the product of a period of time)이기 때문에 특정 접촉일(specific 

date of contact)이 아니라 손해가 나타났을 때(manifest themselves) 

비로소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각 나라마다 지연된 손해에 

대해 기산점의 연기를 통해서 또는 시효는 경과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

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므로 배제된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절은 아동 성학대 소송은 최근 대부분 국가에서 시효 기산점의 중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소송의 특징은 시효가 경과된 후 성적 



- 7 -

학대 사실어 되살아나 소송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영미 사례에선 “아동 

성학대로 인한 진단”으로, 독일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를 통

하여 기산점이 변동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일본도 외국

의 사례와 비슷하게 성학대로 인한 우울증 발병 시기를 기산점으로 삼았

다. 

   제4절은 가해자의 시효 경과를 의도한 사기 또는 사해적 은폐행위에 

대한 기산점변동 사례를 보여준다. Guerin v. R 판결은 피해자인 원주민

이 시효 경과 후 주정부의 문서위조나 은폐 등 불법행위를 알게 된 때부

터 시효를 기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전형적인 본보기가 된다. 

대륙법계인 프랑스도 사기(fraude)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채무자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시효 경

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공정·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보아 2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논하기 위해 먼저 

제1절에서 신의칙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신의칙 권리남용 

기준’을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특히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상당 기간 내에 권리행사’

를 주문하는 데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시효정지에 준하는 권리자의 

‘상당 기간 내의 권리행사의무’에 대해 시효정지의 제도 취지를 검토하여 

권리행사의무로써의 ‘시효정지’ 준용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2절에선 재심사건을 고찰하는데 기산점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전제로 무죄확정 필요설과 직접청구설의 견해 대립을 살

펴본다. 우리의 경우 재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심 무죄 확정 때까지의 

장애를 기산점이 연기되는 장애로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상

당 기간’을 둘러싸고 ‘6개월’이란 단기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 당사

자 간에도 권리구제가 엇갈리는 문제점 및 형사보상청구권과의 충돌, 부

당이득 반환 문제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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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은 반인권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고찰한다. 첫째 제4장

의 특수유형의 기산점 변동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다. (1) 지연

된 손해의 발생 (2) 비난할 수 없는 채권자의 선의(blameless 

ignorance) (3)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성 (4) 생명·신체 법

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을 검토한다. 먼저 2018년 8

월 헌법재판소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객관적 기산점을 배제하고 

주관적 기산점만 적용하도록 결정한 배경을 살펴본다. 객관적 장기시효

는 ‘손해의 발생’을 불문하고 ‘행위 시’부터로 규정되어 미지의 환경소송 

등에서 시효 경과로 피해자 권리구제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간

의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에 대해선 장기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각국의 

경향에 관해 우리 헌법재판소도 고려하였음을 살폈다. 

  셋째 반인권 국가범죄의 객관적 기산점을 검토한다. 인과관계는 증

명과 관련되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위가 ‘법령의 의한 정당행위’가 

아니고 ‘위법행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함을 밝힌다. 따라서 반인권 국가범죄의 ‘손해의 현실화’는 진실화해위원

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날’부터 진행됨을 고찰한다.

   넷째 위자료에 관한 지연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

한 변동이 생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지연 손

해의 발생 시기로 보는 판례는 원칙과 예외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이

에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 발생을 그 기산점으

로 삼는 사례를 제시하여 반인권 국가범죄에서도 ‘손해의 현실화’가 이루

어진 때부터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다. 

   제4절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법원에서 배척사유로 주장되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및 제척기간 도과에 대하여 검토한다. 반

인도 중대범죄로 꼽히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 유린 행위는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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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위안부 피해자 합의 역시 국가 간의 도의적 해결방식에 불과하여 

피해자 개인청구권으로서의 법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 3 절 일러두기

1) 논문에서는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발생주의(the wrongful 

event)와 대비하여 쓴다. 또한 영미계에서 쓰는 발견주의는 대륙법계에

서 주로 쓰는 발견가능성원칙(discoverability principle)과 동의어로 이

해한다.  

2) 최장기간(long-stop)과 장기시효도 같은 뜻으로 쓰기로 한다. 

최장기간 또는 장기시효와 구별되는 용어로 유럽계약법 기본원칙과 상

사규칙에서 쓰는 최대기간(maxim period)이다. 전자의 경우 시효의 정

지, 중단, 연기가 가능한 반면 후자의 경우 절대기간으로서 시효의 정지 

등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구분한다. 

3) common law에 대해서는 커먼로(common law)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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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반인권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제 1 절 반인권 국가범죄

    

1.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성

가. 반인권 국가범죄 개념 

   반인권 국가범죄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자국

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로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

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는 일반 불법행위가 아닌 대량적이고 조직적, 체

계적인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 행위로서의 국가불법

행위를 말한다.1) 또한 그 진상 규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 효과적인 구

제조치를 저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개념을 차용하였는데3)

반인도 범죄는 1946년 ‘뉘렘버그 헌장(The Nuremberg Charter)’ 제6조 

제3항에서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하여 범해진 살인, 절멸, 

1)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삼청교육대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

의견; 한인섭, 재심·시효·인권, 공익과 인권 12, 경인문화사, 2007, 61면.

2) 법원의 경우 과거의 권력분립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이제는 실정법을 내세워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외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한인섭(주 1), 45면.

3) 반인권 국가범죄란 용어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개념을 차용하였지만 반

인도적 범죄는 민족 또는 인종 분규 속에서 발생하는 무장충돌을 그 배경으

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주체가 국가 공권력이라는 점에서 구분

을 요한다. 또한 진실화해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간첩조작으로 인한

재심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

닉, 증거인멸 등의 범죄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다.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2002, 한국형사법학회,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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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화, 강제추방 및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뉘렘버그) 군사재판소의 관

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로 규정하고 있다.4)5)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 국가 주도로 보도연맹이

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가 6.25 전쟁 시기에 보도연맹원을 적법절차 없이 

집단으로 총살시키거나 사살하였다. 또한 남북분단의 대치 상황을 이용

하여 국가 안보를 빌미삼아 군부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각종 간첩조작

사건이나 인권 침해사건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반인권 국가범죄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

본법(이하 진실화해법)에서 가리킨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이 집단희생 되거나, 권위주의 통

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조작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자국민을 사망·상해·실종,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한정하

여 고찰토록 한다.6)

4)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appended to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Aug. 8, 1945,

59 Stat. 1544, UNTS 279, as amended, Protocol to Agreement and Charter,

Oct. 6, 1945.

5) 평화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또는 그와 연결되어 민간인에

게 저질러진 살인, 절멸, 노예화, 강제이주 및 여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기인한 박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나열하면 ① 집

단 살해(제노사이드) ② 살인 ③ 의문사 ④ 실종 ⑤ 구금이나 심각한 신체

자유의 박탈, ⑥ 고문, ⑦ 강간, 성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불임, 기

타 이에 상당하는중대한 성폭력, ⑧ 강제 수용 강제 입양 강제격리 강제 이

주 강제 합병 ⑨ 사람들의 강제 실종, ⑩ 문화재 약탈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

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참조

6) 진실화해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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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징

   2018년 8월 헌법재판소(2014헌바148 결정)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청

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

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

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결정했다.7)

그렇다면 반인권 국가범죄가 일반 불법행위와의 다른 특성은 무엇일까? 

   진실화해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건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

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은 국가가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량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인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

하는 범죄행위로 ①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는 객관적

으로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② 피해자들이

나 유족은 그 가해자나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오랜 기간 진실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이

다. ③ 국가의 조직적 은폐·조작으로 피해자들이나 유족이 국가 등을 상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반인권 국가범죄 사건들은 ‘사인간 불법행위’

나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

로 저지르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에 해당

한다.9)

7)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9) 사인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정당화 논리

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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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진실규명

가. 진실규명의 필요성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확정된 사

실관계에 따라 실체법을 적용하고 그 사실관계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로써 권리관계 존부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증명책임은 변론주의에 

따라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

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부담한다. 

   그런데 반인권 국가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나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진실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10)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은폐·조작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 조직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의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는 증거편재를 

심화시켜 법원에서의 사실 확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수밖

에 없다.11)  

   판례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실

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12) 설시함으로써 반인권 국가범

10)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11) “모든 증거자료를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독자

적인 노력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

은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

27906 판결

12)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화해위

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진

상을 규명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건 초기 국군을 가장한 공비에 의한 학

살 사건으로 진상을 은폐·조작하였던 점,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만으

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결정이 있

었던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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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13)

   그러므로 반인권 국가범죄는 사법절차 이전에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진실화해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하여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진실규명

(1) 진실화해법 목적

진실화해법 제1조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

혀냄으로써’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진실규명하려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  

  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  

  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  

  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위원회  

종길 교수 사건에서 “원고들로서는 2000. 1. 15.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문사위가 위와 같은 진상을 발표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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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14)

   법 제2조 제1항에서 보듯이 한국 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

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불법연행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통

해 피해자가 유죄의 확정판결과 이에 따른 복역을 한 경우 진실규명토록 

규정하고 있다.15) 이 경우 앞서 일련의 인권유린과 학대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을 결정할 수 있어 소

위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에게 발생

한다. 

   그러므로 진실화해법은 국가 공권력의 의한 불법행위인지를 진실규명

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광범위한 진실규명 조사방법을 부여하였

다. 법 제23조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해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 제24조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과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해 실

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16)법 제38조에서 가해자가 

14) 진실화해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

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의

결로 「민사소송법」및「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진실화해법 제36조 제1항 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

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법 제23조 진실규명 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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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협조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을 두어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7)진실

규명이 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일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명예회복과 국

가의 사과까지 받을 수 있다.18)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

는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

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동행명령 등)

①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자 중 반

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

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

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

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⑥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17) 제38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진실규명의 과정

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

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

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18)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

령사업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수정 및 등재, 군경 등 전 국

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주

698), 2009년 하반기 보고서, 7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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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규명 결정 현황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12월 활동을 마감하였는데 처리대상 총 

11,175건 중 11,175건 (100%)처리 완료하였다. 여기서 진실규명 결정

된 사건은 총 8,978건 (80.3%)이다.19)

   이 중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 총 9,980건 중에 8,187건이 진

실규명 결정되었다. 피해자 수는 접수받은 인원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인원을 합한 20,620명으로 이중 미군의 폭격이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자를 제외하면 15,053명이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집단 희생된 민간인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피해자의 명단

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다.20)

   재심사건 등 인권침해의 경우 접수 사건 760건과 직권 조사사건 8건 

등 총 768건을 처리 완료하였다. 이중 진실규명결정은 238건(실제 사건

수 134건)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비롯하여 총 121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강제연행·구

금·가혹행위·사망의 인권유린 사건은 YH 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 의

혹 사건 등 66건을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그밖에 재산권 침해와 사법시

험 면접 탈락사건 등 2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하였다.21)

다. 진실규명 결정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민사상 손

19) 처리 대상 현황 : 접수 10,860건, 분리사건 277건, 직권조사 38건

완료현황 : 결정사건 총 8,978건 (80.3%), 각하·취하 등 총 2,197건 (19.7%)

.http://pasthistory.go.kr/jinsil/appdealing/app_index.do 2019. 12. 30. 검색.

20)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3권, 2010. 12. 28. 2-6면.

21)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4권, 2010. 12. 28. 7-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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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권에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

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22)등 요건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음의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통하여23)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사실을  

확인한다.

1.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고성군․남해군․하동군 보도연맹을 포함한 예

비 검속자들이 고성․남해․하동 경찰서 경찰서에 소집, 구금되었다가 1950

년 6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군 하일면 타래고개 및 마암면 싸리재, 

개천면 원동골짜기, 남해군 복곡 저수지근처, 강진만 해상 그리고 광양시 

매티재 외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8명이다. 신청인 중 ‘확인’된 

사람은 정계수(丁桂水) 등 64명이다. 신청인 중 ‘추정’된 사람은 최정섭

(崔丁燮) 등 2명이다.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종원(金

宗元) 등 2명이다.

3. 희생자들은 고성군․남해군․하동군 지역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

이다.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일부 희생자의 좌익활

동 전력은 확인되었으나 상당수는 좌익 사상과 무관한 사람들로 20～30

대가 75%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농업 종사자들이었다. 

4. 가해자는 경남경찰국 소속의 고성․남해․하동경찰서 경찰과 육군 제7사

단 제3연대 및 의용경찰대로 확인되었다. 가해 군경은 법령에 근거하지 

22)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23)【사 건】다-440호 외 64건, 경남 고성ㆍ남해ㆍ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신청인】정해룡 외 64명 【결정일】2009. 11. 17. 결정 사안- 한국전쟁

당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각 경

찰서와 지서 형무소 등에 소집․구금되었다가 6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

군 일대와 남해군 및 하동군 지역에서 집단 사살되었는데 그 중 정계수(丁桂

水) 등 68명에 대한 희생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한 사례. 진실화해위원

회, 2009년 하반기 보고서, 7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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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1950년 6월 25일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

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

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전언통신문을 하달 받아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

속자를 구금․사살하였다.

5.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에 대한 가해 책임은 경남 경찰국 소속 고성 

남해 하동 각 경찰서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나 지휘 ․명령 권한은 상부기관

인 내무부와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된다.

6. 이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위반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위의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문

에 따르면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 하일면 타래고개 및 

마암면 싸리재, 개천면 원동골짜기, 남해 복곡 저수지 근처, 강진만 해상 

그리고 광양시 매티재 외 민간인 68명 등 다수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가

해자를 경남경찰국 소속의 고성․남해․하동경찰서 경찰과 육군 제7사단 제

3연대 및 의용경찰대로 확인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명시하고 있다. 

   남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 24일 

남해경찰서는 각 지서를 통해 보도연맹원 및 관련자를 검거토록 하고 이

에 각 지서는 구장 등을 통하여 연맹원들을 지서로 소집시켰다. 소환명

령을 받은 보도연맹원들은 가까운 지서로 출두하였다. 이런 소환이 자주 

있었기에 의심 없이 출두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연맹원도 있

었다. 남해경찰서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70～80명 중 

33명은 7월 27일 트럭에 실려 남해군 이동면 복곡 저수지 근처 야산으

로 끌려간 뒤 사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24)

24) 마을 주민 홍순규의 진술에 따르면 7월 27일경 낮에 총소리가 났고 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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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가해자들인 경남경찰국 소속의 고성․남해․하동경찰서 경찰과 육

군 제7사단 제3연대 및 의용경찰대는 법령이 아닌 1950년 6월 25일 전

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전언통신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연행 및 구금하고 사살하였음을 결

정문은 알리고 있는데, 이들의 지휘․명령 권한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계

엄사령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가 최

종 책임을 져야함을 결정문은 밝히고 있다.

   보도연맹원 등 피해자들에게는 법령에 간첩죄나 이적죄,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

정서에 따르면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절차 없이 행

해졌다.25) 그러므로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시점과 

장소, 가해자의 신원과 사망경위를 밝혀 가해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국가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

고 있다.26)

   이상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임

을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손해의 발생,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행위, 가해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밝혀냈다고 할 

것이다. 

  

무렵 6시경 복곡 야산에 올라가니 시신은 지네가 붙어 있었고 33명이 철사로

서로 묶여져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주 23), 2009년 하반기 보고서, 768-770면.

25) 적법 절차는 최소한 사법 절차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게 실효

적인 기회를 당사자에 주어야 한다. Boddie v. Connecticut, 401 U.S. 371,

377 (1971).

26)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진술

이나 문서, 자료 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진실화해위원회(주 23), 2009

년 하반기 보고서, 7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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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실규명의 증명력 논의

(1) 문제의 소재 

   앞서 본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진실규명 결정은 

일반 사법절차와 달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선행되어 반인권 국가범죄의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

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다수 의견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

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27) 증명력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이를 검토한다.28)

(2) 견해의 대립

1) 다수의견

   다수 의견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

빙성이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

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2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2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442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

다217467,21747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3309 판결; 서울고등

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028266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

60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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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

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

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사

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적 절차에서 지켜

야 할 기본적인 사실심리의 태도로 본다. 

   결국 사법절차 심리의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

관하고 있는 국가 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술 내용의 모순

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국가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

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2012다202819)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진실

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그 판시와 같은 불명확한 점 등이 있음을 지

적하며 이로써 희생자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2) 소수의견

   소수 의견은 진실화해법의 목적이나 취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 및 

진실규명결정과 그에 따른 조치가 가지는 법적ㆍ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

해 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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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

를 상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진실규명결정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그 자체로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유력한 증거

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는 그것으로써 국가 소속 공

무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보고 

있다. 

   소수의견은 사안에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단지 진실화해위

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제기에 불과할 뿐이지 

그로써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 자체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이 아

니고, 또 그것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이 분명하게 부족하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되지 못하며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근거한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은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진실규명결정으

로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3) 검토

   앞서도 보았듯이 국가범죄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왜곡·은폐되기 십상

이어서 그 행위에 관한 증거는 이미 산일되거나 왜곡 또는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인 국가가 보통 수 십 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

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하

였음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가해자인 국가는 국가범죄에 대해 조작이나 은폐를 해왔기 때문에 피

해자는 가해자인 국가에 비해 증거확보에서 열위에 있다. 그렇기에 진실

화해법이 만들어지고 진실규명 절차가 선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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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처럼 진실화해법의 입법 취지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있는 피

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 원인사실 증명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또한 진실규명 결정을 위해 법은 국가기관 등에게도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지움으로써 가능한 모든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그 실효성 확보 

장치와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규명의 증명력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진실규명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면 국가가 그

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가는 진실

규명결정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

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에 관

해 충분히 의심을 들게 할 때 비로소 피해자 측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

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가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군의문사 사건

   앞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6,493건에 이른다. 여기서는 이 논문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만 고찰한

다.

가. 울산보도연맹 사건

(1) 서설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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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

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

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고,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로는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9년 4월 15일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

원회가 구성되고, 1949년 4월 20일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

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1949년 11월 13일 경남도 본부 발기대회

가 개최되었다. 1949년 11월 20일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남도연

맹을 직상급 기관으로 하여 울산군연맹이 조직되었고 그 산하로 읍·면 

단위 연맹이 결성되었다. 

    

(2) 사실 관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

무소 경비의 건을 경찰무선 전보로 긴급 하달하였다. 

   1950년 7월 8일 전남·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어 헌병사령관이 1950년 7월 12일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

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피고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부 CIC 대원들에 의해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유치장에 따로 구금된 후 1950년 8월 5일

경부터 1950년 8월 26일경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밤에 트럭에 실려 경

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경남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로 이송되어 집단 총살되었다. 

   1975년경 당시 정권은 처형자 명부와 좌익계열자 명부를 그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처형자 명부는 1975년 5월 31일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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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자 명부는 1976년 1월 29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

급 비밀로 지정하였다.

(3) 진실규명

   보도연맹원들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예비 검속되어 울산경찰서 또는 

그 지서에 구금된 이후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 사망일 및 사망 장소에 

대한 소식을 일체 알지 못하였는데, 1960년 4월 19일 이후 유족회가 결

성되어, 유족들은 1960년 8월 24일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를 지낸 다음 

함월산 소재 백양사 앞에 희생자들의 합동묘를 만들고 추모비를 세웠으

나, 1961년 5월 16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피학살

자 유족들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위 

합동묘가 해체되기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위와 같은 경위로 1950년 8월 

5일경부터 1950년 8월 26일경까지 희생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총 407명을 확정하였다. 그 유족인 원고들은 2008년 6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9)     

나.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1) 사실관계

   국군은 공비 토벌을 위하여 육군 제2사단을 창설한 다음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경북 및 태백산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

벌작전 임무를 주력으로 수행하였다.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육군 제

2사단 예하 부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문경 석달 마을에서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지르고, 이에 대피하던 마을 주

29)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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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모두 마을 앞 논에 모아 놓고 군용 무기로 무차별 사살하였다.30)

(2) 진실규명

   육군 제2사단 예하 부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경 경찰서장과 공모하여 게릴라 70명이 

학살을 저질렀다고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였고, 1950년 1월 26일자 연합

신문은 문경 석달 사건과 관련하여 군 발표를 게재하였다. 군 보도과는 

문경 석달 사건을 “공비의 최후적 만행으로서 국군을 가장하고 부락에 

침입하여 살인 방화 등을 감행한” 사건으로 발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6월 26일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

군이 비무장 민간인 86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

비하게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1) 사실관계

   경찰은 1950월 10월 초순경부터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혐의자를 색출

하기 시작하였고, 부역혐의자로 각 지서에서 체포되거나 자수한 주민들

은 지서 및 경찰서 인근에서 희생되거나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었

다. 피해자 H는 이후 용장리 인민재판에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

되어 진도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50년 11월 10일 경찰에게 끌려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피해자 I는 수복 이후 부역 혐의로 고군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고군지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1950년 10월 24일 고군면 오산

리 저수지에 경찰에게 사살되었다.31)

3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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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4월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장

흥ㆍ강진ㆍ해남ㆍ완도ㆍ진도군)에 대하여 민간인 70명이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시기에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에게 적법절

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좌익 및 부역혐의로 집단 희생되었다고 진

실규명 결정하였다.32)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H가 1950년 11월 중순

경 사망하였음을 추정하였고, 피해자 I는 1950년 10월 24일 사망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라.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1) 사실관계

    1950년 10월 6일부터 1950년 12월 18일 영암군에 대한 군경합동 

토벌작전 과정에서 군경은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을 빨치산과 동일시

하거나 빨치산 협력자로 간주하여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하였다. 특

히 1950년 12월 18일 군경은 영암군 금정면 진입 부분에 있는 연보리

(냉천ㆍ연산ㆍ다보마을)에서 지역 주민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노약

자가 대부분이었던 주민들을 가족 단위로 몰살시키고 가옥을 불태웠

다.33)또한 주민들을 빨치산 가족, 부역혐의자로 몰아 어린 아이를 업은 

주부까지 현장에서 사살하였다. 또한 군경에 연행되었거나 경찰서에 자

수, 자진 출두한 주민들이 사살ㆍ행방불명되었다.  

3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32) 진실화해위원회, 2009. 4. 6.다-471호 외 47건, 다-620호 외 65건 등 총 114

건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33) 진실화해위원회, 2008. 12. 30. 다-33호 외 61건,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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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영암군 8개 면 주민 234명이 군경의 빨

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사살ㆍ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실화해위

원회는 2008년 12월 30일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을 6·25전쟁 직후 국

군과 경찰이 '공비 토벌작전'이라는 목적 아래 영암군 지역 주민 수백명

을 집단 사살한 사건으로, 영암군 지역 주민 234명이 '빨치산, 부역 혐의

자 내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 등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사실

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마.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1) 사실관계

   함평군의 지역 주민 224명이 1948년 10월 22일부터 1951년 7월 10

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

면, 월야면, 엄다면 등에서 군유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및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경은 1948년과 1949년에 ‘반란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월야면 용정리 주민을 살해하였고,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토벌작전’

이 끝난 직후 피난을 나왔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희생 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225명이었다. 또한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

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4연대와 제20연대의 군인이었고 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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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남도 경찰국장 및 영광․함평 경찰서장이었으며, 국

군은 제4연대장과 제20연대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4)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11월,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

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익협조자로 판단하여 적법절차 없

이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

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임을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바.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1) 사실관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라남도 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

나주․보성․장성․화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전남지방경찰

국, 각 지역 경찰서, 전남지구 CIC, 헌병대에 의해 관할 경찰서(지서) 소

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

장, 연무장, 농협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1950년 7월경 전남지역 경찰서

의 후퇴가 임박하자 피해자들은 군경에 의해 전라남도 일대에서 집단 사

살되었다.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205명이고 직

접적인 가해 주체는 전남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전남지구 CIC, 

제5사단 제20연대 헌병대, 제15연대 헌병대임이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인민군과의 동조를 예상하여 연행 구금 후 살해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진

34) 진실화해위원회, 2009. 11. 17. 다-4562 외 168건,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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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규명 결정하였다.35)

사. 군의문사사건

(1) 사실관계

   1988년 한국외대 대학생이던 피해자는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다가 

1990년 11월 19일 입대하였다. 1991년 1월 25일 배치된 부대에서는 조

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 특히 입대 전 학생운

동 경력을 이유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아니한 1991년 2월 3일 부대 철

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헌병수사관들은 복무 부적응

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진실규명

   2006년 11월 30일 유족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상규명

을 신청하였다. 진상규명 조사 결과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선임병들의 후

임병들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가 행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묵인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망인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병사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36)

   2009년 3월 16일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피해자가 연일 계속되

는 비인간적인 구타, 인격모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하였음

을 진상규명 결정하였다. 

35) 진실화해위원회, 2009. 8. 18. 다-1469호 외 170건,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1-광주ㆍ광산ㆍ여수ㆍ순천ㆍ광양ㆍ고흥ㆍ곡성ㆍ구례ㆍ나주ㆍ보성ㆍ장성ㆍ화

순

3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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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사건

   반인권 국가범죄에서 재심사건이란 유죄의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

여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되어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절

차에서 이전 유죄의 확정판결이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는 재심사건 중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모자 간첩조작사건 

(1)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모자(母子)간으로 1985년 1월 11일 서울시경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되어 2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 감금

된 채 조사받았다.37)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 기망 등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였고, 이것은 검찰에까지 이어져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1972년 1월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

부의 입북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이 혐의로 피해

자들은 1985년 기소되어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하고 출소하였다. 

(2) 진실규명

   2006년 12월 1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하여 무고한 국민이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로 허위 조작되

어 처벌받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법 체포·구금 가혹

행위로 인한 수사와 위법한 유죄판결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

3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59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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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심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어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재심을 통하여 무죄확정판결을 2009년 7월 받았다. 이어 

2009년 10월 형사보상이 확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

해배상청구를 2010년 5월 제기하였다.

나. 조총련 간첩조작사건

(1) 사실관계

   피해자는 1983년 3월 11일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영장 없이 강제 연

행과 5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구

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잠 안 재우기 등 갖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

달린 끝에 원고 등이 조총련 소속 친·인척과 만나 편지를 주고받고 금품

을 건네받았음을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간첩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자백에 의존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기소하였다. 피

해자들이 공판 과정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

을 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하고 일부 참고인들 

역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법원은 검찰에서의 허위자백과 조작된 증거

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간첩죄로 1년 내지 10년의 형을 확정하였다.38)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

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10년 10월 28일 무

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원고들은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2011년 8

3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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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 F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18

일, 원고 O, U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19일에, 원고 A에 대하여는 

2011년 9월 28일에 각각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에 이르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 납북 어부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강화군 미법도 주민들과 함께 1965년 10월 29일 서해 

비무장지대 소재 은점벌에서 조개를 캐던 중 북한군에 의해 주민들과 함

께 나포되었다. 원고는 북한에서 22일간 머문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

여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원고 A, B, G은 18년이 지나 1983년 9월경 안기부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당한 후 폭행,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피의사실을 

허위 자백하였다. 이후 원고 등은 간첩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39)  

1984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

로 인정되었다. 1984년 9월 25일 대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은 A는 약 15년을 복역하고 1998년 5월 15일 가석방되었

고, 다른 원고들은 만기복역 후 출소하였다.. 

(2) 진실규명

   2009년 5월경 진실화해위원회는 원고 A 등의 일명 미법도 납북어부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위 원고 등을 불법 연행하고 고문 등 가혹행

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처벌한 사건으로 재심 취지의 진실규명결

정을 하였다. 원고 A는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해

3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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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원은 2010년 7월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재심 무죄판결은 

2011년 1월 13일 확정되었다. 원고 A는 2011년 1월 19일 서울고등법

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1년 7월 형사보상결정을 받고 2011년 7

월 22일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형사보상결정 확정일

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22일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라. 부안경찰서 사건

(1) 사실관계

   피해자 G는 1967년 선주로 조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적이 있었는데 

1968년 12월 간첩 혐의로 연행되어 각종 가혹행위를 받았다. 1969년 1

월 1일 피해자 F는 남편인 G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부안경찰서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1969년 1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

었다.40) 1969년 6월 19일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

고, 1969년 11월 4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6월 3일 부안경찰서 정보과 전라북도경찰

국 정보과 중앙정보부 전주대공분실이 F 비롯한 피해자들을 연행하여 

25일 내지 88일 동안 불법 구금하여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북한 찬양고무 간첩사실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낸 후 전주지검 정

읍지청에 송치하였다고 보고 “국가는 위법한 사건 조작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F와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

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

4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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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였다.

    F가 사망한 후 F의 딸인 원고 A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해당 법원은 2009년 2월 4일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2009년 2월 12일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아람회 사건

(1) 사실관계

   아람회 사건은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주모자인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다. 교사, 학생, 직장인, 군인 주

부 등 동창생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로 1980년 5월에서 1981년 7월 

사이에 금산, 대전 등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피해자 중 1명이 5·18 광

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말을 하였고 이 발언은 곧 대전경찰서에 신

고가 되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 단체 구성, 허위사실 날조 유포, 

불고지 혐의로 각각 강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 

내지 35일 동안 충남도경 대공분실과 여관 등에 감금되었다. 불법 감금

된 상태에서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

한 후 피해자들은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어 공소제기 되어 반국가단체구

성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에 대하여 제5 공화국 

시절 현실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을 강제연

행한 뒤 장기구금 고문 등에 가해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

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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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등에 의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

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R, S, T, U 및 원고 P(망 V의 처)는 서울고등법원에 위 유죄확정판

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년 5월 21일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하

였고, 위 재심판결은 2009년 5월 29일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 T는 재

심청구가 기각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1년 1월 14일 재심 무죄 및 면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41) 나머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2011년 4월 28일과 6월 17일 각각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42)

바.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1년 3월 7일 안기부 소속 성명불상 수사관들에 의해 각 

53∼61일간 안기부 남산분실에 불법 체포·구금된 후 북한공작원에게 포

섭되어 북한으로 잠입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사실을 조사받으면서 폭행,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를 당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허위자백을 통해 북한

으로 잠입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43)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은 1981년 8월 1일 이들을 “가족 간첩

단”이라고 발표했다. 1981년 11월 3일 1심에서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이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형을 선고

4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4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4522 판결

4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0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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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피해자들은 항소하여 1982년 3월 6일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여 18년간 

복역 후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에 관하여 2009년 1월 원고

들에 대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 재심 등 취지의 진실규

명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년 11월 21일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어 형사보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

여 2010년 9월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2011년 국가를 상

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민청학련 사건

(1) 사실관계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

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

다.44) 피해자들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로 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 자백을 하

여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 진실규명

   2005년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조사위

44)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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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조사를 결정하여 확정판결과 관련된 수사 및 공판기록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및 당시 국가기관 직원 등에 대한 면담조

사를 한 후，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시위를 대통

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 혁명 시도로 왜곡

하여 1천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여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

십 명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형에 처한 학생운동 탄압사건”

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국가정보원과 다른 국가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민청학련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3년 8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 2 절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특별법 고찰

1. 서설 

   6.25 전쟁 시기에 이승만 정권은 수많은 민간인을 좌익세력으로 몰아 

적법절차 없이 집단으로 총살시키거나 사살하였다. 또한 군부독재정권 시

절 정권 유지를 위하여 각종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

을 침해하여 왔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진실이 은

폐되어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한 채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 성공하고 군부독재를 벗어나 민주정권이 들어서

자 앞서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각종 용공조작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

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의 요구가 드높아지면서 국회에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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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원이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절에서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각 특별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을 살펴

보고 제정상의 한계를 밝혀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

는 과정을 고찰한다.

2. 각 특별법 내용 

가.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과정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최대 결과가 바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간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광주 사태’

라는 용어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이로 인한 피해

자에 대한 보상 법률이 제정되었다.45)46)

(2) 내용

   1988년 7월 국회 ‘광주 문제 진상 조사특위’가 출범하면서 진상규명

이 밝혀진 후 이를 ‘보상’으로 할 것인지 ‘배상’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불

거졌다.47) 당시 야당 주도로 ‘광주 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피해지역 당사자나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48) 여당에선 과거정리 차원과 광주항쟁에 대한 양시론 입장

45) (약칭 5.18 보상법)[시행 1990. 8. 17.] [법률 제4266호, 1990. 8. 6.제정]

46) 제정 당시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06년.

3월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제명(題名)을 현재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법률 제7911호, 2006. 3. 24. 일부 개정 참조.

47) 당시 노태우 정권하에서 여당 대표는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하다가 여당의 반발이 있자 정치적 발언이라고 후퇴하

는 해프닝도 있었다. 1988. 12. 3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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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상론을 제기하였고49) 여당과 야당 시민 단체의 상호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보상 법안이 통과되었다.50)

   이렇듯 이 법은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는 최초라는 의

의와 함께 한계 또한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군부정권 하에서 스스로 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1)

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 제정과정

   문민정부로 바뀌면서 앞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다시 거론되었다.52) 드디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배·보상도 규정되기에 이른다. 

(2) 내용

   이 특별법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등에 예외를 

48) 1990. 2. 20. 한겨레; 1990. 4. 4. 한겨레.

49) 당시 여당과 야당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 손해를 전보해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배상으로 할지 보상으로 할지 용어선택과 명예회복

을 위한 재심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 1990. 3. 14. 경향신문

50)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 회장은 “위법

사항이 아닌 단순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처리하는 특별법은 광주항쟁정신

을 왜곡 호도한다.”고 하면서 “배상이 아닌 광주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1990. 11. 30. 동아일보

51) 1990년 7월 14일 토요일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개의한 당시 여당 민자당은

‘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

고 본회의에 올라온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13대 150회 11차 국회본회의, 국회회의록, 2-4면 참조.

52)(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시행 1995. 12. 21.] [법률 제5029호, 1995. 12. 21.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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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입법이었다.(법 제2조) 또한 법 제6조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라는 보상을 배

상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첨가하여 앞서 보상 법률에서 ‘보상’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였다.

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제정과정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육군 

제11사단 예하 병력이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무고한 양민

을 집단 학살하고, 가옥과 재산을 무차별 파괴한 사건이다. 4.19 의거 후 

1960년 12월 16일 육군본부 고등 군법회의에서 거창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지휘관 및 현지 책임자, 진상 은폐자를 처벌하여 사건의 진상이 

알려졌다.53)

   35년 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되었는데 거창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관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위주로 

법이 통과되었다.54)

(2) 내용

   주목되는 점은 연좌제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조항과 호적 등재, 재

정 지원 규정(법 5조, 6조 및 8조)이다. 5·16 군사 쿠테타 직후 군사정

권은 유족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묘지와 위령비를 파손·파괴

53)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 국내 법정에서 범

죄성이 판정된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입법적·

사법적 해결의 검토”, 법과사회 27호 참조

54)(약칭: 거창사건법)[시행 1996. 4. 6.] [법률 제5148호, 1996. 1. 5.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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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원상회복하는 조치 규정을 두었다. 

   손해배상도 제기되었으나 본말이 전도되고 유사 사건에 대한 배상도 

거론되어 거창사건을 복잡하고 지체하게 만든다는 지적과 유족들도 명예

회복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어 손해배상 또는 보상 

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되었다.55) 이후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정부가 거부

권을 행사하여56) 결국 좌절되었다.

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과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김대중 정권

에 들어서 반인권 국가범죄 피해자에 관해 범위를 넓혀 제정된 법이

다.57) 대상 시기를 두고 피해자 측은 해방 이후부터 설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1972년부터 하자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3선 개헌(1969

년)’ 이후부터로 결정되었다.58)

55) 유족들이 배·보상을 원하지 않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여당은 배·보상은 제외하고 이 법을 제정하려는 입장이었고 유족

들이 명예회복으로 만족해한다는 주장 역시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국회

회의록 제14대 제177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17차 29면.

56)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04. 3. 24. 한겨레 참조.

57) (약칭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 2000. 5. 13.] [법률 제6123호, 2000. 1. 12.제

정]

58) 1972년을 기점으로 할 경우 1970년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누락된다는 반론

에 따라 유신체제의 사실상 출발점인 3선 개헌으로 타협되어 제정되었다. 이

후 2007년 이 법은 6.3 학생운동을 포함시키고자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1998. 12. 5. 문화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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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15대 제206회 제3차 법제사법 회의록 검토보고서에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심

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

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보상을 배상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참조하도록 

요구하였다.59)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선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보

상’으로(법 제6조) 통과되었다.60)

   결국 손해배상 의제 규정도 없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피해를 위법

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면서도 이와 맞지 않은 적법한 손실보상인 “보상”

이란 용어가 자리 잡게 되었다.

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 제정과정

   1947년 제주도에 3.1절 미군정 경찰이 가두 시위 군중에 발포하여 6

명이 사망과 8명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항의하는 제주

도민에 대해 다음해 4.3일까지 미군정이 빨갱이 소탕이란 명목으로 민간

인 3만 여명을 학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61) 이를 제주의 4.3사건이라 

하는데 50여년이 지난 후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

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62)63)

59) 제15대 제206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회의록, 24-28면.

60) 제15대 제209회 국회본회의, 국회회의록, 10면.

61) 3만에서 6만까지 추산되는데 김순태 교수는 피학살자 3만에 대해 현실감 있

게 이해될 수 있도록 피카소의 게르니카학살의 경우 1654명이 사망했음을 알

리고 있다. 김순태,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법학, 2003,

Vol. 24, 110면.

62) (약칭 4·3 특별법) [시행 2000. 4. 13.] [법률 제6117호, 2000. 1. 12.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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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법은 미국을 가해자로 규정하였으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었

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동행명령제를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64)

   또한 특별법을 촉구한 당시 초안에는 4.3 범국민위가 제안한 손해배

상 규정이 있었으나65)제정된 특별법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66) 당시 

공청회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시효와 고의·과실의 증명, 가해자와 피해

자를 양분하는데서 오는 갈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67) 공청회에서 드러

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회에선 배상 규정에 관한 논의조차 없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63) 15대 제208회 22차 국회본회의. 국회회의록, 12면.

64)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참조.

65) 1999. 11. 2. 제민일보; 또한 4·3 범국민위는 23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여

당에 건의문을 보내 '4·3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특별법에 반

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건의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4·3 진실규명과 도민의 명예 회복 및 배상을 공약한 바 있다"

며 "정부·여당은 즉각 제주 4·3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 하면서 △

진상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에 관한 구체적

규정 △피해자 손해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배상의 원칙 △역사적 교훈을 확립

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 △호적 혹은 신분상 불이익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1999. 11. 24. 제민일보.

66) 국회회의록, 15대 제208회 22차 국회본회의 10-13면.

67) 공청회에서 추미애의원은 “제주 4·3은 공권력에 의해 양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책임이 정부에 있지만 배상이 이루어지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

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보상 아이디어가 좋다고 본다."고 말했

다. 또 홍준형교수는 "배상에는 시효문제와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를 비

롯하여 배상 범위 결정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

를 밝혔다. 또한 한편 "피해자 및 유족 신고도 90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주

문했다. 1999. 11. 2.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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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과정

   군부 독재정권시절 숱한 의문사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유족과 시민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특

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68) 이에 2000년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

정되었다.69) 법은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의문사 

사건을 조사, 검찰고발, 진상 보고 및 공포하도록 하였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되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1회 3개월에 한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다.

(2) 내용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진상규명 법률로 

평가된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후에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의문사 했음이 인정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규

정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동행명령 도입이다.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검사에

68) 1998. 11. 5. 서울신문 ; 1999. 8. 16. 매일경제 ; 유가족협의회는 1998년 11월

성명서를 통해 ‘군사 독재정권에 의한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범법

자의 굴레를 벗지 못한 민주 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

는 시대적 요구’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1년 넘게 한 상황

이었다. 1999. 11. 4. 한겨레 참조.

69) [시행 2000. 5. 16.] [법률 제6170호, 2000. 1. 15.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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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에게 구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70) 여러 반발로 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행명령제도를 준용으로 매듭지었

다.71)

   손해배상에 대해선 법 제26조에서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통

해 배·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사.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당시 국가 비상계엄 하에서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당시 치안본부 주관으로 60,755명의 

인원을 강제 연행하여 순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노동력 착취와 불법구금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여 다수의 사망,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 피해가 발

생한 사건을 말한다.72)

   1988년 11월 노태우정권은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해직 공무원’,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상 약속하여 앞의 두 사건에 대해선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삼청교육대 사건은 실상이 공개되었음에도 해결

되지 않고 있었다. 

70) 제15대 제209차 본회의, 국회회의록, 8면.

71)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하도록 하여 조사 불응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선 진실규명

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참조.

7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보위 삼청계획 제5호 불량배 소탕계획('80. 7. 29), 계

엄포고령 제13호 불량배 일제검거령('80. 8. 4), 계엄사의 불량배 순화계획/근

로봉사 계획('80. 7. 29/'80. 8. 27)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당시 치안본부 주

관으로 60,755명의 인원을 검거/분류하여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실시하였다. 사망자 54명, 후유증 사망자 397명, 행방불명자 4명, 정신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 2,768명과 강제 연행자 21,000여명, 미성년자 15,000여명, 순

화교육 종료 후 재판 없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7,578명 등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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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는데73) 내용은 삼청교육

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이 중

심이었다.  

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 제정과정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한층 고조된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청산되지 않은 

사건들이 줄지어 쏟아졌고 이에 수많은 진상규명 입법이 개별적으로 추진

되고 있어 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방이후부터 권위주의적 통

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

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

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

에서 법이 제정되었다.74)

(2) 내용

   법은 진실규명을 사법처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을 중점으로 하는 ‘정

의모델’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해모델’을 선택하였다.75) 즉 가해자

가 범죄 사실을 고백할 경우 사면해 주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 화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에 

관하여 예금 조회권, 통신사실 조회권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축소된 채  

규정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가 책임 인정은 반인

73)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21호, 2004. 1. 29.제

정]

74) 약칭 진실화해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42호, 2005. 5. 31.제정]

75) 국회 검토보고서 2004. 12. 29-30면.



- 49 -

권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전제로 한다. 이제까지 앞서 반인권 국

가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 규정은 없었는데 진실화해

법에서 최초로 국가의무 (법 제34조) 규정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 입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76)

(1) 제정과정

   군의문사는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군

내 사망 사고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사건부터였다.77) 당시 군에서 사망한 경우 군 조직이 

갖는 폐쇄적이고 위압적인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식이어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하였다.

   국회에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군 사망 사고의 유가족들이 집

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군은 자체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나섰

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미흡하게 나타나자 진상규명 위원

회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78)

   설치를 앞두고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에 군의문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었으나79) 군의문사는 과거사 규명과는 거리가 있고, 권위주의 시

76) 약칭 군의문사진상규명법 [시행 2006.1.1.] [법률 제7626호, 2005.7.29., 제정]

77) 제17대 제250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회회의록, 17-18면 참조.

78) 특별조사단은 2004년 10월 30일 당시 32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 중 254건

을 재조사하였고 51건을 순직 처리하였다. 그러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에서

는 ①조사단이 군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역한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

할 수 없어 유족들의 의문을 풀기에 한계가 존재하고 ② 특별조사단이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을 뿐 수사에 구인권이나 강제권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조사가 기존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 번 인정해 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조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군의문사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검토보고서,

2003,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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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뿐 아니라 현재도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별법으로 제

정되었다. 군의문사위원회는 앞서 의문사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2) 내용 

   진상규명을 위하여 군의문사위원회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

권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다른 기관과 달리 군 의문사위원회에

게만 압수․수색․검증 영장 의뢰권을 부여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어 동행명령제(법 제20조)로 대체되었다.80) 다만 법 33조처럼 가해자

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사면 등의 형

사적 특혜 조치 규정을 통해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실효성을 거두고자 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반인권 국가범죄 관련 특별법을 [표 2-2-2] 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79) 군의문사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검토보고서, 2003. 11면

참조.

80) 제17대 제250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회회의록, 20면.

범위 대상자 내용

5.18 

보상법

1980년 5월 18일 전후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상해

관련자 

또는 유족

·사망 시점 당시 월급액 보상금

·생활보조를 위한 지원금

5ㆍ18

민주화운동

법

1979년 12월 

12일~1980년 5월 18일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

·보상은 배상으로 의제

거창사건법 1951년 2월 9일~11일 유족 
·명예회복

·묘지단장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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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의 한계 검토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입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등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81)82)다

음은 이러한 5대원칙이 특별법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검토한다.

81)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결의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진실을 알권리, 공정한 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의 보장, 진상조사 기록의 보존과 공개, 책임자 처

벌, 공소시효 사면 등의 배제와 제한, 국가의 배상의무, 국가의 책임 인정과

상징적인 조치 등이다.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38-39면.

82)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법학 제43권 제2호,

2003, 13면

민주화

보상법
1964년 3월 24일 이후 

희생자 및 

유족

·정당한 보상금

·치료비용

4.3사건법
1947년 3월 1일∽

1954년 9월 21일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문사 

진상규명법
1964년 3월 24일 이후 

피해자 및 

유족

·진상규명

·가해자의 감면 특혜

·공소시효정지

삼청교육

피해자법
1980년 8월 4일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

·정당한 보상금

진실화해법
1945년 8월 15일 

~권위주의적 통치시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

·진실규명

·국가 사과

·화해조치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군복무중 사망

피해자 및 

유족

·진상규명

·가해자의 감면특혜 

·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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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실규명

(1) 진실규명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가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수십 년간 

조작·은폐 왜곡되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또한 진실규명은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 

자료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

다.

(2) 진실규명 규정 검토

   진실규명을 법안에 규정한 것은 4.3 사건법과 진실화해기본법, 군의

문사 및 의문사 진상규명법 등 모두 4개의 특별법이다. 그 외 특별법은 

사건에 관한 진상이 규명되었다는 전제하에 명예회복이나 배·보상이 규

정되었다.

   진실규명에 관하여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록이나 자

료가 훼손되거나 파기, 분실되어 범죄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로 추정된 군경은 진실규명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조사권이 필요함에

도 입법되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반인권 국가범죄가 진실 규명되지 못하

는 결과를 낳았다.83)

나. 책임자 처벌

(1) 책임자 처벌

83) 제17대 제253회 제9차 국회본회의, 국회회의록,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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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 규명된 반인권 국가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문제되는 것이 공소시효인데 우리의 경우 2002년에 

반인도적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인정하는 로마규정에 가입

했고 2003년 비준하였다. 그러나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

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2) 책임자 처벌 규정 검토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를 다룬 5.18 민주화 운동법 등 3

개의 특별법 외엔 없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있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

났고 책임자로 추정된 자들이 이미 사망했다는 가정 하에 책임자 처벌 규

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앞으로 중대한 반인권 국가범죄가 발생

했을 때 책임자 처벌규정은 반인권 국가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명예 회복

(1) 명예 회복

   희생자 및 피해자의 명예를 바로 잡는 일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

제 연행을 당하여 각종 가혹 행위를 받아 허위자백을 하여 유죄의 판결

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다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국가 유공자 중심의 보훈체계를 재정비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를 국가 보훈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 

(2) 명예 회복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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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용공조작이나 간첩조작으로 인하여 좌익세력이

나 적대세력으로 낙인찍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2,3차의 피해

가 나타나기에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절실히 요구받고 있었다.

   명예회복은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제외하고 모든 특별법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경우 피해자의 의문사

에 관한 진상규명이 입법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국가 책임

(1) 국가 책임 인정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닌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84)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가해 책임자인 국가와 피해

자인 국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피해자 및 유족에 그리고 국민 앞에 공

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2) 국가 책임 규정 검토

   특별법은 앞서 보았듯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 정권이 들어

서면서 해방 이후 정권에 의해 좌익세력으로 몰려 집단 희생되거나 각종 

용공조작에 의해 범법자로 강제 징역을 수십년 살아 왔던 피해자들에 대

한 권리구제가 앞섰기 때문에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으로서 

국민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이제껏 국가폭력의 가해자로서의 국가 책임을 

84) 이재승,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민주법학 제53호, 2013,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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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진실화해법에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어 미래의 반인권 국가범죄의 가해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

가임을 표명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 데 의의가 있다.

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직·간접적인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

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 규정 검토

   5.18 보상법 등 대다수의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배상규정

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거창사건법은 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

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쳤음에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진실화해법 역시 앞서 ‘화해모델’을 채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전

제로 하였지만 재정 부담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85) 배·보상은 

누락된 채 진실규명만 제정되었다. 

   문제는 배·보상 규정을 배제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이 정말 없어졌느

냐에 있다. 실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공권력의 침해

로 진실 규명된 아람회 사건에서 국가배상판결을 통해 배상받은 배상액

은 1인당 평균 배상액은 8억을 넘어 5.18 보상법이나 민주화운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1인당 평균 1억1천이나 1억4천에 비해 크게는 8배에 

달한다.86)

85) 제17대 제250회 제15차 행정자치위원회, 국회회의록, 6면 ; 제17대 제253회

제9차 본회의, 국회회의록, 18-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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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5대 원칙과 관련하여  [표 2-2-3]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거창사건 그리고 진실화해법에서 진

실규명이 결정된 보도연맹 등 민간인집단 희생사건과 사망·상해·실종사

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과 군 의

86) 이영재, “과거사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억과 전망 제23호, 213면.

87) 의문사 진상규명법에 직접적으로 배·보상규정은 없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

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참조.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배·보상 명예회복 국가책임

5.18 

보상법
█ █

5ㆍ18

민주화운동법
█ █

거창사건법 █

민주화

보상법
█ █

4.3사건법 █ █ □

의문사 진상규명법 █ █ □87)

삼청교육 피해자법 █ █

진실화해법 █ █ █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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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사건이다. 시기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이 각 특별법에서 누락된 이상 진실화해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된 피해자나 관련자,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에서 진상규명 

결정된 피해자와 유족, 거창사건 피해자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국

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요

구는 반인권 국가범죄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될 것이다.88)

제 3 절 반인권 국가범죄에서 시효에 관한 쟁점 

   앞서 본대로 일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논의하는데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이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 특성에 비추어 소멸시

효를 배제하자는 견해와 시효정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방안이 있다. 먼저 소멸시효와의 입법 취지에서 반인권 국가범죄를 어떻

게 적용할지를 고찰해본다.

1. 반인권 국가범죄에서의 소멸시효 논의

가. 소권과 소멸시효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이행을 무기한 기다리지 않아도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로마법상 소권은 시간의 

88)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위 법률에 따라서 진실규명 결정된 피해자 측이

통상의 권리구제 방법에 호소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을 당연하다. 양창수, “소멸시효라는 제도와 과거사의 청산”, 본질과 현상 47

호, 2017,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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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영구소권(actio perpetua)으로 구성되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언제든지 가능하였다.89)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1896년 도입된 이후로 국고 또는 

왕실에 대한 채무, 조세 등 국고에 대한 납입의무, 어음채무에 대해서는 

시효를 이유로 한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하였으나 일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장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소유자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며 

대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 기타 채권에 대해 장기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수 십 년이 경과해도 이행청구권을 방해받

지는 않았다. 

   따라서 취득시효 또는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관습은 없었다. 오히려 시

간의 경과로 소송상 구제가 저지되는 제도가 있을 뿐 권리 자체는 소멸되

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90)

  

나. 소멸시효 제도 취지

   소권에 대한 인식과 달리 오늘날 모든 법체계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로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이라는 시간상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소멸시

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91)

89) 이에 비해 법무관법상 소권은 그것이 부여되는 것 자체가 개별 상황에 의거

하였으므로 일시적 소권(actio temporalis)으로 구성되었다. 법무관법상 소권

은 대부분 1년의 행사기간을 가지는 1년의 소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

유권에 관한 대물소권의 경우 10년 또는 20년의 기간이 주어졌고 4세기에 들

어서 취득이나 소멸이나 별다른 대략 30년에서 40년 사이였다. 김영희, “소멸

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31 (2005), 367-368면..

90) 정긍식,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128면 이하 참조.

91)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extinctive prescription과 limitation of action이란 용어

가 쓰이는데 longi temporis praescriptio는 대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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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은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 시효완성의 또 하나의 요건이다.9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대해  ① 법적 안정성 ② 증거보전의 곤란 ③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93) 판례 역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선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다.94)

그런데 취지와 관련하여 ① 법적 안정성은 제3자의 신뢰를 보호를 전제

로 하는데 국가 불법행위에 대해선 제3자의 신뢰란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95) 또 다른 제도와 같이 엄격하게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효과에 있어 단순히 제3자 보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엔 권

리 취득 및 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보호 결과라는 

하는 의미로 쓰였다. 영미법계에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

그 기간이 끝나면 제소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사용하는데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으로 기능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한다. 후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절

차적이다 : limitation은 권리(실제적으로 청구원인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법정에서 그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다. Reinhard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69-71.

9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김재형·조재연 보충

의견.

9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2, 405-407면;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ㆍ162ㆍ219ㆍ466, 2015헌바50ㆍ440(병합)결정; 2014헌바223ㆍ290,

2016헌바419(병합)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94)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95) 물론 법률관계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은 불명확한 권리주장

에 대해 의무자를 보호함으로 그런 것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오

래 지속되었다고 의무 없는 것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

다고 권리 없는 상태로 하는데 중점이 있는 건 아니다. 김증한, 소멸시효론,

서울대학교, 1967,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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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직면해 있다. ② 증거보전의 곤란의 경우 증명 자료가 충분히 확보

되어 있어도 여전히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96)  ③ 권리행사 태만

에 대한 제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권리의 불행사

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97)

   

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적용 검토

특히 시효의 존재 근거를 반인권 국가범죄에도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1) 법적 안정성

  

   법언 ‘ne autem lites immortales essent, dum litigantes mortales 

sunt(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을 통하여 법적 분쟁은 불확실성, 불공정 

및 소송 비용 증가의 결과를 만들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공익(Interest 

rei publicae ut sit finis litium)에 부합한다고 본다.98)소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소멸시효는 의의가 있다.99)

96)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권연구 제26권 제1호, 2009, 6면.

97) 무엇보다 이 근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의무자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일본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해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권리가 소멸되는 이유에 대해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권리자에게 ‘권리행사 태만’이라는 행위 책

임을 부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법제와 맞지 않다. 김증한(주

95), 51-52면; 김학동,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11·12호,

1995, 63-67면;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565면.

98) 영어로 번역하면 but lest it should be endless quarrels it provided that the

parties are as they are mortal이다. Johannes Voet은 분쟁이 일정 기간으로 제

한되어 있다고 했고 Savigny는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법률제도로서 소멸시효를

언급했으며 Joseph Story는 시효가 ‘가장 고귀한 정책’으로 법적 확실성이 시효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았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pp.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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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는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

해서는 소송이 시작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장하게 하여 효율적인 재판기

능에 이바지 한다.100) 또한 시간의 경과는 채권자 스스로 자신의 청구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나타낸다. ‘시간의 퇴색 

효과’에 비추어볼 때 청구에 대해 방어가 점차 어려워지는 채무자를 보

호해야한다.101) 커먼로(common law)에서도 채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더 이상 법적 소송에 무한정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과 오래된 청구로 인해 그러한 사실과 증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크

다는 것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제도를 둔 것으로 밝히고 있다.102)

   그런데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서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청구를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직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29조 제1

항에서 명시적으로 특별히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시효 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이 명시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03)104)

99)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우리 민법에의 시사를 덧붙여”, 서

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118면.

100) Ewould H. Hondius,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Limitation of

Ac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p.15.

101)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잘 설립된 주장을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한 요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주의를 덜 기

울이는 경향이 있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at fn 75.

102) Terence Prime & Gary Scanlan, The Law of Limi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2-3

103)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104) Rod v. Farrell 에서 원고는 의료과실소송에서 시효에 대한 발견주의를 받

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피해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구

제받을 헌법적 권리가 시효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 최고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관할권이 헌

법에 따라 엄격한 시효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Rod v. Farrell 96 Wis.

2d 349 (1980) 291 NW2d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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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와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시

효가 갖는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는데 시효는 증거부담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 적시성을 갖는 일반적 공익과 더불어 권리행사의 충분한 

기회를 갖는 채권자의 이익 등 대항관계의 이익형량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105) 따라서 소멸시효의 법적 안정성을 관철하기엔 반인권 국가범죄의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2) 이중변제 방지

   일정 기간 후에는 피고로 하여금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소멸시효 자체에서 암시하고 있다.106)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를 야기

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려는 합리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잠재적 채

무자는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율하게 마련이다. 

   소멸시효는 잠재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에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음을 지난 몇 십년간 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원고의 청구

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채권자의 소권을 실효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107)

그런데 독일 민법 제1초안 이유서에서는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오래

된 청구권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데 있다. 소멸시효의 목적

은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에게 

이유 없는 청구권에 대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보호 수단

105) H. Koziol, Basic Questions of Tort Law from a Germanic Perspective,

Jan Sramek Verlag KG, (2012) no. 9/3.

106) “나는 시효에 대해 말한다. 시간이 흐른 결과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무엇인가? 때때로 증거의 상실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때로는 평화의 바람직함이 있지만, 왜 평화는 이전

보다 20년 후에 더 바람직한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한 것이 재산이든 생각

이든 스스로 지키는 한 당신 속에 자리 잡고 절대 소멸될 수는 없다. 법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보다 더 나은 정당성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Holmes, “The Path of the Law”, 10 HARV. L. REV. (1897), p. 477.

107) Des Rosiers,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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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는 점에 있다. 소멸시효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자기 목적은 아니

다.”108)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에 관해 진정한 권리자의 권

리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변제한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아니

한 선량한 의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본다.109) 예를 들어, 지급을 한 영

수증을 보관하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항변은 일반적

으로 어렵지 않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시효로 밖에 주장할 수 없다. 채무

자가 제기된 청구에 대해 시효 항변하는 것은 청구 자체가 근거가 없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제하였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가 시효제도의 

근거로 본다면 변제한 사실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보호

해줄 필요가 없다.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시효 주장할 수 없어

야 시효제도가 부도덕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

다.110)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

은 것이 명백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반인권 국가범죄의 경우 이중 변제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111)112)

108) Motive zu dem Entwurfe eines BGB für das Deutsche Reich, Bd.Ⅰ,

1888, p. 291.

109)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660면; 김증한(주 95), 51-52면; 김학동(주

97), 65-67면.

110) 윤진수,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1984, 18면.

111) 헌법재판소(헌재 2005.5.26.,2004헌바90결정)는 소멸시효 취지를 판례와 동

일하게 보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지의 당사자 간에 우연한 사고로 발

생되므로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책임을 지게 될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불

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가해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불법행위, 특히 국민을 보호해야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용환, “역사의 희생

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 2010,

15면.

112) 윤진수(주 110), 18면;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에서도 이 같은 입장에서

“소멸시효 본질에 비추어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한 권리를 희

생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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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 제재 및 채무자의 신뢰보호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조작·은폐

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장기간 저해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

인 국민에게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를 시효 적용의 근거로 들기는 어

렵다. 후술하겠으나 국가 범죄에서 피해자 국민은 비난할 수 없는 선의

(blameless ignorance)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는 전제

는 채무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 것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반

인권 국가범죄로써 국가의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채권자인 국민이 국가

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조작·은폐·은닉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이 국가를 상

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이를 보호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로 보아 소멸

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113)

라. 소결

   소멸시효는 잠재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양당사자

의 공평을 기하는 제도’이다.114) 소멸시효를 법으로 규정하여 과거의 행위

로 인한 영구 책임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반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권리행사의 기회를 추구하도록 고안된 제도

이다. 따라서 증거가 없어졌거나 기억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때 늦은 소송

을 차단함으로써 채무자에게는 청구를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채권

113)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114) Des Rosiers(주 107),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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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제도라 할 것

이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일반적인 입법 

취지에서 볼 때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다. 소멸시효를 채무자에게 근거 

없는 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시간이 

흐를수록 청구권에 대해 방어하기 힘들어지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

자 측의 청구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어 채무자로서는 청구가 제기되

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 점, 법적 분쟁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얻는 시효완성의 

이익이 채권자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를 능가하는지 이익형량이 필요하

다.115) 이러한 점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의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통해 실

현하는 정의와 손해의 공평·타당성은 시효로 얻는 법적 안정성과 이중변

제 방지와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 이익보다 월등히 높다 할 것

이다. 

2.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논의

가. 외국의 동향

   중대한 반인도 인권침해 범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형사범죄에서 공

소시효 부적용의 추세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공소시효가 

적용된 범죄에서조차 소급하여 국제법에 의한 국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조항을 창설하게 만들었다. 

   반면 금전적 배상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전

쟁 범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본다. 피해자는 보통 형사절차와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115) Reinhard Zimmermann, “ut sit finis litium”, Juristenzeitung. (18/2000), S.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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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공소시효의 면제가 민사소송까지 확장되진 않고 있다. 즉 2차 세계 

대전기간 저질러진 반 인도범죄 중 기업과 공모된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116)

   스위스 연방 대법원도 공소시효가 면제되는 반인권 국제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가 스위스 행정법에 따른 배상청구에까지 이를 수 없다고 보았

지만,117) 1983년 스위스 형법에 시효부적용 원칙이 채택된 이래로 국제

범죄에 기초한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면제를 인

정하고 있다.118)

   일본은 전쟁범죄 관련하여 각국과 맺은 협정을 통해서 또는 국가무답

책론을 통하여 또한 시효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고 있

는 상황이다.119)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과 화해위원회(Commission 

of Truth and Reconciliation)설립하여 인종 차별 정책에 따른 경찰의 악

의적인 권력 남용, 과거 행정부의 해악, 사법부의 명백한 침해에 대해 진

실을 밝히는 것으로 과거사를 청산했다.120)

나. 학계의 논의

    이상의 민사소송에서의 시효 부적용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

데 국제법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

116) Jan Arno Hessbruegge, “Justice Delayed, Not Denied: Statutory

Limitations and Human Rights Crimes”, 43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18), p. 379 at fn 158 참조.

117) Gypsy Int'l Recognition and Comp. Action v. Int'l Bus. Machs. Corp.

(IBM), Tribunal fbdbral [TF] [Federal Supreme Court] Aug. 14, 2006, 132

ARRETS DU T'IBUNAL FDoERAL SUISSE [ATF] III 661, 662 (Switz.).

118) Jan Arno Hessbruegge(주 116), pp. 366-367..

119) 일본 재판부는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하거나 한일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다.(最判,

平成 19年 4月 27日, 平成 20年 11月 11日 등) 자세한 검토는 제5장 제4절 위

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기로 한다.

120) Geoffrey C. Jr. Hazard, “Judicial Redress for Historical Crimes:

Procedure”, 5 Int'l L.F. D. Int'l (2003),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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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근거로 유럽 인권법과 국제법 학계에서는 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121) 유럽 인권법과 국제법 학계 다수는 희생자나 

유족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반인권 국가범죄

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으로 배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제법 학계 다수는 금전적 배상이 피해자 및 희생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고 본다.122)이 입장에 따르면 반인도 범

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국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데에 비판

적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파생한 효과적인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독재

자의 기소를 가로막는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 이전 세대에서의 정의라

면 현재는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현세대의 정의라고 본다.123)

   이러한 유럽 인권법과 국제법 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유엔인권위

원회(UNCHR)는 지난 2005년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 위반의 희

생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지침’을 결의하면서 소

멸시효의 배제를 채택하였다.124)  

3. 불가항력의 시효정지(Hemmung der Verjährung)

가. 서설

121) Seyed Rasoul Ghorishi, “non-applicability of prescription to war crimes

during Iraq’s war against Iran”, journal or politics and Law vol 9 no

(2016). pp. 67-68.

122) Geoffrey C. Jr. Hazard,(주 120), pp. 44-46.

123) Jan Arno Hessbruegge(주 116), pp. 372-385.

124)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of 16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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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민법 제206조의 ‘불가항력(höhere Gewalt)’이란 소송이나 시효

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채권자의 귀책사

유 없이(schuldloses Verhalten)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불가항력은

채권자가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회피할 수 없는 외부 결과로 자

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행위(schuldloses Verhalten) 그 이상을 요구한다 할 것이다.125)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시효 개정 전에도 구 프랑스 민법 제2251조

를 넓게 해석하여 법률 규정 외에도 시효정지를 인정해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시효정지이다.126)

   불가항력의 경우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정지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

할 때’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의 실제 사례가 된다. 127)

   다음 불가항력의 시효정지에 대한 프랑스 및 독일 판례를 살펴봄으

로써 반인권 국가범죄에 적용여부를 가늠해본다.

나. 프랑스 

(1) 사실관계

   1960년 Aude 주의 저소득층 주택 조합은 Polystrat와 도급계약 체결 

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Polystrat는 하도급을 맺어 파빌

리온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의해 하자 보수가 행해졌다. 이 업무는 

1967년 7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다른 보증이 없는 한 10년 보증기간을 갖

125) BGHZ 81, 353, 355.

126) 피해자가 1946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9년 9월 퇴원한 이후 연금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무자인 장애연금공단측이 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

해자가 1959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사회보장보험 권리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 “소제기가 불가항력이었던 사람에게는 시효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Cass. civ. 2e 10 févr 1966, N° 197.

127) Reinhard Zimmermann(주 91),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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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1968년 이후 Polystrat 사의 여러 번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977년 4월 25일 주택 조합은 Polystrat

의 전문 책임 보험자로 지정된 SMABTP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1년 

2월 3일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Polystrat이 

전문 책임보험을 Eagle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 SMABTP에 소를 취하하

고 Eagle를 제소하였다. 

   원심은 SMABTP에 대한 소 취하를 승인하였으나 Eagle회사에 대해

선 10년의 보증 기간이 1977년 7월에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1981년 2

월에 제기하여 시효가 경과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Eagle에 대한 소제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파기원  판단

   파기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전문 책임 보험 회사가 Eagle이라는 것

을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원고 주택조합에게 Polystrat이 전문 책임보험을 SMABTP에 든다고 

말했고 Eagle은 1980년 1월 15일에 전문 책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이

후에 소송 절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신의 보험 계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원고 주택조합은 

분쟁 중인 Polystrat사의 실질 책임 보험 회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새 보험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능 (l'impossibilité d'agir)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효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체결된 보험 계약의 존재를 알았던 날부터 피해자의 이익을 위

해 진행할 수 있다128)

   파기원은 Polystrat이 원고 조합에게 SMABTP에 전문 책임보험을 든

128) Cass, civ 1e 7 oct 1992 N° de pourvoi: 89-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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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 사실과 Eagle이 새로운 전문 보험회사가 되었지만, 원고 조합

이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보험 계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

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파기원은 원고 주택조합은 1981년 2월까지 

Eagle이 Polystrat의 전문책임 보험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Eagle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도 보았지만 프랑스 법원은 일찍이 ‘부지(不知)’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를 인정하였다.129) 이 판례

도 원고인 조합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알지 못한 ‘부지(不知)’를 법적 조

치를 취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효정지로 보았다. 따라서 파기

원은 원고 조합이 “수익자로 기재된 책임 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날(du jour où la victime des désordres avait connu l'existence du 

contrat)”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독일 

(1) 사실관계

   독일 통일 전 동독체제하에 있었던 원고는 피고에게 동독에서 탈출

을 알렸다. 그런데 당시 동독법에 의하면 위법에 해당하였다. 피고는 이

를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에 알렸고 원고는 정보국(MfS)에 

체포되어 3년 10개월이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통일된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동독 탈출을 알리는 것은 

동독 체제하에서 시민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원고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항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29) ‘부지(不知)’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정지를 인정한 판례로 제3장

제1절 3. 프랑스 민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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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정당성에 대한 호소에 연방대법원은 동독 시민으로서 § 330 

GDR-ZGB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어 단순하게 타인의 동독 탈출을 알

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명백한 

자의에 의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인권 침해에 기여한 경우”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보국(MfS)에 대한 단순한 보고에

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 실행에 상당히 관여하여 일종의 프락치 

"Lockspitzel"로서 활동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

고 시효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1. 동독 민법 GDR에 따라130) 판단할 수 있는 시효 조항은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데 법치국가 원칙상 사법적 청구집행이 불

가능한 경우 시효는 정지된다. 동독의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제

약(konkreter politischer Zwänge)으로  인해 사법적 구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예외적으로 시효가 정지된다.

2. 동독 법률에 따라 시효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

야하며 §472 II GDR-ZGB의 규정은131) 채권자가 적시에 청구권을 행

사하지 못했던 사실에 채무자가 크게 기여했을 때 적용된다.132)

130) GDR은 동독의 민법(ZGB 또는 ZGB-DDR로 약칭)으로 1976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독일이 통일되면서 1990년 10월 3일에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

도 현재까지 상속 등 적용 사례가 적지 않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동독 민법

의 필수 해석 및 적용은 전 동독의 법적 관행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동독 민법을 인정하고 있다. Märker: Unrechtsbereinigung auf dem

Zivilrechtsweg? - Zur Schadenshaftung bei Denunziationen in der Ex–

DDR DtZ 1995, 37

131) §472 (2) Das Gericht kann auch nach eingetretener Verjährung für

einen geltend gemachten Anspruch Rechtsschutz gewähren, wenn dafür

schwer wiegende Gründe vorliegen und es im Interesse des Gläubigers

dringend geboten erscheint und dem Schuldner zuzumuten ist.

132) BGH Schadensersatzpflicht aufgrund Anzeige geplanter “Republikflucht”

aus ehemaliger DDR NJW 199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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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목할 바는 ‘정치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법상 법적 구제를 청

구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를 인정했다는 점에 있

다.133) 법원은 1990년 10월 3일까지 동독체제가 유지하는 동안의 권리

구제(Rechtsverfolgung)가 불가능한 경우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

다.134) 즉 동독민법이 1990년 10월 3일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채권자

는 동독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BGH는 손해배상청구는 동독 GDR이 

존재하는 동안엔 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시효정지된다고 본 것이

다.135)136)전 동독 법조계 변호사 협회의 위법 부당한 배제를 이유로 협

회에 대한 청구도 그 예에 해당한다.137)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시효 

133) BGHZ 126, 87 (97f.) = NJW 1994, 1792; BGH ZIP 1996, 850 (851);

jeweils zu § 477 Abs. 1 Nr. 4 DDR-ZGB, der mit § 206 vergleichbar war;

KG ZOV 2010, 87 (89) zur Undurchsetzbarkeit eines Herausgabeanspruchs

zu DDR-Zeiten; Schulze IPRax 2010, 290 (297). MüKoBGB/Grothe BGB §

206 Rn. 7.

134) Eine Verjährung des Schadensersatzanspruchs kann der Bekl. schon

deshalb nicht geltend machen, weil der Lauf der Verjährungsfrist gem. §

477 I Nr. 4 DDR-ZGB bis zum 3. 10. 1990 wegen Unmöglichkeit der

Rechtsverfolgung gehemmt war (NJW 1994, 1792 (1795) = LM H. 9/1994

Art. 231 EGBGB 1986 Nr. 3; BGH, NJW 1994, 2684 = LM H. 1/1995

DDR-StHG Nr. 1 = ZIP 1994, 1486 (1490)

135) Märker: Unrechtsbereinigung auf dem Zivilrechtsweg? - Zur

Schadenshaftung bei Denunziationen in der Ex–DDR DtZ 1995, 37

136) 피해자가 1973년 6월 출생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하였으나 1990년

통일되기 전까지 진료 기록을 보지 못했음을 이유로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안에서 시효는 동독 민법(GDR ZGB)에 의해 규율되는데 당시 동독 민

법 §§ 474, 475 Nr. 2 GDR-ZGB에 따르면 출생과정에서 의료과실은 피해자

가 청구의 원인과 가해자의 신원을 안 날부터 4년이라는 일반 시효규정과 불

법행위 후 10년의 소멸시효규정이 있었다. 1983년 시효가 경과되는 시점이었

는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의료 기록을 볼 수 없었고 의사에게서도 피해

자의 경련 증상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시효정지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1983년 치료한 사실을 들어 원고가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독일 민법 GDR-ZGB의 시행일(1976년)을 기준으로도

1985년 말까지 불가항력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또한 공무원이나 민간 당국

의 불이익이나 보복의 위협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어

떠한 상황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Hemmung der

Verjährung von DDR-Schadensersatzansprüchen wegen Unmöglichkeit der

Rechtsverfolgung (NJW 1994,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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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경우엔 정치적인 이유로 동독 GDR에

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138)   

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적용 검토

(1) 총설

   프랑스의 경우 부지(不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일 판례는 동독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정치적

인 탄압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에 대해 시효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경우 정치적 제약에 의한 불가항력이 거론된다. 

국가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가 불법행위시부터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국가

권력에 맞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불가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

다. 독일의 경우 정치체제가 바뀌는 등 예외적인 때에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를 인정한 것을 볼 때 단순하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가의 불

법행위에 관한 시효정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139)

   그러므로 ‘구체적인 정치적 제약(konkreter politischer Zwänge)’에 

시효가 정지된다면 반인권 국가범죄에 불가항력에 따른 시효정지는 언제

일까? 각 사건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7) NJW 1994, 2684.

138)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정지를 하는데(§ 477조의 4 GDR-ZGB) 있어서는 채무

자의 불법행위와 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왜냐하면 동독 정치체제하에서 채권자가 SED(독일 사회주의 통일당-동

독체제의 유일당)의 법률에 의해 비밀문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DtZ 1997, 218

139) 김제완·백경일·백태웅,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쟁점과 민법개정 방안”, 민사

법학 제50호, 2007,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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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창사건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 신원면에서 국군에 의해 민간인 719명을 

대량 사살사건이 일어났다.140) 이 사건은 국방부 고위층에 의해 날조·은

폐되었으나, 진상을 밝히려는 피해자·유족 및 각계인사들의 노력으로 전

시하의 국회에서 폭로되었으며, 정부 각 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게 만들

었다. 제2대 국회는 ‘양민학살 관련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

시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드디어 형사 재판으로 간 가해자들은 

실형까지 받았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곧 석방되었다. 

   1961년 군사 쿠테타로 세워진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거창사건 유족들

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여 묘소에 있는 위령비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

하였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국회결의안과 형사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까지 있어 증거가 분명하였음에도 1993년 군부독재시기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은 민사법적인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거창사건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는 1996년까지는 불가

항력의 시효정지에 해당한다. 

(3)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앞서 본대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보도연맹원을 중심으로 민간인 

수천명이 전쟁 시기에 군경에게 연행되어 2주내지 1달 정도 감금되었다

가 야밤에 야산이나 배를 이용하여 끌고 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

살하거나 익사시키는 등 사살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부분 희생자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군경에 의해 연행된 것

만 보고 두 세달 후에 소문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였지만 수습 못한 유족

140) 자세한 사항은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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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유족 대부분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 

사망일 및 사망 장소를 알지 못한 채 수십년을 살아왔다. 1960. 4. 19. 

이후 유족회가 결성되고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다음해 5·16 쿠테타 후 군사정권에 의

해 유족들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시

신을 수습한 합동묘를 거창사건과 동일하게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이 경우 진실화해법의 “진실규명”을 통하여 희생자의 사망 여부와 사

망일 사망 장소 및 가해자가 특정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반인권 국

가범죄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진실규명” 되어야 이후 국가에 대한 민사

적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효정지는 진실화해법이 제정

되었을 때까지 정지한다.141)

(4) 재심사건

   군부 독재시기에 군경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당한 후에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가보안법 등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 형 집행까지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의 인

정이 전제되기 전까지는 국가에 대한 반인권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먼저 수사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점, 이를 기초로 한 공소제기는 공권

력의 남용이었다는 점 및 유죄확정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나 유족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고 시효에 의

해 정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실화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불가항

력에 의해 시효가 정지된다.142)

141) 진실화해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

인 집단 희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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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문사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중 하나인 의문사는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나 군대에서의 병역의무 수행 중 의문사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대로 민주화운동법에서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공권

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경우 민주화운동보상법을 통해 배·보상을 청

구할 수 있게 되어 시효정지가 언제인지를 검토할 실익은 없다. 

   따라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배·보상 규정이 누락된 ‘군의문사’에 한

정하여 보아야 하므로 군의문사 사건은 2006년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된 때까지 시효정지에 있다고 볼 것이다. 

(6) 일본에 대한 대일 민간인 청구권

   일제 강점기, 일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임금 

등 각종 청구권이 있음에도 해방 이후 국교단절로 이어진 경우 민간인이 

국교 단절된 국가에 대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일본 판례는 한

국과 일본 간 국교 단절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관계는 실행이나 처리 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민간인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했음을 인정하고 있다.143) 실제 국교 단절의 경우 자국민이 타국

142) 진실화해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143) 아시아 희생자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제척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한국 국민의 일본에 있어서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등 이에 관한

권리관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립까지의 처리, 권리 등의 실행 귀

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항소인 DB가 늦어도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

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할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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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 제기 등 사법적 권리행사는 객관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

이다. 따라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교수립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불가

항력의 시효정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발효일 및 조치법의 시행일인 1965년 12월 18일이라고

인정(밑줄-필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東京高裁, 平成 12年 11月30日 判決 訟

務月報 48 巻３号 685. 자세한 사항은 제5장 제4절 위안부 피해자소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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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멸시효 기산점 고찰

제 1 절 비교법적 고찰

1. 소멸시효 입법 방향 

   새로운 독일 민법이나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 그리고 PECL(유럽계

약법원칙)144)이나 PICC(국제상사계약원칙)을 통해서 본 결과 현재 시효

법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145)

가. 주관주의 체계

   영국 시효법의 기산점은 (English Limitation Act)은 ‘청구원인이 발

생한 날’을146) 가리킨다.147) 독일 민법 (BGB)에선 ‘청구권이 성립한 날’

144) 유럽계약법원칙(PECL)도 일반 시효기간을 비교적 단기인 3년으로(제14:201

조)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기산점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부터 (제14:203

조) 규정하여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청구

원인 사실을 몰랐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 시효 진행이 정지하고

(제14:301조) 채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6개월

내에 야기되거나 존속하고 그 장애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청구를 방해받았

으며 합리적으로 채권자가 이러한 장애 사유를 회피하거나 극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한다.(제14:303조) 인식가능성이라는 척도의 도입

으로 채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정지기간은 생명·신체 상해로 인한 청구는 30년, 그 외

의 경우에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14: 307조)

145) Reinhard Zimmermann and Jens Kleinschmidt, Prescription: General

Framework and Special Problems Concerning Damages, Claims Tort and

Insurance Law Yearbook, European Tort Law 2007 pp. 30-31.

146) cause of action에 대해 청구원인이나 소송원인, 소인 등으로 번역이 되는

데 여기서는 청구원인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다만 영미계의 cause of action

은 손해배상청구의 3요소로 불법행위, 인과관계, 피해(injury)를 의미한다. 이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청구원인이 발생했다고 본다. Christine M.

Benson, “Statutes of Limitations in Tort: Who Do They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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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객관적 기산점이 시효제도의 기본체계로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초반부터 시효에 대한 개정이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 및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일반적 시효 기산점을 ‘권리자

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

터 ’로 하는 주관주의 체계로 전환하였다.148)

   실제로는 채권자의 주관적 기준에서 발견 가능성149) 기준으로 이동

하여 ‘채권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알 수 있었

을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상정한다. 이것은 ‘채권자의 인식’만을 기준

으로 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무한히 

시효 기산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고유의 위험성이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주관주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존

부를 채권자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있을 때부

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개정 시효법은 ‘청구권 발생’이라는 객관주의 체계에서 ‘권

리자의 인식’이 기준인 주관주의 체계로 바꾸었을까?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자가 그의 청구권을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

Marquette Law Review Vol 71, 1988, pp.773-774.

147) sec. 2 Limitation Act 1980

148) 주관주의체계(subjective criterion)라고 할 때 우리 민법 766조 제1항이나

일본 민법 제724조 제1항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하여 ‘채권자의

인식’에 한정하는데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 채권자의 인식과 인식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주관주의체계로 부르고 있다. 인식가능성의 경우 합리적 주의의무

를 가진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discoverability(발

견가능성) 원칙으로도 부른다. 제3장 제2절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참

조.

149)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시효 기산점을 “채권자가 알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알았어야 할 때”로 규정하여 주관주의에 입각한 시효기산점을 채택하

고 있는데 이를 발견주의 원칙(discovery rule)라고 한다. 유럽은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발견가능성 원칙(discoverability principle) 또는 (the principle of

discoverability) 으로 사용하고 있다. ‘발견주의’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한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pp. 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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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다소 부도덕한 결과는 채권자가 권리

를 소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상실

을 정당화하려면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대하여 알았거나 최소한 합

리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150) 특히 일반적인 시효에 있어서 시효가 언

제 시작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정지해야할지를 결정할 때 채권자의 지위

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51)

나.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

o)152)

   일반적 시효 기산점으로 주관주의 체계 도입은 소멸시효 법언 ‘contra 

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 (시효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153) 청구를 행할 가

능성(the possibility of enforcing)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시

작되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채권자는 어떤 식으로든 권리를 행

150) 소멸시효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채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청구권의 성립

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다

시 말하면 최소한 청구권의 성립을 인식하고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정당

한 기회가 채권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Mansel,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NJW 2002, S.89-90.; 호주법률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Mcdonald 교수 역시 원고가 청구원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기도 전에 소

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되묻는다. Ewould H. Houndius

(주 100), p.29.

151) Reinhard Zimmermann(주 91), pp. 78-79.

152) 법 격언의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prescription

does not run against a person who is unable to bring an action.)”를 독일

에선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으로 쓰고 있다. 이하 혼용하

여 쓰기로 한다.

153) ‘contra non valentem(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다).’ 법언이 개정 시효법에 자리잡고 있다. Art. 2234, 2224, 2227 France

code civi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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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위에만 앉아 있으면 신의 성실에도 반하고 그러

한 행동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는 권리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합리적인 기

대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기회를 가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

한 소제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원인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권리행사의 가능성 존부가 중요하다.154)   

그렇다면 권리행사 가능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권리행사가 가능(the 

possibility of enforcing)하다고 보지 않는다. 구 프랑스 민법 제2270-1

조의 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손해발생’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155) 또한 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도156) 25%의 손실했다는 사실을 안 손해가 나타나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진 때부터 실행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에 대해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시효의 갱신, 정지, 연기는 대표적인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에 해당한다.157)특히 일반적 시효 기간이 짧아졌기 때

154) H. Koziol(주 105), no. 9/3.

155) Cass. soc. 18 déc 1991, Bull. civ. V, N° 598.

156) Cass. soc. 26 avril 2006. Bull. civ. V, N° 146. 제4장 제1절 2. 프랑스 나.

연금미지급 소송 참조.

157) 일반적으로 법은 채권자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효에

관여하여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시효의 ‘중단’으로 불리다가 오늘날 ‘갱신’이라고 기술되는데 갱신은 시효 운

영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간섭 수단이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또

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집행 행위의 두 가지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또한 시

효는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될 수 있다.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 즉 정지 및 연기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신원이나 청구를 발생시키는 사

실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한 일시 정지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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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시효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중단(갱신)보다는 연기나 정지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

다. 

다. 시효제도의 통합 및 기간의 단축

   현재 개정 시효법을 단행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시효기간을 단축하

였다. 채권자가 청구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기산

되는 주관주의 체계는 단기 시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청구이

든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시효의 기산점과 연장 그리고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되어 청구

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시효기간이 짧더라도 채권

자에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반면에 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권리행

사가 불가능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훨씬 장기간의 객관적인 날부

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할 수 있다. 

   주관적인 단기 시효는 이전과 다르게 계약이든 그 외에 법정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반 시효규정으로 예전의 

20-30년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2년에서 6년 사이)으로 바뀌었으

며158) 이 기간은 발견가능성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159) 일반적 시효기

간 3년은 객관적인 기준(예를 들어 이행기, 청구권 발생, 인도, 수락, 건

물 완공 등)과 연결될 수는 없다. 발견가능성 기준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법 또는 중재 절차가 청구에 계류 중인 경우도 그러하다. 또 천재지변과 같

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때도 정지된

다. 연기는 당사자 간의 청구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능력 상실이나 사망한 경우 발생한다. Reinhard Zimmermann

(주 145), pp. 31-32.

158) PECL이나 PICC도 일반 소멸시효기간은 동일하게 3년으로 하여 기산점은

청구자의 인식이나 인식가능성(the obligee knows or ought to know the facts)

으로 기산한다. PICC Art 10.2 (Limitation Periods) 참조.

159) Reinhard Zimmermann(주 91),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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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엔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단기 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원 및 청구원인

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에 의존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

리가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다고 예상되

는 시점부터 시작한다.160) 이 기간은 최단기(6개월)나 최장기(30년)를 

피하고 2년에서 5년 사이로 그중 3년을 국제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이중체계-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시효제도를 ‘현대화’하는 사법 및 입법 활동은 채권자가 인식할 수 없

음에도 시효 경과가 나타나 시효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에 주목했

다.161)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법은 주관주의 기산점 체계를 시효제도에 

도입하였는데 그렇다고 시효가 무한히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단계

에 이르러서는 사건이 종식되어야 한다. 장기 시효의 목적은 일반적인 

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발견 가능성 기준에 관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기

간(발견주의에 의존한)과 채권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청구가 저지되는 최장기간(Long-stop)으로 현대 시효법은 이중체계를 

이루는 것이 현대 시효법의 특징이다. 소멸시효 입법 방향 중에 ‘채무자 

보호’와 ‘Interest rei publicae ut sit finis litium’과 관련이 있다. 

160) Reinhard Zimmermann, “Die Verjährung – von den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bis zum Entwurf ein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3&4 2016,

Kluwer Law International, pp. 691-692.

161) Elizabeth Adjin-Tettey/Freya Kodar, “Improving the Potential of Tort

Law for Redressing Historical Abuse Claims: The Need for a

Contextualized Approach to the Limitation Defence”, 42 Ottawa L. Rev. 95

(2010),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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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실효적

인 작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손해의 발생과 발견가능성은 즉시 또

는 그 발생 직후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162) 즉 손해배상 청구 시에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

지 행위시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반면에 언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일 개정 민법이나 유럽계약법 

기본원칙의 최장기간의 기산점은 ‘행위 시’로 규정되어 있다.163)

   최장기간은 통상 주관적 시효기간과 아울러 10년에서 30년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사람의 생명·신체 손해에 경우 30년의 장기 시효

를 규정하고 그밖에 손해의 경우엔 주로 10년을 채택하고 있다. 30년의 

최장기간은 생명·신체 법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최장기간은 주관주의 체

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장기시효도 정지 갱신 연기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시효기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기시효에 의해 10년 또는 30

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164)  

2. 독일 민법

독일 민법(1900)은 일반적인 시효기간으로 고전적인 로마시대의 30

년 시효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대의 가속화되어 가는 흐름과 맞지 

162) 최장기간은 보통 그 청구권을 야기하는 행위시(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o the claim)부터 시작한다. 독일 개정법을 논의할 때도 최장기간

을 행위시부터 진행하도록 제안되었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62.

163) §199 II, III BGB; Art. 11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rt. 14:203 (1)

PECL

164) 결과적으로, 최장기간은 ‘최대기간(maximum period’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유럽계약법 기본원칙은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에서 연기나 시효정지로 인해도 최대기간 10년 또는 30년으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최대기간은 일반

적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제한한다. 단 하나의 예외는 사법권에 의한 정

지이다. 이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채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

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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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시효의 적용이 면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 입법부는 시효에 대

한 일반 규정과 다른 많은 예외 규정을 양산시켰고165) 각기 다른 기준

에 의해 시효가 시작되기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166) 따라서 일

반 시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제195조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

다. 

가.  주관주의 체계

독일은 2002년 민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일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전에 객관주의 체계인 ‘청구원인 발생시’에서 ‘채권자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주관주의 체계로 바꾸었다.167) 독일 민법 

제199조 제1항은 “청구권이 성립하고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

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았어야 하는 연도

가 끝나는 때부터”라는 주관주의체계를 채택하였다.168) 이러한 개정 시

효는 ‘채권자가 청구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때’

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169)

독일은 불법행위의 관한 기산점은 개정 전에도 주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독일 민법 852조(§852 i BGB) “피해자가 손해 및 배

상의무자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는 규정을 독일 개정민법의 제199조의 일반적인 시효규정으로 확대, 전

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170)171) 또한 시효 기산점을 계약이나 불법행

165) Reinhard Zimmermann(주 91), pp. 87-88.

166) BGH NJW, 1973, 845; BGH NJW 1978, 2241; BGHZ 77, 215ff.

167) § 199 BGB Zimmermann(주 145), p. 61.

168) Reimann, Mathia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reform of the

German law of obligations”, 83 TUL. L. REv 2009, pp. 887-888.

169) Zimmermann(주 145), pp.197-198.

170) Mansel,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NJW 2002, S.91;

Kai-Oliver Knops, “Verjährungsbeginn durch Anspruchsentstehung bei

Schadensersatzansprüchen”,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Mohr

Siebeck, 2005, S.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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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다름없이 제199조에 통합하였다.17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과실 없이 채권자가 알았어야 할 때”에 있다. 

독일 민법이 시효의 기산점으로 ‘발견가능성 기준(discoverability)’를 채

택한 것이다.173) 이는 ‘채권자의 인식’에 따른 주관적인 기준만 적용하

였을 경우 채권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한없이 시효 기산점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대비하여 ‘채권자의 인식가능성’이라는 ‘발견주의 원칙’을 적

용하여 소멸시효 시작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174)

중과실에 대해 과실책임 영역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채권자가 청구권

을 행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개념의 해석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책무위반(Obliegenheitsverstoß bei der Anspruchsverfolgung in 

eigenen Angelegenheiten)이라고 보아175) 채권자가 간단히 인식할 수 

있었더라면 제199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176)

나. 고도의 인격적 법익 침해의 장기시효

171) Reinhard Zimmermann 교수는 독일 민법이(German Civil) 유럽연합 소비

자 매매지침(Consumer Sales Directive)을 독일 법률에 적용할 필요성 때문

에 개정에 착수한지 불과 1년 반 만에 제정에 이르렀지만 가장 획기적인 개

혁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p.62.

172) 가장 급진적인 시효기간은 2년으로 Peters, Zimmermann 교수에 의해 제안

되었으나 독일 채권법개정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3년을 기간으로 권고했고

이것이 최종 독일 개정 민법에 채택되었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p.

88.

173) Reinhard Zimmermann(주 145), p.61.

174) Reinhard Zimmermann(주 91), p.96-97.

175) Mansel(주 170), NJW 2002, S. 91.

176) 채권자의 자기 청구를 위한 협력의무로 보아 채권자는 비록 채무자와 같은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서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인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용/임건면/임상순,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

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법무부, 2007,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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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독일 개정민법 제199조 제3항에서 손해 발생시부

터 10년 또는 행위시부터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177) 생명, 신체, 건

강 자유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최장기간은 인식과 관계

없이 ‘행위를 한 때, 의무위반을 한 때 또는 손해를 일으키는 기타 사건

이 일어난 때’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제199조 제2항) 

2002년 독일 개정민법은 침해된 법익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물적 

손해의 경우 간접 손해를 포함하여 장기시효가 10년인데 비하여178) 생

명·신체 건강, 자유에 관한 법익 침해의 경우 최장기간을 30년으로 규정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의 발생은 계약의 의무위

반에 기인한 것이든, 불법행위 등과 같은 계약 외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

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손해발생 원인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행위시에 기산된다고 본다.179)

   이 같은 30년의 장기시효에 대해선 손해발생여부를 묻지 않아 채권

자의 권리 보호에선 불리할 수 있다.180) 그런데 최근 석면 등과 같은 

환경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시효를 기산하여 피해자의 

177) 독일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과 다른 특칙으

로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을 두었으

나 시효가 미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보호하고 법률관

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필요성으로 “그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시’부

터 30년 안에 시효가 소멸한다.”는 최장시효도 같이 규정하였다. 그런데 불법

행위의 가해자를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제완, 권

리행사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연구, 법무부, 2009, 77면.

178) 손해가 예견 가능하였다면 그때부터이고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시작한다. Gerald Spindler, Oliver Rieckers, Tort Law in

Germany,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p.105.

179) 청구가 계약이나 법적 관계에 기반할 경우 의무 위반한 때이다.

Gesetzentwurf BT-Drs. 14/6040, S.109; BeckOK BGB/Henrich, 45. Ed.

1.11.2017, BGB § 199 Rn. 44

180) 30년의 장기시효 규정은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시부터 시효가 진행

되어 석면 소송 등 환경소송이나 청구시보다 뒤늦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경우 시효경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견해로 H. Koziol(주 105),

no. 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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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배척한 데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181) 독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사람의 생명·신체상해에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어182)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 불가항력(höhere Gewalt)에 의한 시효정지

독일 민법 제206조에서는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의 최종 6개월 안

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권리 추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정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항력(höhere Gewalt)”은 불확정한 법적 

개념인데 채권자가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외부적 결과로 채권자

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채권자 스스로 극복하거나 피할 수 없어 채권자

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83)184) 따라서 채권자의 귀

책사유 없이(schuldloses Verhalten) 권리행사가 저지당한 것을 말한

다.185)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186) 법적 무지

나 착오 등 채권자에게 사소한 책임이라도 있는 경우 불가항력을 주장

할 수 없다.187)188)채권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선임 대리인의 과실에도 

본인에게 귀속된다.189)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유발

181) 유럽인권재판소(EGMR)는 석면 관련 종양 질환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해 시효를 도과한 경과한다면 EMRK 재판받을 권리

제6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EGMR NVwZ 2015, 205 - Howald Moor et

al Korves NVwZ 2015, 201 f. (BeckOK BGB / Henrich BGB § 199 Rn 44,

Beck online)

182) BeckOK BGB/Henrich, 45. Ed. 1.11.2017, BGB § 199, Rn. 44.

183) BGHZ 81, 353, 355.

184) MüKoBGB/Grothe BGB, 2015 BGB § 206 Hemmung der Verjährung bei

höherer Gewalt Rn. 4, 5.

185) BAGE 103, 290(292ff.)= NJW 2003 2849.

186) MüKoBGB/Henssler, 7. Aufl. 2017, BGB § 701 Rn. 34

187) BGH NJW 1997, 3164; BAG NJW 2003, 2849 [2850]

188)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불가항력이 부정된다. RGZ 118,

142, 143. BGH NJW 1975, 1465, 1466.

189) 그러나 공증인의 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MüKoBGB/Gr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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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심해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

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190) 법 집행의 정지

는 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 한 법 집행이 합법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거

나 사법 당국이 이러한 집행을 거부했을 때를 말한다.191) 반면 법원에 

직접적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정지를 할 수 없

다.192)

법원은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이나 인권침해 등 사건에 소송제기 수단이 법적으로 전혀 주

어지지 않거나 권리구제기관이 조력을 거절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권리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판례는 동독체제기간 동안을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정치적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

우로 보아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의 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193) 또 법원은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94)

3. 프랑스 민법

   프랑스의 경우 개정 전 250여개의 시효기간(1개월부터 30년)을 두고 

있고 그 기산점 및 중단, 정지의 원인도 다양하여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어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195)196) 이러한 

BGB(주 184), § 206 Hemmung der Verjährung bei höherer Gewalt Rn. 4, 5

190) BGH ZIP 1995, 949, 951; NJW 1997, 3164.

191) BAGE 103, 290 (292 ff.) = NJW 2003, 2849; Staudinger/Peters/Jacoby

(2014) Rn. 6.

192) RGZ 128, 46 (47).

193) BGHZ 126, 87 [7. Verjährung einer Schadensersatzforderung nach

DDR-Recht], S.98= NJW 1994, 1792; BGH ZIP 1996, 850(851).

194) 대표적인 예가 아동 성학대이다. OLG Karlsruhe, OLG Report 2002, 4 참

조; OLG Schleswig: Verjährung von Schmerzensgeldanspruch nach

sexuellem Missbrauch in der Kindheit, NJOZ 2013, 1227 (1228)

195) 30년의 시효기간에 대해 ‘배로 항해하는 시절’이나 가능하고 현대 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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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직면하여 프랑스 소멸시효의 개정 목적은 시효 규정의 단순화와 

기간의 단축에 있었다.197)

가. 주관주의 체계 도입

   2008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채권자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을 기

준으로 시효가 진행하는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일반적인 시효기

산점으로 도입하여198)‘contra non valentem’ 법언을 구체화하였다.199)

프랑스 민법 제2224조에서 “인적 소권 또는 동산에 관한 물적 소권은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5년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200) 피고의 신원, 행위 또는 부작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

고 법규(règle de droit)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 일반적인 

시효 기산점은 권리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주의 체계로 규정하

고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이전에 30년에 비해서202) 상당히 단축되었

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Reinhard Zimmermann,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Avant-projet”,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6-

2007, Kluwer Law International p.807.

196) Pour un droit de la prescription moderne et cohérent, Rapport n°338

(Senat, 2006-2007) de MM. Jean-Jacques Hyest, Hugues Portelli et

Richard Yung au nom de la mission d’information de la commission des

lois du Sénat(http://www.senat.fr/noticerap/2006/r06- 338-notice.html)

197)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의 2008년 민사상 시효법 개정에 관한 고찰”, 외국

법제동향, 2009, 57-60면.

198) Janke, Benjamin West, Licari, Francois-Xavier. "The French Revision of

Prescription: A Model for Louisiana?" Tulane Law Review 85.1 (2010) p.39.

199) Janke Benjamin West(주 198), p.38 ; 김상찬, “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8, 한국법학회, 2010, 27면.

200) Sec 1 Art 2224 France code civil.

201) Janke Benjamin West(주 198), p.40.

202) Art 2262 France code civil Toutes les actions, tant réelles que

personnelles, sont prescrites par trente ans, sans que celui qui allègue

cette prescription soit obligé d'en rapporter un titre ou qu'on puisse lui

opposer l'exception déduite de la mauvaise f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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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3) 이는 세계적인 시효법의 주관주의 도입과 시효기간의 단축에 발

맞춘 것이다. 

   5년의 일반적인 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소제기를 구성할 사실을 알

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데 제2224조는 소송의 전

제인 ‘법규’에 대한 인식이 아닌 소권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식을 기준으

로 피고의 신원, 피고의 행위 또는 부작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손해 및 

그 행위 또는 부작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포함한다.  

   일반 시효기간에 불법행위와 계약에 의무이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는데204) 시효 적용을 위해 위법행위가 계약에 의한 것인지 불

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를 없앰으로써 사법 경제의 향상을 도모

하였다.205)

나. 특별 시효-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 보호

203) Laurent BÉTEIL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égislation, du suffrage universel, du Réglement et

d’administration générale sur la proposition de loi de M. Jean-Jacques

HYEST portant réforme de la presciption en matiére civile, Par M. Laurent

BÉTEILLE, Sénateur, N°83, Sénat, Session extraordinaire de 2007-2008,

Annexe au procés-verbal de la séance du 14 novembre 2007(http://www.

senat.fr/rap/107-083/107-083mono.html#fn1).

204) 개정 전 계약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기간보다 길어 각 당사자는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시효의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계약 또는 불법행위로 주장

하는 경향이 팽배했다. 더욱이 그러한 구별은 명확하기 않았는데 유사한 상

황에서 미묘한 차이로 인한 부당한 왜곡과 불공정을 야기했다.

공증인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개정을 촉발시켰다. 채무자

에 의한 저당권 양도에 공증인이 보증하였으나 저당권 양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 책임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시효기간 30년

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Cass. le civ. 12 Avril. 2005, Bull. civ. I,

N° 178) 반면 공증인이 공증증서에 다른 공증인을 부가한 사실에 대하여 부

가된 공증인에 의하여 1981년의 증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이

아닌 불법책임으로 보았다. (Cass le civ. 23 Jan 2008, Bull. civ. I, N° 27)

1985년에 도입한 불법행위 시효는 프랑스 구민법 제2270-1조에 의거하여 10

년이었다. Janke Benjamin West(주 198), pp.14-15.

205) Janke Benjamin West(주 198),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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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대로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소멸시효 체계

를 선택한 대신 법익을 보호기준으로 구분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법익 

보호를 위해 특별 시효를 규정하였다. 프랑스 민법 제2226조 제1항은 

“신체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인한 책임 소권은 피해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래의 손해 또는 가중된 손해의 확정(la consolidation du  

dommage)206)된 때부터 10년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프랑스 민법 

제2226조 제2항에서는 “고문, 야만행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침해로 야기된 손해의 경우 책임소권은 20년으로 소멸한다.”고 규

정하였다.207)

사람의 생명·신체 손해를 야기하거나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프랑스 민법 제2226조에서 “손해가 확정된 때부터” 시효를 기산하는 특

별규정을 두었다. 일반 규정에 비해 신체 침해에 대해선 두 배 또는 고

문 등 예외적인 상해의 경우 4배까지 시효기간을 확대하였다. 개정 전부

터 파기원은 프랑스 구 민법 제2270-1조에 관해 “신체 상해에 경우 시

효는 손해가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았다.208) 이것은 항상 손해의 

발생 이후가 되는데209) 확정이 되기 전에는 손해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채권자의 입장을 파기원이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210)211) 이러한 파

206) la consolidation du dommage는 피해자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고착화된 상태로 시효의 기산점이라 할 수 있다. Janke, Benjamin West(주

198) p.52 참조. la consolidation에 대해 2013년도 법무부연구용역 과제 보고

서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가중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번역되어 있고 외국법제동향(주 197)에선 “가중된 손해의 확정일”

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는 확정으로 번역한다.

207) sec2 Art 2226. France code civil.

208) “en cas de préjudice corporel, la date de la consolidation fait courir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prévue à l’article 2270-1 du code civil.” Cass. civ.

2e 4 Mai 2000, Bull. civ. II, N° 75; Cass. civ. 2e 11 Juillet 2002, Bull. civ.

II, N° 177.

209) Janke Benjamin West(주 198), p. 32.

210) Reinhard Zimmermann(주 145), pp. 44-45.

211) 이에 대해선 지나치게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을 보호하여 시효를 비합리적

으로 연기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Avant-projet에서도 “민사 책임의 소권은 신

체 상해의 경우 확정시와 관계없이 피해의 징후 또는 악화 때부터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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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의 법리에 입법부도 따라 시효의 기산점 기준으로 ‘손해의 확정(la 

consolidation du  dommage)’를 선택했다. 

또한 시효 중단이나 이월, 정지를 통해 20년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기 시효(Délai butoir)의 적용도 받지 않아 실제 사람의 생명·신

체 손해에 대해서는 주관적 기산점으로만 시효가 시작된다. 따라서 사람

의 생명·신체 법익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

다.212)

다. 장기 시효(Délai butoir) 

   앞서 프랑스 민법 제2224조가 “채권자가 권리행사 가능한 사실을 알

거나 알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산점이라면 장기

시효(Délai butoir)는 객관주의적 기산점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이 프랑

스 민법 제2232조에 나타나 있다. 

   프랑스 민법 제2232조 제1항에서 “기산점의 이월이나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은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최장기간

을 규정하고 있다.213) 20년의 장기시효의 기산점인 권리가 발생한 날은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시효가 기산된다.214)  

소멸한다.(Les actions en responsabilité civile se prescrivent par dix ans à

compter de la manifestation du dommage ou de son aggravation, sans

égard, en cas de dommage corporel, à la date de la consolidation.)”고 규

정하여 확정(consolidation)을 기산점에서 제외하려 했다. Avant-projet, Art.

1384. 참조.

212) Chap III Sec 1 : Art 2232 France code civil

213) 사람의 생명·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최장시효(Délai butoir)의 적용을 배

제하여 20년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Reinhard Zimmermann

(주 145), p.55.

214) 이와 달리 프랑스 민법 제2224조 일반 규정 기산점이 적용되어 ‘권리 소유

자가 자신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날’부터 시

효가 진행하므로 소 제기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까지

시효 기산점이 연기될 수 있어 권리자의 무한한 권리행사의 지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Janke Benjamin West(주 19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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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시효 즉 최장기간을 두는 것을 원안에서는 보류했으나215) 기산점의 

유연화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최장기간을 두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시효기간은 5년으로 주관적 기산점으로 시작하고 

권리가 발생된 후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객관주의 체계와 주관주의 

체계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216)

    

라.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시효정지

개정 민법에서 주목할 시효 입법으로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시효정지의 추가였다. 개정 전 프랑스 민법 제2251조에서 ‘법률에 

의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시효는 진행한

다.’217)에 대해 파기원은 그 범위를 넓혀서 법률 외에 약정이나 불가항

력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시효의 정지를 인정해왔

다.218)

개정 프랑스 민법은 명시적으로 제2234조에서 “법률, 합의 또는 불가

항력으로 야기되는 방해사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정지된다.”219)고 규정하였다. 

‘contra non valentem’(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시효는 진행

되지 않음)을 입법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220)

215) Pour un droit de la prescription moderne et cohérent, Rapport n°338.

216) Janke Benjamin West(주 198), pp. 40-41.

217) Article 2251 La prescription court contre toutes personnes, à moins

qu'elles ne soient dans quelque exception établie par une loi.

218) “법률, 약정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장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la prescription ne court pas contre celui qui

est dans l'impossibilité d'agir par suite d'un empêchement quelconque

résultant soit de la loi, soit de la convention ou de la force majeure Cass. civ.

1e 4 févr 1986, Bull. I N° 16.

219) Article 2234 La prescription ne court pas ou est suspendue contre celui

qui est dans l'impossibilité d'agir par suite d'un empêchement résultant

de la loi, de la convention ou de la force majeure.

220) Janke Benjamin West(주 198),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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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 대해 판례는 전쟁, 질병, 천재지변을 비롯하여221) 부지(不

知)222), 미성년자의 이익(l'intérêt des mineurs étant)223)등을 고려하였

다.224) 이 불가항력의 증명책임은 시효의 완성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부

담한다.225)

   불가항력이 끝난 후에 어느 정도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가? 프랑스 민법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프랑스 개정 민법 원안

(Avant-projet)에서 6개월 이내에 제기를 요청하고 있다.226)

4.  일본 민법

가. 서설

   일본 민법은 우리와 비슷하다. ① 일반 소멸시효기간을 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년으로 규

정하였고 ② 시효 기산점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

를 안 때부터 3년”으로 한 주관주의 규정과 “불법행위 시부터 20년”이라

221) Cass. req., 9 avr 1818, S., 1819, 1, p.462.

222) Cass. soc. 18 déc 1991, Bull. civ. V, N° 598.

223) Cass. civ. 1e 4 févr 1986, Bull. I N° 16

224) 자세한 검토는 제3장 제3절 2. contra non valentem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25) “la prescription ne court pas contre celui qui est dans l'impossibilité

absolue d'agir et que la charge de la preuve de cette impossibilité

incombe au créancier auquel est opposée la prescription.” Cass. soc. 18

déc 1991, Bull. civ. V, N° 598

226) 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Articles 1101 à 1386 du Code civil)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 (Articles 2234 à 2281 du Code civil) sec2 Art 2226.

France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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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장기간 규정이 그러하다.227)

   일본 민법은 1898년에 시행된 후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19세

기 말의 민법으로는 현재 세계적인 시효법 동향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민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 왔다.228) 또한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확립된 해석을 조문에 편입시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

었다.229)

나. 주관주의 체계의 도입

일본 개정민법은 유럽의 개정법과 동일하게 일반 채권의 시효 기산점

에 주관주의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반채권의 기산점 규정이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제166조와 제167조 채권의 기간(10년 

또는 20년)을 합하여 일반 채권의 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같이 규정하였

다. 

일본 개정민법 제166조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227) 일본의 채권 일반 소멸시효(제166조와 제167조)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

상청구권의 시효는 제724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채권 규정과 다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시효와 장기 제척기간

으로 규정되어 있다.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법률상 장해가 없는 때를 말한다. 채권의 발생이나 존

재 행사가능성에 대해서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시효가 진행됨에 반해 불법행위는 피해자의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불법행위 최장기간은 일반 채권이 10년인

데 반해 ‘20년’으로 기산점은 불법행위 시이다. 沖野眞已, “契約と不法行為：

消滅時効”, 民法研究, 信山社, 2016, 68頁 이하 참조.

228) 시효제도는 Boissonad 초안을 계수하여 메이지 23년에 공포된 구민법 증거

편을 수정한 것으로 보았는데 일본 구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

이 형사소송에 부가되어 있으므로 시효에 대해서도 형사의 시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간이 민사의 일반 손해배상기간에 비해 단기간으로 설정

한 것은 증거보전의 문제 및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椿寿夫/三林宏 編著. 権利消滅期間の研究, 信山社, 2006, 429-430頁 참조.

229) Uchida, Takashi/서희석, “일본의 민법(계약법) 개정과 동아시아법”, 저스티

스, 2017,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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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5년의 시효 기산점을 두어 주관주의 체계를 신설하였고 제166

조 제1항 제2호에서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을 규정하여 객관

적 시효 기산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종래 객관적 시효 기산점

에 주관주의 체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에서 시효 기산점과 동일하게 이

원적 구조를 이루었다.230)

단기시효나 장기시효 중 먼저 기간이 도래하면 시효는 완성된다. 직

업별로 나뉘었던 1-3년의 제170조부터 제174조에 이르는 최단기시효와 

상법 제522조의 시효를 폐지하고231) 앞서 채권의 제166조로 일원화하

였다. 

다. 생명· 신체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

   개정 일본 민법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신설이다. 일본 개정민법은 제167조와 제724조의 

2에서 각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였다.232)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한 

230) 일본 개정민법 제166조(채권 등의 소멸시효)

채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1.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231) 대상이 되는 단기 시효기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어떤 시효를 적용할지 실무상 쉽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었다. 서

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비교사법 제24권 3호(통권78

호), 1134-1135면.

232) 일본 개정민법 제167조(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전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동호 중 ‘10년간’은 ‘20

년간’으로 한다.

제724조의 2(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전조 제1호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동호 중 ‘3년

간’을 ‘5년 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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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고도의 법익에 대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법익에 

비해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보았듯이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로 인

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최장기간을 일반 시효기간보다도 장기간으로 설정

한다든가 또는 최장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개정민법도 제167

조를 통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시효는 “20년”으로 연장하였다. 

  불법행위에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안 때부터 3년과 불법행위 때부터 20년의 규정이 있었다.233) 여기서 장

기 시효기간은 그대로 두고 단기 시효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이 아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5년”(일본 민법 제724조의 

2)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

이행과 불법행위 모두 피해자의 인식한 때부터 5년이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엔 ‘권리행사 가능할 때’부터 또는 불법행위 시부터 20년의 장기시

효로 통일되었다. 

라. 최장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명문화

개정 전 일본 민법 불법행위 제724조의 제목명은 제724조(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

단 단기시효에 대해선 일본 학계는 소멸시효로 보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후단의 최장기간에 대해 “20년으로 경과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된 데

233) 일본 개정민법 제72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

지 않을 때 ② 불법행위 때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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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논쟁이 있어 왔다.234)

판례는 “동조 후단의 20년의 기간은 피해자 측의 인식 여하를 불문

하고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해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청구권의 존

속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여 동조 후단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 중단이

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후단의 규정을 일의적인 적용만 가

능한 ‘제척기간’으로 판단하였다.235)

이에 대해선 많은 학계의 비판이 이어졌고 일본 개정 민법은 학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제724조의 제목에 ‘소멸시효’임을 명시하였다.236) 이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장·단기 기간 모두 소멸시효로 규정되어 

그간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34) 시효로 보는 견해로는 内池慶四郎, 不法行為責任の消滅時効―民法七二四条

論 消滅時効法研究, 成文堂, 1993, 254頁; 宗宮信次, 債権各論〔新版〕有斐閣,

2012, 397頁; 松本克美, “民法七二四条後段の二〇年の期間の性質と信義則違

反・権利の濫用”, ジュリ 959号 109頁 및 続・時効と正義, 日本評論社, 2012,

57頁.

235) 미군 불발탄처리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 규정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당사자의 원용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에 의한 원용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最判 平成 元年 12月 21日

民集 43巻 12号 2209頁 참조. 유사한 하급심 판결로는 東京高判 昭和 53年

12月 18日; 大阪地判 昭和 55年 5月 28日; 東京地判 昭和 56年 2月 23; 神戸

地判 昭和 56年 11月 20 ; 東京高判 昭和 57年 4月 28日; 東京地判 昭和 58年

2月 21日; 東京地判 平成 2年 8月 7日 등. 이 같은 법원의 해석은 학계의 비

판을 받아왔었다.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제5절 민법 제766조 제2항 검토 참조.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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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손해배상청구권

가. 손해의 개념

사람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손실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상해가 나타나므로 배상하여야 한다.237)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준용하고 있

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제16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을 때’부터 진행한다.238) 그렇다면 언제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인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개시 요건은 반드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

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 이전에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음을 뜻한다.239)  

개정 전 개정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의 제한)

제72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

다.

불법행위의 때부터 20년을 경과한 때

에도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2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

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

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

하지 않을 때.

2. 불법행위의 때부터 20년간 행사하

지 않을 때.

237) Lange/Schiemann, Schadensersatz. 3 Aufl，Mohr Siebeck, 2003, Ⅰ 1

S.378.

238) 판례에서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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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실질적이고 자연스런 용어가 아닌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

적 용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진 않고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240) 독일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경제 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란 피해자의 현재의 총재산 상태와 

가해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가정적인 총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241)  

우리도 손해를 “법익에 관하여 받은 이익으로 가해원인(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 상태와 가해행위가 있는 현

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242) 권리 주체가 침해로 인

해 겪은 불이익으로 총재산의 차익으로 본다.243) 실제 가정적 총재산의 

가액으로부터 현재의 총재산의 가액을 공제함으로써 손해를 산정한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

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244)

나. 손해의 발생

(1) 서설

239) H. Koziol(주 105), no. 9/17.

240) H. Koziol(주 105), no 5/6 (“the term "damage" is certainly no natural

term in any sense predetermined by the law, but rather a legal term”)

241) Lange/Schiemann(주 237), S.28.

24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112면

243) 윤석찬, “신체 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법조 2009․

7(Vol.634), 97-98면.

24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102 -

언제 손해가 발생할 것인가? 독일 민법 제199조 제1항에서는 “청구권

이 성립하는 날”(der Anspruch entstanden ist)로 보고 있다.245) 프랑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최초의 손해 또는 가중된 손해의 확정”때

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246) 네덜란드 법 (Art. 3 : 310 [1] 

BW)에 따르면, 시효기간 (5년)의 개시는 손해배상청구의 피해자가 손해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영국 시효법도247)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

부터 시효가 진행된다.248) 규정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손해의 발생

을 전제로 하고 있다.249)

그런데 이상의 경우는 청구권이 행위시와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를 예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위와 손해사이에 이격이 발생하는 경우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할지 쟁점이 된다. 

(2) 비교

독일 민법 제199조에서는 채권자가 청구원인에 관해 인식하자마자 시

효는 진행된다. 손해의 발생은 손해단일성의 원칙(Grundsatz der 

Schadenseinheit)에 근거한 손해의 결과가 있을 경우 전체 행위에 기초

245) Reinhard Zimmermann 교수는 이 ‘손해 발생’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으로 삼는 것 역시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의 하나의 사례

로 본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 34.

246) sec2 Art 2226. France code civil.

247) sec. 2, 11 (4) (a), 14A (4) =the date on which the cause of action

accrued; Limitation Act 1980.

248) Reinhard Zimmermann(주 91), p.110.

249) 비슷하게 벨기에는 시효를 손해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실행되지 않는 한 소

멸시효에 대한 치명타(deathblow)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rt. 2262 bis

Belgian Civil Code §1. 모든 개인적인 소권은 10년으로 한다. 제1항 외, 계약

상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위한 모든 소권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

자의 신원 및 그 ‘손해 또는 악화를 알게 된 날 다음 날’부터 5년 후에 금지

된다. Matthias E. Storme, “Constitutional review of Disproportionately

Different Periods of Limitation of Actions (Prescription)”,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Issue 1, (1997) 5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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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손해는 최초 손해가 발생한 때 일어난다고 본다.250) 다시 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가 이미 발생한 손해에서 

예상 가능한 손해인 경우에는 처음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하게 된다.251) 뒤이어 발생하는 손해는 독립적으로 시효의 대상이 되

지 않고 단일한 손해로 보아 동일한 시효의 제한을 받게 된다. 각각의 

손해 시기는 그 손해가 예견되는 한 첫 번째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미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252)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행기

를 손해 발생일로 간주한다.253)

앞서 보듯이 손해가 예견가능하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손해(noch 

unbekannter Schadensposten)라 할지라도 예측가능하여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한 최초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예측가능성에 대해선 

평균인의 관점에서(eines durchschnittlichen Betrachters) 손해가 예측

가능한지 판단한다.254) 반대로 위법행위가 손해를 야기했는지가 불분명

한 경우엔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청구제기 가능

성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손해(noch unbekannter 

Schadensposten)와 관련하여 시효를 막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다.255) 예

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후의 문제를 밝히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증

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해배상하기 전에 비용이 증가하면 그에 상응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256)

250) MüKoBGB /Grothe BGB(주 184), §199 Rn. 4, 5

251) RGZ 83, 354 ( 360 ); 87, 306 ( 312 ); BGHZ 50, 21 ( 24 ) = NJW 1968,

1324 ; BGH NJW 1986, 1162f .; 1991, 2833 ( 2835 ); 1998, 1303 ( 1304 );

NJW-RR 1998, 742 ( 743 ); MüKoBGB/Grothe BGB(주 184), § 199 Rn. 9.

반대 견해는 Staudinger/Peters/Jacoby BGB (2014) § 199 Rn. 47.

252) MüKoBGB/Grothe BGB(주 184), § 199 Rn. 9.

253) 그러나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특히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전에도 청구 가능

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해 시효는 진행할 수 있다. MüKoBGB/Grothe BGB

(주 184), §199 Rn. 4.

254) MüKoBGB/Grothe BGB(주 184), §199, no. 11; OLG Cologne NJW-RR

1993, 601 ; OLG Hamburg VersR 1978, 546

255) BeckOGK/Riehm, 1.4.2019, BGB § 280 Rn. 311

256)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된 금액만을 청구하는지 또



- 104 -

그러나 이 원칙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히 불법행위 영역에선 (BGB 

§823조) 채권자의 인식에 관해 인식가능성을 쉽게 인정하여 시효 기산

점을 앞당길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257)258)

프랑스의 입법은 이와 대비된다. 프랑스는 구 민법 제2262조의 장기

시효 30년에 대해서 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손해가 발생한 

때’로 보았고 개정 프랑스 민법 제2226조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의 기

산점 기준으로 ‘손해의 확정(la consolidation du dommage)’때부터 진행

한다.259) 피해자의 입장에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 가해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것인지를 알 수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260) ‘확정’은 피

해자의 상황이 최악의 손해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므로 특히 객관적 장기

시효에서 모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작된다.261)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는 손해 전체를 포함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전체 손해

를 청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므로 이후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에 적용을 받는

다. MüKoBGB/Grothe BGB(주 184), §199 Rn. 12.

257) 예측가능성은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모든 상해의 경우 손해가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예측가능성을 너무

넓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상해 관련 합병증의 예측 가능성은 의학적 예후에

따라 매우 비전형적인 것으로 보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MüKoBGB/Grothe BGB(주 184), §199, Rn. 11

258) 그럼에도 이 원칙이 신속한 소제기를 통하여 소송을 촉진시키고 채권자에

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개정 독일 민법 제199조 주관주의 기산점 체

계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입법부는 분명히 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을 허용

하는 제199조 (1) (2) 항에 이 원칙은 개정되기 이전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MüKoBGB/Grothe BGB,(주 184), §199 Rn. 9.

259) 비슷하게 스위스도 총 손해 중 마지막 예측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부

터 시작된다. 이 점은 프랑스와 동일하다. 다만 장기시효에 대해선 손해를 야

기한 사건(event)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프랑스의 장기시효에서 손해의 확정

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Art. 60 I Federal Act on the

Amendment of the Swiss Civil Code Part Five: The Code of Obligations

260) 이 역시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 and actioni

non natae non praescribitur에 속한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p.44-45.

261) Cass. civ. 2e 4 Mai 2000, Bull. civ. II, no. 75; Cass. civ. 2e 11 Jui 2002,

Bull. civ. II, N°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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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제 평가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는 점에서 앞서 독일의 ‘예측 가능할 때’와 구별된다. 

(3) 소결

현재의 법률체계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보

다는 ‘손해의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을 ‘불법행위 그 당시(the act giving rise to liability)’로 할지 

‘손해 발생시(moment when the damage occurs)’로 볼 지에 대하여 손

해보다 손해를 야기한 ‘행위(the damaging event)’에 초점을 두면 손해

배상을 받을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절차적 기회를 소실될 가능성이 크

다. 누구도 잠재적 손해에 기초해서 소제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손해 발생’이 아닌 ‘손해 발생이 예측될 때’는 불법행위와 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권리행사가 배

척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판례 역시 손해가 가해 행위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 손해발생시

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시’가 

그 손해의 발생이라고 보았다.262) 손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제척기

간의 완성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가혹하다는 점과 손해의 

성질상 채무자인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

을 이유로 들었다.263)

262) “몸에 축적되는 물질로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질병처

럼 손해의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 시효 기산점이 된

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해 행위에서 장기간에 거쳐 손해가 발생하

는 사안의 경우, 일본 민법 724조 후단의 적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그 기산점

으로 하는 판례는 最判, 平成16年4月27日 民集 58巻 4号1032頁; 最判, 平成16

年10月15日 民集 58巻７号 1802頁; 最判 平成 18年6月16日 民集 60巻 5号

1997頁; 最判, 平成 21年 4月 28日 民集 63巻 4号 8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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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청구권이 성립하는 날”(der Anspruch 

entstanden ist)”은 손해의 발생이 요건임을 법조문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시효는 손해배상을 야기하

는 ‘행위시’나 ‘손해가 예측될 때’가 아닌 ‘손해가 발생했을 때’264)에만 

진행되어야 한다.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가. 정의

앞서 보았듯이 영미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이 발생했을 때’부터로 규정되어 있다.265) 이에 대해 discovery 

rule(이하 발견주의)이란 청구원인의 발생(accrual)을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송제기가 가능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기산점 체계

로266) 1970년대 영미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피해 당일(date-of-injury rule of accrual)267)에 ‘청구의 원인’이 발

263) 松本克美 교수는 가해행위와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경우에는 가

해행위시에 시효가 시작되나 가해행위에 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손해

발생시’로 보아 결국 손해발생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松本克美(주 234),

87-88頁.

264) 네덜란드 대법원은 3:310의 통상의 5년의 시효규정에 대하여 “5년의 시효

기간의 시작을 위해선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실제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았

다. Voor het aanvangen van de vijfjarige verjaringstermijn is hier dus in

elk geval vereist dat daadwerkelijk schade is ontstaan. HR, 10 October

2003, Nederlandse Jurisprudentie (NJ) 2003, 680

265) 예를 들어 위스코신 주 법령엔 Wis. Stat. 893.04 Computation of period

within which action may be commenced.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escribed by law, a period of limitation within which an action may be

commenced is computed from the time that the cause of action accrues

until the action is commenced.

266) Hammer v Hammer 142 Wis.2d 257 (1987)418 N.W.2d 23 ; Des Rosiers

(주 107),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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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고 보는 것은 교차로 충돌, 과실, 낙상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청구

원인에서 출발했다.268) 대부분의 청구원인은 전형적인 고의나 과실의 불

법행위에서 피해 당시에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청구의 모든 요소가 그 당

시에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위, 피해, 피해의 원인, 피고의 신

원 등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의 발견’은 원래의 위법 행위를 둘러싼 상황

에 내포되어 있다.269) 권리자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피해와 가해자 행위

와의 인과관계를 알기 때문에 손해가 피해 당일(date-of-injury rule of 

accrual)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

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960년에 들어 청구원인이 피해 당일(date-of-injury rule 

of accrual) 에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불

법행위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채권자의 지연된 발견(delayed 

discovery)’이라는 개념으로의 도입을 요구받게 된다. ‘지연된 발견

(delayed discovery)’이란 원고가 피해 사실과 그 피해가 피고의 위법행

위에 기인함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 가능했을 때’부

터 청구원인이 발생하여 이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한다.270)  

나. 발견주의의 내용

   모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최소한 3단계의 불법행위, 인과

관계 및 피해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 없이 불법행위에 근

267) 피해(injury)에 대한 번역으로 부상(負傷), 불이익, 상해, 손해, 침해, 피해

훼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라고 이하 서술한다. 법제처,

법령용어한영사전, 2009 참조.

268) “Developments in the Law: Statutes of Limitations”, 63 Harv. L.

Rev.(1950) pp.1212-1213.

269) Christine M. Benson(주 146), p. 787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270) Melissa G. Salten, “Statutes of Limitations in Civil Incest Suits:

Preserving the Victim's Remedy”, 7 Harv. Women's L.J. 189 (1984),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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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피해 없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주장될 수 없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그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면 불법행위와 결과적으로 피해사실 모두 발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

가 발생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은 없다.271) 그러면 피해란 

무엇인가?

(1) 피해(injury)

   불법행위의 청구원인에 대해선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시효 기산점을 

상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권리행사하려면 청구원인의 모든 요

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➀ 행위시(the time of the negligent act or omission)  

➁ 피해 발생시 (the time of injury) 

➂ 피해 발견시 (the time of discovery of the injury)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 특정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

상을 입거나 오염된 음료를 섭취한 후 질병 등 피해가 나타나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는 시점이 아닌 ➁ 피해 발생시 (the time of injury)에 시

효가 시작된다. 이 경우 ➀ 행위시 = ➁ 피해발생시 =➂ 피해 발견시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불법행위 사례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피해가 나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271) 모든 불법행위에는 최소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 ➀ 불법행위로서

의 고의·과실 행위 또는 의무 위반, ➁ 그 원인 및 ➂ 금전적 손해로 나타나

는 피해가 그것이다.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해악도 없고 배상받을 것도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이 없다. 청구원인은 피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

제는 무엇이 피해이고 언제 의료과실 소송에서 피해는 언제 발생하는가에 있

다. Peterson v. Roloff 57 Wis. 2d 1, 7-17, 203 N.W.2d (1973)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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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이물질(foreign object)-의료과실 소송

   의료소송에서 이물질이 남겨진 경우 의사의 행위와 이물질이 신체에 

남겨진 피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의사나 환자 누구도 이물질에 대

해 알지 못하고 어떠한 통증이나 자각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환자 몸에 남겨졌을 때 피해는 발생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쳐 피해를 인식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결국 ① 행위시 = ② 피해 발생시 ≠ ③ 피해 발견의 경우에 해당한다. 

   Huysman v Kirsch 소송에서 원고는 수술 당시 그녀의 몸속에 플라

스틱 튜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272) 법원은 전통적으로 행

위시에 피해가 발생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해왔다. 이에 따

르면 시효는 이미 경과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통적인 해석

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해를 발견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사례 2: 잠재적 손해(latent damage)-석면(asbestos) 

   대부분 피해가 나타났을 때 손해도 분명해진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손해가 나타나기 전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

우가 있다. 잠복기를 갖거나 진행성 질병의 경우에273) 피해자가 피해 원

인을 알기도 전 또는 피해를 발견하기도 전에 청구가 시효로 인해 배척

되는 경우가 생긴다. 석면이 대표적이다. 이때 손해의 발생 시기를 언제

로 할지가 관건이다.  

   잠재적이긴 하나 피해를 처음 접촉한 때부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272) Huysman v. Kirsch, 6 Cal.2d 302(1936)

273) 잠행성(insidious-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질병)질병과 잠재적

(latent) 질병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없기

에 잠재적 손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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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피해가 누적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났을 때

일지 문제가 된다. 석면 손해의 특성상 최초 노출로 인해 석면폐증에 걸

렸다고 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는 점증되어 손해로 나타

나고 발견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출의 유해한 결과가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해 물질의 축적된 효과가 나

타날 때(the time of manifestation)에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

다.274) 따라서 석면이 처음 노출된 행위시와 피해의 발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① 행위시 ≠ ② 피해 발생 = ③피해 발견시에 해당한다. 

사례 3: 사기(fraud)

사해 및 신뢰 위반과 같은 특정 유형의 위법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인

해 행위 시에 피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원고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

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성질상 피고가 불법행위의 완성을 

위해 제소기간을 도과하게끔 만들어 결과적으로 시효가 경과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선의(ignorance)가 지속된다. 

이러한 가해자의 사해 및 신뢰의 위반에 대해선 시효의 예외를 두는

데 형평성(equity)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적 구제

를 위하여 원고가 이를 알 때까지 시효가 연기된다. 따라서 피고의 사해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채권자가 청구원인을 알지 못하는 데에 정당화할

만한 선의(ignorance)로 보아 피고의 시효 경과 주장은 배척된다.275) 피

고의 사해 행위시 피해가 발생하나 이를 원고가 발견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 예로 ① 행위시 = ② 피해 발생시 ≠ ③ 피해 발견시가 된다. 

274) 캘리포니아 상소 법원은 원고가 실리콘 폐 질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원인인 피해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으

며 ‘피해가 나타난 날’은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배상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Associated Indem. Corp. v. Indus. Acc.

Com 124 Cal. App. 378 (Cal. Ct. App. 1932)

275) Development(주 268),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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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견

   발견주의는 다음을 원고가 발견하여야 한다.

① 청구원인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은 무엇인가?

② 언제 원고에 의해 사실이 발견되었는가?

③ 합리적인 주의의무로  주요 사실은 발견될 수 있을까?

   주요 사실은 가해자의 신원, 상해나 피해사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을 말한다.276) 여기서의 발견은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촉발하는 사

건(event)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

해’와 ‘피해의 원인’에 대한 발견까지(awareness of the harms) 하여야 

한다.277)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와 피해의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다.278)

(3) 합리적 주의의무

   발견주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가진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발

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채권자

의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한다는 의미이

다. 채권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이

때 주의의무는 주관적 주의의무가 아닌 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279)

276) sec 14 in Limitation Act 1980 참조.

277) Elizabeth Adjin-Tettey/Freya Kodar(주 161), p.103

278) Christine M. Benson(주 146), pp.785-786.

279) 예를 들어 주요 사실인 피해는 그러한 자연적 피해보다 피해자의 피해 인

식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따라

서 피해자는 자신의 소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그의 인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A v. Hoare [2008] UKH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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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평균인의 관점에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에 대한 

인식가능성(발견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자기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였다고 그때

부터 시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280) 이것은 채권자의 주관적 신념으로 

채권자의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 과실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채권자가 인

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81) 따라서 청구원인은 피해자가 객관

적으로 피해사실을 통보받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진 평균인 입장에서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다. 발전 방향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i) ‘명

확성(clarity)’- 분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i) ‘즉시성

(immediacy)’-가능한 한 청구를 야기하는 사건에 근접해야한다  (iii) 

‘형평성(equity)’-잠재적 청구자가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불법행위 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청구원인의 발생(accrual)

을 피해 당일(date of injury=the  wrongful event)로 ‘발생주의’라고 한

다면 채권자가 발견한 날은 ‘발견주의(discovery rule)’로 대비될 수 있

다.  세 가지 기준에 의할 때 발생주의가 명확성과 즉시성에선 우수하나 

불법행위와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the wrongful event and 

the resulting damage are not contemporaneous) 즉시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발견주의는 세 가지 기준 중 형평성을 만족시킨다고 

280)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참조.

281)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피해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의사로부터 진단받았을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때부터 시효는 시작된다. Hansen 소

송에서도 IUD를 체내 삽입 후 여러 증상을 겪었는데 이를 위장병으로 진단

한 경우와 골반염으로 진단한 경우가 있었고 골반염으로 진단하여 IUD 피해

를 발견한 때부터 시효는 시작된다고 판결했다. Hansen v. A. H. Robins

Co., Inc., 113 Wis. 2d 550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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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mmission는 평가하고 있다.282)

   앞서 본 바대로 발견주의는 영미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시효 기산점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결과가 정의와 형평법

(equity)에 위반될 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으로 발전해왔다. 채권

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사기나 사해적 은폐행

위 외에도 의료과실 소송을 비롯하여 회계사, 건축가, 변호사 등 업무상 

과실 소송,283) 제조물 책임소송에 발견주의가 확대 적용되었다.284)잠재

적 손해에 이어 아동 성학대 사건285) 등 발견주의(discovery rule)의 영

역은 공정성(fairness)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확장되고 있

다.286)

   

라. 발견주의(discovery rule) 적용 사례

   다음은 청구원인을 기존의 발생주의로 해석할 때 정의와 근본적 공정

성이나 손해의 공평·타당 법리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로 ‘발견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례이다.287)

282) 따라서 신체 상해(후유증이나 나중에 확대 손해 등)와 잠재적 손해 같은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발생주의(the cause of action accrual test)가

아닌 발견주의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Law Commission 의견이었다.

NH Andrews, “Reform of Limitation of Actions: The Quest for Sound

Policy” (1998) 57 Cambridge LJ, pp.599-601.

283) Neel v. Magana, Olney, Levy, Cathcart & Gelfand, 6 Cal.3d 176(1971)

284) 대표적인 예가 Hansen v. A.H. Robins Co. 소송이다.(제4장 제1절 미국

나. Hansen v. A.H. Robins Co. 소송 참조) 원고가 피고가 제조한 물품을 체

내에 삽입 후 각종 질환에 시달려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법원은 석면소송

이나 의료과실 소송에만 발견주의를 적용한 것을 확대하여 제조물 소송에도

적용하였다. 행위자가 의료 제공자가 아닌 제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발견주

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Christine M. Benson(주

146), p.777.

285) Hammer v Hammer 142 Wis.2d 257 (1987)418 N.W.2d 23.

286) NH Andrews(주 282), p. 595.

287) Melissa G. Salten는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 사례를 모두 제4유형으로 나

눠서 발표했는데 이를 실어둔다. Melissa G. Salten(주 270),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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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한 건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채권자

가 피해 원인이 되는 질병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2)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각하지 못하는 병적인 피해의 경우, 채권

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깨달을 때

(3) 채권자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청구원인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채무자의 사해적인 은폐와 관련 있을 때.

(4)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고는 있지만 피고의 행위나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발견주의(discovery rule)는 채권자가 피해를 알기도 전에 청구가 금

지되는 불공정성이 때 늦은 소송 제기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손

해가 발견되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로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

행하는 원칙이다.288)채권자의 인식이나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시효 기

산점의 변동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한다.

3. 신체상해와 최장기간(long-stop)

가. 문제제기

   현대의 시효법은 주관주의 기산점인 일반 시효 기산점의 기준과 병용

하여 객관적 최장기간(ultimate limitation periods)이 규정되어 있다. 채

무자는 증거 보전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채권자의 근거 없는 주장

288) The discovery rule should be adopted only when the risk of stale

claims is outweighed by the unfairness of precluding justified causes of

action. Tyson v. Tyson, 107 Wn.2d 72 (1986)727 P.2d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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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시효의 진행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객

관적인 기간을 요구한다. 한편 시효제도는 채권자로 하여금 청구권 행사

를 가능한 신속하게 제기하는 동기를 부여한다.289) 시간 경과의 확실성

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최장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때(행위 시)’

부터 진행하여290) 주관주의 소멸시효 체계를 제어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291)  

   문제는 최장기간을 둘 경우 잠재적 손해 등 미래의 환경소송 등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발견하기도 전에 최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의 성학대, 석면폐증, 환경 소송 등 생명·신

체 침해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미쳐 손해의 합리적인 발견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최장기간이 경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292) 특히 비교적 짧은 최

장기간(ex 10년)의 경우 생명·신체 침해 소송의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293) 생명·신체 법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장기시효를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나. 장기시효에서 ‘손해 발생’에 관한 논쟁

   일반적으로 불법행위(delict)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할 때부

터  시효는 진행한다. 그런데 손해의 발생이 전제 요건임에도 장기시효

의 경우 시효의 기산점을 ‘행위 시’로 보아 손해가 때때로 가해 행위(신

289) H. Koziol(주 105), no. 9/31

290) 이행기(due date)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정지에 따른 기

간의 연장에 따른 방법이나 별도의 기간의 규정과 관계없이) 최장기간인 장

기시효의 기산점으로도 부적절하다. 불법행위 후 수 십 년이 경과하여 잠재

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장기간(long-stop)이 연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p.109.

291) Des Rosiers(주 107), pp.106-107.

292)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이나 HR 28 April 2000, NJ

2000, 430.네덜란드의 석면소송이 그러하다.

293) Reinhard Zimmermann(주 91),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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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완전성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지 수년 후나 수십년 후에 

발생하였을 때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분쟁을 야기하는 시효정지에 의존하지 않고 소

멸시효에 매달리는 것이다.294) Zimmermann 교수도 손해가 발견되지 않

는 한 시효를 정지함으로써 채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수용한다면 이것

은 작동하지 않는 장기시효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반적 주관적 기산점체계

의 발견가능성(discoverability)이 가지는 태생적인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 장기시효는 ‘불법행위시’부터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295)

   독일 민법 역시 30년 장기시효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 또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 피해를 야기한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

고 스위스 법에서도 10년의 최장기간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로 명시하여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296)

   이에 대해 Koziol 교수는 장기시효의 기산점이 ‘행위 시’라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297) 그는 장기시효도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는 일정 시간 후에 그의 청구는 소멸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반하여 

청구자가 자신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채무자는 그것을 예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손해발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의미와 본질적 가치를 이 용어

에 투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가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기본 

가치 즉 불법행위 기준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불법 

책임의 근거가 충족되었을 때 가해자가 궁극적으로 손해를 담보하는게 

294) Jan Luckey, Verdamp lang her, verdamp lang? Haftungsfalle Verjährung

im Personenschaden SVR 2015, 41 ff.

295) Reinhard Zimmermann(주 91), pp.106-107

296) H. Koziol(주 105), no. 9/18-9/19.

297) 현행 BGB의 보호 법익에 따른 손해의 구분은 사법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기본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정으로 평가한다. H. Koziol(주

105), no.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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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비난할 근거가 없다면,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없어 소제기를 하였는데 단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고 가해자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298)

   최장시효 기간인 30년도 경과한 후에 누적된 화학 물질이나 방사선

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청구가 왜 배척되어야하는지

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 이는 장기시효의 단점이기도 하

다.299) Koziol 교수는 소멸시효 제도에서도 가치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300)“실제로 불법행위의 기본 가치의 구현, 즉 책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가 불이익을 굳이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없고 부당

한 행위로 손해를 야기한 자에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에서 시효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에 기초했기 때

문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훨씬 더 나은 것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객관적인 장기 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더 나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301)  

   그러므로 Koziol 교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청구도 발생

할 수는 없으며 시효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최장기간을 나타낸 만큼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302)

다. 각국의 입법 현황

298) H. Koziol(주 105), no. 9/24

299) H. Koziol(주 105), no. 9/21.

300) H. Koziol(주 105), no. 9/29.

301) H. Koziol(주 105), no. 9/24

302) 장기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의 기준은 최소한 청구권 성립과 이에 대한 (채

권자의) 인식이 전제되었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도 요구된

다. H. Koziol(주 105), no. 9/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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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영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효에 

관한 유연한 태도는 잠재된 손해인 환경 소송에 대응해서 진화해왔다. 

1997년 최장기간에 대한 시효 적용에 있어서 영국 법률위원회는(British 

Law Commission)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는 30년, 그밖에 다른 청구는 

10년으로 구별하여 생명·신체 상해에 대한 법익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 2001년에는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대해

서는 최장기간(long-stop)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으며 현재 영국 

시효법은 이를 따르고 있다.303) 석면처럼 잠복기가 긴 손해배상청구나 

성 학대 소송에 대해서는 30년의 최장기간도 경과되기 십상이기 때문이

었다. 이 조항은 오직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근거한 청구에만 적용이 

된다. 또한 청구와 관련하여 최장기간을 배척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

다는 주장 책임은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권

리는 피해자가 손해와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신원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주관주의 기산점과 이러한 손

해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 시효가 완성되는 

최장기간의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최장기간은 이종으로 나뉘어 일반적

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0년과 공기, 물, 토양오염 등 위험물질로 인

한 환경 피해의 경우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304)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에 관하여는 최장

303) Limitation Act 1980 Sec 14 B. Reinhard Zimmermann(주 145), p.38 ;

Eleanor J. Russel, “Reform of Limitation in Personal Injury Actions”, 12

Edinburgh L. Rev. (2008) pp.262-263.

304) Art 3:310 (1) (2) Dutch Civil la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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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적용되지 않고305) 일반 규정인 주관주의에 의한 5년의 기간만 

적용된다.306) 2004년 시행된 네덜란드 민법은 소급효가 없어 20세기 후

반에 제기되었던 석면 관련 소송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 올 

미지의 환경소송이나 위험 물질 소송을 목표로 한다.

(3) 프랑스 

   앞서 보았듯이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관한 특별시효 규정(프랑스 

민법 제2226조)으로 10년 또는 고문, 야만행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침해로 야기된 손해의 경우 20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 제2232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제2226조(신체적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신

체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최장기간을 배제하고 있다.307)

   2008년 프랑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파기원은 구 프랑스 민법 제

2270-1조의308) 최장기간을 사람의 생명·신체상해에 적용하는 경우 손

해가 나타나는(la manifestation du dommage) 데에 그치지 않고 ‘손해

가 확정(la consolidation)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309)

305) 이 새로운 규칙에 대한 초안은 피해가 아직 발견될 수 없었던 시기에 석면

피해자들의 청구가 최장기간에 의해 배척된 수많은 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1999년에 제출되었다.

306) Art 3:310 (5) Dutch Civil law 제1항 및 제2항과 반대로, 상해 또는 사망

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가 손해 및 책임이 있는 사람

의 신원을 알게 된 날 다음 5년 경과시 만료된다. 피해자가 피해 및 책임이

있는 사람의 신원을 알게 된 날에 미성년자인 경우, 그 권리는 성년이 된 후

그 다음 날부터 5년 경과시 만료된다.

307) Chap III Sec 1 : Art 2232 France code civil 참조.

308) Article 2270-1 (Loi nº 85-677 du 5 juillet 1985; Loi nº 98-468 du 17

juin 1998) 계약 외의 손해배상의 소권은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가중이 나

타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Les actions en responsabilité civile

extracontractuelle se prescrivent par dix ans à compter de la

manifestation du dommage ou de son aggravation.

309) 이 사건은 피해자는 1980년 교통사고를 입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은 있

었으나 피해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중증 악화 손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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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의 확정(la consolidation du  dommage)’은 개정 프랑스 민법 

제2226조에서 특별 장기시효 요건으로 추가하였는데 기산점을 과도하게 

늦춘다는 비판까지 일었다.310)

   개정된 프랑스 민법 제2232조에서는 나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상해

에 대해선 최장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하여 명실 공히 사람의 생

명·신체 침해에 관한 법익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하여 최장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규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국가는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

에 관하여 최장기간 적용 배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

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의 침해에 관하여 최장기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1) 사실관계

   스위스인 1946년생 Hans Moor는 Maschinenfabrik Oerlikon(현재 

Alstom SA)에서 근무했는데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석면

에 노출되었고 2004년 5월 그는 폐암(중피종 흉막)을 진단받았다. 법정 

1996년 이에 대해 보험 재개를 요청하였는데 시효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

해자의 신체 상해의 손해가 확정(la consolidation)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고 판단하였다. Cass. civ. 2e 4 Mai 2000, Bull. civ. II, no. 75 N° de

pourvoi: 97-21731

310) Reinhard Zimmermann(주 145),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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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공급자인 스위스 사고 보험회사(Swiss Caisse suisse d' 

assurance en cas d' accident 이하 CNA)은 의료 비용 및 장례비,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CNA는 Hans Moor에 대해 직업병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

나 2005년 10월 Hans Moor는 금전 및 비 금전적 손해를 법원에 청구

하였다. 피해자인 원고는 자신의 고용주가 상시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노

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1월 Hans Moor는 58세로 사망했다. 스위스 

연방 최고 법원은 1965년부터 1978년까지의 석면 노출로 인한 손해배

상 청구가 스위스법의 절대적인 최장기간(absolute Verjährungsfrist)인 

10년이 경과되었고 석면 노출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청구를 기각

했다. 유족 등은 2010년 8월 4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2) 유럽 인권재판소 판단

   유럽 인권재판소 제8부는 스위스 시효 법령과 재판받을 권리

(EMRK)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311)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312) 그 성격상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은 개인 권리의 본질에 영향

을 미치는 데까지는 제한될 수 없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EMRK) 

제6조 역시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이 정당하고 사용수단과 추구되

는 목적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그러한 제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목표, 특히 법적 확실성의 유지를 

추구하는 시효가 포함된다.

311) EGMR: Verjährung von Schadensersatzansprüchen wegen

Umweltschäden(NVwZ 2015, 205)

312) NVwZ 201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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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 관련 질병의 잠복 기간은 수십 년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가

능한 스위스 법과 스위스 연방 판례법에 따라 석면 먼지에 노출될 때

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시작되므로 시효가 항상 경과한다. 그 결과 

석면 피해자가 자신의 청구를 객관적으로 알기도 전에 시효 법령에 의

해 청구가 배제되어 손해배상 청구는 가망 없는 것이 된다.

4. 시효를 기산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에 본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법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시효의 

적용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다.313)

 

(3) 판결의 의의

   재판소의 난제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스위스법 장기시효 10년을 적

용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배척할 것인가에 있었다. 석면 관련 질병의 

잠복 기간은 수십 년이 될 수 있으므로 석면 피해자 자신이 청구원인을 

객관적으로 알기 전에 해당 스위스 법과 스위스 직업 안전 보건법에 따

르면 피해자가 ‘석면에 노출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배

상청구는 시효가 경과된다. 1989년 스위스에서는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으나 앞서와 같은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배제되는 문제점에

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시효를 개정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알 수 없음에도 시효로 제한하

는 것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사람의 

313) 편집자 지침에 따름. EGMR (II. Sektion), Urt. v. 11.3.2014 – 52067/10,

41072/11 (Howald Moor ua/ Schw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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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잠복기가 갖는 특수 유형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가 인식하기 전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척하면 공정한 재판받을 권

리 제6조에 위반됨을 보여준다.314)

   이러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독일에서 잠복기를 갖는 환경소송

에 대한 장기시효와 관련하여 변화를 시사한다. 독일 민법 BGB 199Ⅱ항

을 적용하면 일견 50년까지의 잠복기를 가지는 석면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알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가 최장시효기

간을 30년을 넘을 수 있다. 문제는 장기시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

다. 

   독일도 석면과 같은 잠복기를 갖는 환경소송에 대해서는 시효의 기산

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

다.315)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려면 BGB 199Ⅱ항의 장기시효는 

배제되어야한다.316) 이에 대해 독일 민법 BGB의 개정 없이 §206 BGB

(불가항력으로 인한 정지(höhere Gewalt)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는 견해가 있다.317) 이 견해는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에 한정하여 장기

시효(long-stop)에 대해 불가항력을 통한 정지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마. 소결

   채권자의 이익은 일반적 소멸시효 기준인 주관적 기산점 체계인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 criterion) 적용으로 고려한다.318) 한편 객관적 최

장기간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일정 단계에 들어서면 채무자가 과거의 일

314) NVwZ 2015, 205.

315) BeckOGK/Spindler, 1.7.2018, BGB § 823 Rn. 760

316) Korves: Ewiges Recht? Zur Anspruchsverjährung bei der Haftung für

Umwelteinwirkungen NVwZ 2015, 200(201)

317) NVwZ 2015, 200.

318) Reinhard Zimmermann(주 91),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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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멸시효의 균형을 만

들어준다. 그런데 오늘날 그 균형은 결과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고도의 인격적 법익인 생명·신체 상해에 대해 장기시효로 제한할 경

우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는 현실적 고민이 따른다. 앞서 최장기간에 대한 손해 발생을 전제할 것

인지의 논쟁과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장기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규정을 보았다. 또한 입법의 흠결의 경우 판례에 의해 배척되는 사

안을 확인하였다. 

   장기시효에 대해서 여전히 ‘손해의 발생’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으나 

적어도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선 장기시효

를 배제하는 것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319) 즉 고도의 우월적 법익

에 대해서는 일반적 재산 법익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최장기간을 이유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배척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320)321)

Evelien de Kezel 교수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최장기간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그 적용이 채권자에 대한 정의의 부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22)

319) 석면과 같은 질병의 잠재적 손해관련 소송에는 최장기간으로 담보되기도

어렵고 반면에 최장기간은 유효적절한 소송으로 이용되기엔 너무 장기간이어

서 생명·신체 침해소송에서는 최장기간을 폐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53.

320) 사법재량에 맡기는 경우 시효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와 최장기

간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특정 사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57.

321) 한편 유럽계약법 기본원칙의 초안자인 Reinhard Zimmermann 교수는 여기

에서의 시효정지는 최대기간에 적용되지 않아서 최대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말한다. 유럽계약법 기본원칙에서 사용된 시효의 최대기간(Maximum

period)은 정지, 중단, 갱신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효의 최대기간과 최장기간(long-stop)의 구별을 요한다. Art. 14:307 PECL

참조.

322) Evelien de Kezel, “Problematiek van verborgen letselschade en verjaring:

reflectie over een speciale vergoedingsregeling n.a.v. zgn.

'asbestschadevorderingen'”, Tijdschrift voor privaatrecht (TPR) 2004, 12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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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 적어도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

(personal injury claims)에 대해서는 장기시효에 구애받지 않는 추세이

다. 결국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personal injury claims)에 관한 손해배

상 청구에서는 채권자의 인식(knowledge)을 기반으로 한 주관주의 기산

점 체계를 그 중심으로 두고 있다 할 것이다.323)

제 3 절 민법 제166조 검토 

1.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제166조 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

가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대 해석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권리

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제166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다음의 연혁적 고찰을 통하

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검토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가. ‘contra non valentem’의 연혁 검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계수했는데 일본의 의용민법 제166조 제1항

은 Boissonade 민법 초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324) 이 초안은 ‘contra 

323) Reinhard Zimmermann(주 14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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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시효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

다.325) 따라서 ‘contra non valentem’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권리행사

가 가능한 때’에 대한 기본 법언이라고 할 수 있다.326)

1804년 프랑스 민법 제정 이전엔 ‘contra non valentem’은 여러 법언 

중의 하나였다. 형평(l'équité)에 기초한 이 법언은 ‘시효 중단을 위한 소

도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예시가 혼인한 여성

이었다.327) 혼인한 여성의 소제기는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

에 해당한다.328)

324) 椿寿夫(주 228), 429頁 참조.

325) 일본 민법 담당자였던 梅謙次郎도 제166조 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서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보았다. 香川崇, “消滅時効の起算

点・停止に関する基礎的考察－フランス法における 訴えることのできない者に

対して時効は進行しない（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

o）の意義”,富山大学紀要、富山大学経済論集 第54巻 1号、2008, 70頁.

326)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아직)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추정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 이익을 항상 포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기한을 포

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 면책조항은 시효에서 장

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ustave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commentaire, p.938.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9608463n/f962.image

327) 香川崇교수는 시효정지 사유를 다음으로 분류하여 ① 혼인한 여성의 경우

만 법언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의 적용이 된다고 보았다.

남편은 남편의 고유 재산의 관리·처분권 및 공동재산의 관리 처분권과 아내

의 고유 재산의 관리 권한을 갖는데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아내의 고유재

산 또는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아내의 제3자에 대한 소제기에 관해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 근거를 위 법언에서 찾고 있다.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매도자로

담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내는 정신적으로 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라는 점이다. 그러나 ② 미성년자의 재산 ④ 채권자의 부재 ⑤ 채권자가 채

권발생을 알지 못하는 경우(l'ignorance) ⑥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제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in integrum restitutio’(원상회복 절차)의 법

언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③ 조건이나 기한을 갖는 채무는 ‘actioni non natae

non praescribiter’(발생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법언이 적용

된다고 보았다. 香川崇(주 325), 76-86頁.

328) Charles AUBRY et Frédéric-Charles RAU도 프랑스 구 민법 제2257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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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건이나 기한부 채무는 ‘actioni non natae non praescribiter’

(발생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언에 바탕을 두고 있

어 앞서 ‘contra non valentem’ 구별이 된다.329) 조건이나 기한부 채무

의 경우에 현실 이행의 소는 불가능하지만 보존행위로서 기한의 도래나 

조건 성취에 따른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330)

그런데 프랑스 민법 제정 이후 각각의 시효정지 사유가 프랑스 제정

민법에 포함되고 난 뒤에도331) 프랑스 법원은 사안에 따라 ‘contra non 

valentem’ 법언을 적용하여 시효정지를 인정하고 있다.332)333) 그렇다면 

조건이나 기한부 채무에 대하여 ‘actioni non natae non praescribiter’(발생하

지 않는 권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의 법언을 나타낸 것이고 ‘contra 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는 법률상 장애(법률규정과 약정에

의한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경우로 나눠 보았다. 반면 Jean CARBONNIER

는 법률상 장애까지 ‘actioni non natae non praescribiter’에 속하고 사실상

장애의 경우에만 ‘contra non valentem agere’에 속한다고 보았다. 香川崇,

“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に関する基礎的考察”, 富山大学経済学部富大経済論集

第54巻 第3号, 2009, 61-66頁.

329) DOMAT도 ① 혼인한 여성의 경우에만 ‘contra non valentem’ 법언이 적용

된다고 보았다. ③ 조건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는 조건의 성취까지 권리

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행이 가능(exigible)한 시점, 즉 조건

성취 때부터 시효의 진행이 시작하여 법언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② 미성년

자의 경우 ④ 채권자가 부재인 경우 ‘in integrum restitutio’(원상회복 절차)

를 인정했다. ibid.

330) DUNOD는 기한·조건 채무처럼 현실의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법언 ‘actioni non natae non praescribiter’(발생하지 않은 권리는 시

효에 걸리지 않는다.)가 적용되고 법언 ‘contra non valentem agere’가 적용되

는 자는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는 자’로 보았다. ibid.

331) ① 혼인한 여성(제2253조->제2236조)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2252조->제

2235조) 및 ③ 조건과 기한이 있는 채무(제2257조->제2233조)에 대해선 민법

이 규정하였다.

332) Cass. req., 9 avr 1818, S., 1819, 1, p.462. 제2장 제2절 3. 프랑스 참조.

333) POTHIER는 ‘contra non valentem agere’ 법언을 시효의 정지의 일반적인

근거로 보았다. 즉, ③ 조건·기한부 권리와 ④ 채권자의 부재에 대해서도 이

법언을 적용하여 일원화한 점에 POTHIER 견해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② 미성년자·성인 정신장애인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가능하다고 보았고 ④ 채권자가 부재하는 경우 부재자가 진정으로 소 제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부재자라고해도 관리자를 선임하여

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香川崇(주 325), 8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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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판례를 통해 어떻게 ‘contra non valentem’이 구현되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를 해석하는데 조타수가 될 것이

다. 

  

나. 프랑스 판례

(1) 보험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기산점에 대한 판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였던 A· 

B는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MGFA보험회사는 A와 보험계약 중이었다. 

이 보험계약에는 소송 수행 조항(clause de direction du procès)이 있었

다. 1977년 6월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B는 상소하였으나 MGFA는 피보험자인 

A를 대신하여 상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상급심에서 B의 상소

를 받아들여졌다.  A는 이에 자신도 그 이익을 누린다고 법원에 주장하

였으나 배척되었고, 1983년 4월 확정되었다. A는 1984년 12월 보험회

사 MGFA를 상대로 앞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소송수행

의무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파기원은 다음과 같이 시효 

기산점을 설시하였다.

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부적절한 의무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

점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를 안

(connaissance)때부터 시작된다.334)

   파기원은 보험 계약에 포함된 소송 수행의무(la clause de direction 

du procès)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A의 청구

334) Cass. Civ. 1e 13 Nov. 1991, Bull. 1991 N°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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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패소 확정된 “1983년 4월 확정된 때”부터라고 보았다. 파기원은 이때

부터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의무 위반을 인식하였다”고 보고 

보험회사에 대한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해 패소 확정 전까

지는 채권자가 ‘contra non valentem’에 있었다고 보아 채무자 MGFA의 

2년의 보험 기간 경과에 따른 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안에 해당한다.

(2) 신체 침해에 대한 ‘악화’에 관한 판례

   1961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1962

년 유죄 판결도 받았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1966년에 일어났다. 그런

데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1992∽1993년경 발생하자 피해자는 1995년에 

가해자와 Groupama Alsace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프랑스 시효법 제46조(1985년 7월 5일 개정)에 따라 1962년 

11월 15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10조에 규정

된 30년 기간이 진행되어 1992년 11월 15일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

고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파기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보면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건강상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손해의 악화가 나

타났을 때(la manifestation de cette aggravation)부터 시작된다. 335)

   프랑스 구민법 제2270-1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징후나 악화 때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파기원은 후유증 등이 

나타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의 악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효가 

335) “prescription n'avait commencé à courir qu'à compter de la

manifestation de cette aggravation.” Cass. Civ. 2e, 15 nov 2001, pourvoi

n°00-10833, Bull. civ. 2001 II N°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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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프랑스 구민법 제2270-1조를 위반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예측불가능한 후유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

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행사가 가

능하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

(3) 신체 침해에 대한 ‘확정’ 판례

   1980년 9월 26일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985년 6월 24일 로

리앙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 알리안츠에 대해 피해자의 보험금 

수급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그 손해가 확정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검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6년 5월 24일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 확정을 위

하여 전문 진단을 받고자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권리재개를 신청

하였다. 피고 측 알리안츠 보험회사는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원인을 안 날부터 진행하며 확정(la consolidation du  

dommage)은 주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파기원은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확정(la consolidation du  

dommage)’되었을 때부터 제2270-1조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336)고 

보았다. ‘contra non valentem’에 확정이 이루어지 않은 경우 시효가 진

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337)  

다. 검토

프랑스 민법 제정 이후 법제화되지 않는 시효정지 사유로 채권자의 

선의(l'ignorance)338)와 불가항력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

336) Cass. civ. 2e 4 Mai 2000, Bull. civ. II, N° 75.

337) Zimmermann(주 145), fn 67.

338) 판례는 단순하게 자신의 청구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시효정지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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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프랑스 법원은 그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339) 판례에서 보듯 ‘contra non valentem’은 프랑스 민법 

제정 이후 명실상부하게 일반적인 권리행사 가능성 존부를 판단하는 법

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contra non valentem’은 ‘권리자의 청구권에 대한 인식’에 주목

하여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340) 과실책임소송에서도 최장기간 30년이 지난 청구임에

도 손해가 발생한 때 또는 피해자가 이전에 손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

다고 입증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진 날(la date à laquelle il est révélé à 

la victime)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341) 본다. 소를 제기하려면 

청구권에 대한 권리자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3.  일본 

가. 학계의 논의

(1) 종래의 다수설

지 않고(Cass. civ. 25 juin 1935, S., 1936, 1) 노령연금소송에서 보듯이 연금

수령 시에 청구인이 청구 자격을 갖는 경우 그때 비로소 권리행사가 가능하

다고 보아 그 이전에 청구원인을 아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보고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제1절 2. 프랑스 사례 참조.

339) 香川崇(주 325), 102頁.

340) 현재 프랑스법원이나 이탈리아 법원 그리고 네덜란드 민법(Art. 3 : 310

[1] BW)에서 채권자의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을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의 구현이라고 본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p. 34-36.

341) Cass, soc, 26 avril 2006, Bull. civ. V, N°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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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contra non valentem’ 법언이 나타내는 취지와 달리 의용민법

과 일본 다수설·판례는342)343) 일본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 ‘법률상 장애가 없을 때’로 국한시켰다.344)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이때부터 채

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는 청구권 존부를 법률상 장애 여부로 판단하

므로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우 등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권에 관한 

권리자의 인식이나 인식가능성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2) 현실적 기대가능성 시기의 도입

   이에 일본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는 때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45)

星野英一 교수는 일본 민법 제166조 제1항은 ‘Contra non valentem(소

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의 취지이므

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342) 그 이유는 ① 현실적 기대가능성에 의하면 권리관계가 불확실해진다. ②

권리 발생을 모르는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다. ③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 예외규정은 일본 민법 제724조, 제884조에 있어 법률

상 장애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上原 隆志 “民法 166条 1項 の「権利を行使す

ることができる時」の意義”, 甲南法務研究 13, 2017, 76頁; 我妻栄, 新訂民法総則,

岩波書店、1965, 484頁; 平野裕之, 民法総則, 日本評論社、2011, 564頁.

343)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장애 없는 경우이

며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기산을 방해한다고 본다. 大判 昭和 12年 9

月 17日 民集 16巻 1435頁.

344) 香川崇, “わが国における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 富山大学経済学部富大経

済論集 第56巻 第２号 抜刷, 2010, 58-59頁.

345) 星野英一, “時效に關する覺書-その存在理由を中心として”, 民法論集 第4巻

有斐閣, 1978, 3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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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지를 이끌었다. 따라서 일본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자의 직업·지위·교육 등에서 ‘권리를 행

사하기를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346)

   松久 교수도 통상인(通常人)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시효의 진행을 시작하는 것은 권리의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권리의 행사를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

로 본다.347) 348) 星野 교수 견해가 해당 권리자의 개인·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면 松久 교수의 견해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통상

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349)

   이 같은 견해는 앞서 일본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Contra non valentem(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의 법리를 구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논지라고 

본다. 

346)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해석은 필연적

이 아니며 오히려 법률상 권리가 발생했는지는 법원에서 비로소 명확해지고

일반인에게 그 판단의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다. ibid

347) 松久 三四彦,　時効制度の構造と解釈, 有斐閣, 2011, 396-397頁. .

348) 소멸시효 제도는 채무자라고 해도 영원히 권리 불행사라는 불안정한 상태

에 놓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청과 채무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와의

조화를 도모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에 대해 채무

자에게 이를 원용할 형성권을 주고 그 권리행사로 법률상 채무자의 지위를

면하게 만드는 제도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법 명제의 핵심인 ‘채무는 이

행하라’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에 대한 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Ibid,

42頁.

349) 그는 두 가지 면에서 星野교수의 견해를 비판하는데 채권자의 인식이나 인

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권리행사를 알거나 알아야 할 시기”를 “권리를 행

사하기를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있는 시기”로 본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채

권자의 인식이나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① 권리행사의 기대 가능

성의 판단 기준이 채권자 개인이 기준이 되어선 안되고 추상화된 보통의 평

균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과 ② 시효가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사정

에 따라 언제까지고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松久 三四彦,　

Ibid, 13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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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판례의 변화

(1) 서설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때’에 대한 범위를 법률상 장애에 한정하지 않

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기대가능성의 시기’까지 포함한 것은 하급심의 

소위 잠재적 손해라고 일컫는 현대 환경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진폐증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회사에 대해 소송이 가

능하다고 원고들에게 변호사가 설명하는 모임 개최일로 보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를 설시하고 있다. 

제166조 권리행사 가능할 때란 법적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밑줄-필자) 말한다. 사실상 

장애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행사하지도 못한 채 소멸할 것이다. 

시효는 채무자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채무를 지급한 채무자를 보장하

기 위한 것이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시효의 결과로 해방시킨다

면 이는 오랜 기간 채권자가 게을러서 잠잔 경우뿐일 것이다. 그래서 시효

는 원고가 소송 가능성을 인식할 때부터 시작된다.(밑줄-필자)350)

   시즈오카 지방 법원은 “권리행사 가능할 때”를 사실상 장애사유가 없

을 때를 포함하여 원고의 소송가능성을 인식한 시기로 보았다.351) 또한 

350) 静岡地方裁判所、浜松支部, 昭和 61年 6月 30日 判決 判例タイムズ614号

28頁

351) 비슷하게 징용령에 의해 일본에 강제 연행된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일한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던

것은 아니라는 공식의견 표명까지 객관적 일반적 상황에 의해 원고들이 본

건 임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산점

을 1991년 8월 27일 일본정부가 위 견해를 표명한 때로 보아 객관적으로 권

리행사 가능한 때로 본 것이다. 松本克美, “民法724条後段の20年期間の 起算

点と損害の発生-権利行使可能性に配慮した規範的損害顕在化時説の展開”,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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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지방법원은 ‘법률상 장애’를 ‘채권자의 인식’이나 ‘채권자의 인

식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도 하였다.352) 이러한 하급심 판례들은 

최고재판소에 변화를 예고했다.　

(2) 권리행사를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있는 시기

　 

   1970년에 들어서서 법률상 장애에 국한하여 기산점을 삼을 수 없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뿐만 아니라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행사가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회

하였다.353)

   최고재판소는 변제공탁 사건에서 일본 민법 제166조에 대하여 최고

재판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채권을 행사하는데 엄밀한 의미

에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의 직업, 

지위, 교육 및 권리의 성질, 내용 등 제반사정으로부터 그 권리행사를 현

실에서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때를 말한다.”354)라고 설시하였다.

   공탁물의 매도청구의 소멸시효를 단지 공탁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

게 된다면 변제공탁의 경우 당사자 간 공탁의 기초된 사실에 대한 다툼

이 많고 당사자 중 공탁물을 받은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

命館法学 2014年 5·6号（357・358号), 2014, 211頁.

352)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 관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일본) 민법

제166조, 제167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행사

가능한 순간을 가지고 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한다. 즉, 그것은 권리행사에

대해서 법률상의 장해가 없어졌을 때를 해결해야 할 본 건에 맞게 말하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채권자가 인식 또는 그 가능성이 있을 때로 해석할

수 있다. 長崎地裁 佐世保支部, 昭和 60年 3月 25日 判決 判例時報 1152号 44

頁

353) 最判 昭和 45年 7月15日 判決 民集 24巻 7号 771頁

354) 最判 昭和 45年 7月15日 判決 民集 24巻 7号 771頁 ; 담보책임의 기산점에

대해 확실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때부터 진행하는 판결로는 最判 平成 13年 2

月22日 判決 判例タイムズ 1058号 10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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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될 염려가 있어 공탁의 기초 채무에 관한 해결 등 공탁으로 인한 

면책 필요성이 소멸한 때로 보았다.355)

   비슷하게 2003년 피보험자가 행방불명되고 난지 3년이 지나 피보험

자의 시신이 발견된 후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쟁점이 되었다.356)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에 의한 소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년간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유족인 Y는 이 소송에서 A의 사망일

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없었기 때

문이었다.

  약관에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피보험자의 사

망)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그 때부터 권리행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

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때부터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 지급 사유 발생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삼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현실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그동

355) “당사자 간 공탁의 기초된 사실에 대한 다툼이 많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어 공탁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最判 昭

和 45年 7月15日 判決 民集 24巻 7号 771頁.

356) A는 Y 보험 회사 사이에서 A를 피보험자, 그의 아내인 X를 보험 수익자

로 하는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는 1992년 5월 17일, 자동차를 운전하

고 집 나간 채 귀가하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 X는 지역 경찰서에 수색을 요

청하였지만 그의 행방이나 소식 등 생사도 모르는 채 시간이 경과했다. A가

실종된 후 3년이 경과한 1996년 1월 7일에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

여 승객의 구출 작업 중에 A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X가 1996년 11월 7일, Y에 대하여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最判 平成 15年 12月11日 判決 民集 57巻 11号

219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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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소멸시효

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그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보험금채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된다.(밑줄-필자) 357)

   일본 최고재판소는 권리행사 시기에 대해 ‘법률상 장애’가 아닌 “현실

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기”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358) 최고 

재판소의 판례 변경 이후 하급심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을 때”를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기대, 요구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

다. 

   신생아가 뒤바뀐 사건에서도 “오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표면화하고 처음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때”로 기산점을 판단하고 있다.359)

   현재의 일본 판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해 형식적인 논

리만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생기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의 현실적인 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서도 유연하게 해석하여 구체적 타당성을360) 도모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가. 학설

357) 最判 平成 15年 12月11日 判決 民集 57巻 11号 2196頁.

358) 이 판례 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에 의거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국

가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거 손해전보를 청구한 사안에서도 동일

하게 판단하였다. 最判 平成 8年 3月5日 民集 50巻 3号 383頁

359) 東京高裁 平成 18年 10月 12日　判例時報 1978号 17頁

360) 東京高裁 平成 18年 10月 12日　判例時報 1978号 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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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설은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대하여 일본 초기 

학계와 비슷하게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권리행사의 예

외를 인정하고 있다.361) 또 법률상 장애 있는 경우를 조건의 미성취나 기

한의 미도래 등에 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 있는 시기보다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되

면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 장애 없을 때보다 시효가 

일찍 진행하게 된다. 

나. 판례의 태도

(1) 기존의 입장

   판례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법률상 장애 사유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362)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

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63)

361) 곽윤직·김재형(주 93), 428면; 고상룡(주 109), 673면;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699면; 백태승, 민법총칙, 집현재, 2011, 551면.

36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

다15865 판결 등 다수

36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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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위와 같이 법률상 장애에 국한하여 권리행사의 예외를 인정하

면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여

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취소소송과 동시에 제

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

으로 사실상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는 때

그런데 우리 법원도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의 경

우에도 정의와 형평 및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를 들어 시효 기산점을 

변동시키거나364) 시효는 경과하였더라도 신의칙의 권리남용 법리를 적용하

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365)

후유장해에 대한 판례에서 열차충돌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후 후유 장애가 8∽9년이 지나 나타났다. 법원은 사고 당시 

환자나 의사 모두 후유 장애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태가 판

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366)

법원은 신체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판단하였는데 신체의 상해로 

364)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

고 2002다64957,64964 판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

결.

36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31168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371 판결 등.

366) “원고는 부상을 입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지출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치료에 들어간 비용에 해당

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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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

급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

존재로 확정됨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

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67)고 보았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368)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 원고가 공제사

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보아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았

다.369)

367)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

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밑줄-필자)” 대법원 2003. 4. 8. 선

고 2002다64957,64964 판결

368)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

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밑줄-필자)”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369) 건물 인도 등의 청구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원고가



- 141 -

5. 소결

우리 판례나 다수설이 말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을 때’는 조건의 성

취나 기한의 도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사실상 장애 있는 경우에 비

해 시효가 일찍 시작된다. 사실상 장애 사유가 없을 때는 일반 평균인 관

점에서 권리행사가 요구되는 시기와 권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한 경

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다음에서〔그림 3-3-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분

포함 범위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평균인 관점 권리자 관점

법률상 장애
기한의 도래 

조건 성취

사실

상

장애

객관적 

장애

기한의 도래

조건 성취

평균인 관점에서 현실적 

권리행사를 기대내지 요

구할 수 있는 시기 

주관적 

장애

기한의 도래

조건 성취

평균인 관점에서 현실적 

권리행사를 기대내지 요

구할 수 있는 시기

권리자의 관점에서 

현실적 권리행사를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있는 시기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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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법률상 장애 없는 때’가 시효가 가장 빨리 진행하고 차례

로 그 기산점 진행시기는 늦춰진다. 

그런데 권리행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권자

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다. 독일도 장기시효와 관하여 권리행사에 ‘법률적

인 장애가 없을 때’를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까지를 포함시켜 사실상 

객관적 장애가 없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370)

일본 판례도 일본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단순

히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해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권

리의 성질상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우리의 판례 역시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

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371) 사실상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으로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권의 존

재, 발생을 알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 기산점의 주관주의 체계에 있어

서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자가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한

다.372)

결국 법률상 장애와 사실적 장애를 이분론으로 나눠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 사유 없을 때’에 한하여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도그마적인 해

370) 최장기간은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권리행사에 법적

장애(legal obstacle)가 없을 때부터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한 인식 여부는 장

기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독일에서의 법적 장애는 객관적인 장

애(objective obstacle)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제166조에

대한 해석에 조건·기한 채무를 예로 드는 ‘법률상 장애’와 구분을 요한다. H.

Koziol(주 105), no. 9/18. 참조.

37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

다64957,64964 판결.

372)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소멸시효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

점의 주관주의 채택이 논의되었다. 법무부,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 4분과 회

의일지, 206-2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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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세계 각국의 시효법에 대한 유연한 해석 흐름과 맞지 않는다. 그러

므로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은 ‘법률상 장애 없는 경우’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 가능성을 ‘contra non valentem’ 법리에 맞게 ‘객관적 

사실상 장애’까지 포함하여 시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전향적인 자세

가 요구된다.

제 4 절 제766조의 제1항 고찰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규정

가.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독일이나 일본 민법과 동일하게 일반채권 규정(제162조 

및 제166조) 외에 제766조에서 불법행위 채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766조의 제1항에서 ‘피해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제2항에서 장기시효를 두고 있는데 앞서 제162조

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다. 

불법행위 주관적 기산점 제766조의 제1항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산정된다는 점에서 제166조에 대한 특칙으로 본

다.373)  그런데 판례는 제766조에도 제166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장애사

유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본다. 

373) 이기용,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소멸시효”, 비교사법 제12권, 한국비교사법학

회, 2005,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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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

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

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374)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것인가? 먼저 우리가 계수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나.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규정한 독일 민법 개정 이전에도 주관적 기

산점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같이 일반 채권의 객관주의 체계와 다르게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주의 체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①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특별한 구속관

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불법행

위에 경우 피해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인 가해자 신원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은 채권자가 급부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방 알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선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

다는 점 ③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발적

37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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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하였으나 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특별히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주관주의 체계를  

규정하였다375)고 보고 있다.

(2) 일본 

   일본도 일반 채권에 기한 기산점은 일본 민법 제166조에서 그 외의 

불법행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 제724조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채권

관계에 대한 시효는 제166조에서 적용하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는 

일본 민법 제724조로 특칙으로 보아 상호 구별하여 적용한다.376)

   대표적인 사례로 진폐증 소송을 들면 진폐증에 걸린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일반채권

규정인 일본 민법 제166조를 적용했지만377) 진폐증 환자가 국가를 상대

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본 

민법 제724조를 적용하여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했다.378) 또 B형 감

염 환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기산점에 관하여 일본 

민법 제724조로 판단하고 일반 채권의 기산점인 일본 민법 제166조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다.379)신생아 뒤바뀐 사건에서도 바뀐 사실에 대해선 

375) Mansel, “Die Reform des Verjährungsrechts, in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Tübingen 2001. S.333.

376) 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集 第48巻 2号 441頁; 最判 平成 16年 4月 27日

民集 第58巻 4号 1032頁; 東京高裁 平成 18年 10月 12日 判時 1978号 17頁 등

다수.

377) 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集 第48巻 2号 441頁 참조

378) 最判 平成 16年 4月 27日 民集 第58巻 4号 1032頁; 제2차 세계대전 중 중

국에서 강제로 연행되어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가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채

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각각 채권에 대

해선 제166조를, 불법행위에 대해선 제724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広島高裁,

平成 16年 7月 9日 民集 61巻 3号 1452頁広

379) 最判 平成 18年 6月 16日 民集 第60巻 5号 199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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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기산점으로, 바뀐 상태로 인계한 사실에 대해선 채무불이행으

로 기산점을 산정하였다.380)

다. 검토

   제766조 제1항에 대해 제166조 적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가장 큰 문

제는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의 준용에 있다.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에 

대한 예로써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를 거론하는데 이 조건이나 기한 

등은 법적 성질상 법률행위에 붙는 부관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적용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며 실상 법정 채권채무관계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381)382)

   판례대로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를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리자

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시효 기산점은 행위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 발생을 전제로 한다면 손해의 발생시) 

일률적으로 기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판례는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라고 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상 

장애사유’를 들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

시한 바 있다.383) 납북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례는 제166조를 적용하여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엔 

380) 항소심에선 채무불이행으로 인용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 대해 선택

적 병합청구로 보았다. 東京高裁 平成 1庂8年 10月 12日 判時 1978号 17頁

381) 법률상 장애사유는 계약상 채권을 전제로 한다.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상

장애 사유에 계약의 일부로 붙게 마련이고 불법행위는 존재할 여지가 별로

없다.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類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

의 消滅時效 거창사건 항소심판결(부산고법 2004. 5. 7. 선고 2001나15255)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Vol. 368, 61면.

382) 이재승(주 84), 195면.

383) 여기서도 제166조 규정을 설시하면서 기산점은 ‘객관적 장애 없는 시기’로

기산점을 넓히고 있다.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납북된

날이 될 것이다. 원심은 납북된 날을 제766조 ①항을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

효가 지났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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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채권자가 안 때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납북 당시

에 손해와 가해자를 안다고 할지라도 “납북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소제

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제166조의 적용으

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피해자의 주관

적 사정은 단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요

건 사실로 고려하는 것이므로 제166조를 근거로 주관적 기산점을 판단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84)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

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85)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

식할 것”386) 이라고 한다면 불법행위에서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 

채권의 기산점 제166조의 특칙으로서 제766조 제1항은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를 기준으로 사실상 주관적 장애유무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선해하여 납북 사건과 같이 제166조를 일반 규정으로 불법행

위 기산점에 적용한다면 적어도 제166조의 권리행사 가능한 때는 ‘법률

384) 헌법재판소에서도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 제

1항의 주관적 기준만을 적용하고 객관적 기산점의 기준인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은 배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제166조를 일반규정으로서도 적용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참조.

385) 예를 들면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증에 대해 유죄판결

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가능하고 이때를 시효 기산

점으로 삼고 있다. 대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386) 대법원 1999. 11. 23. 98다11529판결.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해 “가해

자를 안다는” 것은 “가해자가 국가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

지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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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애 없는 시기’가 아닌 평균인의 관점에서 ‘사실상 객관적 장애 없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귀결일 것이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검토

가. 독일 

(1) 서설

   독일의 경우 불법행위(§823 BGB)에 대한 시효는 3년(§195 BGB)이

다.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는 독일 민법 제195조에 의해서 제199조 일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99조에서 청구권이 성립하고 피해

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의 연도 말부터 시작한다.(§199 Abs. 1BGB).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시효가 손해가 발생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때만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 최장기간인 30년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손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나 손해액을 요구하

지는 않는다.387) 또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도 요구되

지 않는다.388)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실제의 사정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389)

(2) 판례

387) BGH VersR 1991, 115

388) BGH NJW 1960, 380

389) 예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법적 상황으로 인해 시효의 기산점이

연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적 상황이 명확해질 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BGH NJW-RR 2009, 547 참조.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법적 근거를 결정

하는 사건에서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GH NJW 20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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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2003년 7월 오토바이 사고를 겪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2003년 10월 14일에 수술하였고 퇴원 후 2004년 11월 골절이 발생하

여 병원을 찾았다가 봉합된 신경 복원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

다. 2009년 12월 피해자는 소 제기하여 피고인들이 2003년 10월에 시

행한 치료 및 수술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Gera지방법원은 원고가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청구원인에 대해 

2005년 3-4월 대리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받아보았음을 근거로 독일 민

법 제1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늦어도 2005년도 말부터 시효가 시작되

어 2008년 12월 31일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이를 인

정했다. 

   항소심에서 “의료과실의 경우 치료의 실패 또는 합병증으로는 충분

히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관찰을 통해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인

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세부적인 의료 지식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390) 법원은 “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선택한 치료법에 대한 지식 이외에 환자는 구체적인 치료 

과정의 본질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고 있어야 하며 의료 과실이 정당한 의료기준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야 

한다.”391)하면서 재판부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을 기준으

로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확인하였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손해발

생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일본

(1) 서설

390) OLG Jena Urt. v. 5.6.2012 – 4 U 159/11, BeckRS 2012, 13110

391) OLG Jena Urt. v. 5.6.2012 – 4 U 159/11, BeckRS 2012,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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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불법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를 일본 민법 제724조 ①항에서 채

권자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 “가

해 행위가 위법하고 그것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로 본다.392)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불법행위의 주관적 기준을 ‘피해

자의 안 날’로 피해자가 ‘인식가능성’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

식하였을 때만 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이

고 구체적인 인식은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393) 또한 위법성 인식까지 요구하고 있

다.394) 안 날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은 다음의 판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 판례

   교토 통신은 전국적인 내용의 뉴스를 회원사에 전달하는 통신사이다. 

교토 통신은 1985년 9월 12일 시모츠키신문사(下野新聞社)에 문제된 

명예훼손 사실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음 날에 게재했다. 원고는 1991년 

교토통신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회원사에게 전송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토통신의 회원사를 조사하게 되었고 이중 도쿄

타임즈를 상대로 1991년 12월, 1985년 9월 13일 기사에 대해 소송을 

392) 大正７年 ３月 15日 判決・民事判決録 24輯 498頁

393) 香川崇, “わが国裁判例にみる消滅時効の援用と信義則”, 富大経済論集 第58

巻第2 3合併号抜刷, 富山大学経済学部, 2013, 52頁.

394) 후쿠오카 항공사건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본 민법 제724조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을 기산점이라

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및 가해자

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밑줄-필자) 위법성의

인식은 일반인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만한 기초적

인 사실을 피해자에 인식하고 있으면 족하다. 원고가 평균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사실을 알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福岡地裁 昭和 63年 12月 16日 判時 1298号 3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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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다. 이 도쿄타임즈는 교토통신으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교토통

신에 소송고지를 했고 이 같은 사실이 1992년 7월 소송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1995년 7월 교토통신과 시모츠키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에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1992년 7월 소송고지를 통해 

원고가 시모츠키신문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기사를 알았을 것으로 보

고 소멸시효를 원용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 ‘피해자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알았을 때’라는 

1970년 판례를 인용하여395)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현실로 인식했을 

때를 말한다.”면서 손해의 인식에 대해 ‘인식 가능성’은 부족하고 피해자

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396)로 

보았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요구는 C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가 

판매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나타난다.397) 피고 측은 

원고 5의 경우 1987년 7월 시점에서 HCV 감염의 원인이 피브리노겐 

395)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찰의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하여 유죄판결과 형

집행을 받고 난 뒤 고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찰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의 성, 직업, 외모만을 알지만, 그 이름과

주소를 모른 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취조 받고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 및 형

집행을 받았고 석방된 후도 이러한 사정으로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법무부로부터 확인

했을 때” 일본 민법 제724조 전단의 “가해자를 안 때”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

았다. 最判 昭和 48年 11月 16日 民集 27巻 10号 1374頁.

396)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까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소멸

시효의 진행을 인정하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손해의 발생 유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이러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最判 2002年・1月 29日

民集 56巻 1号 218頁

397) 원고 5는 1987년 4월 피고 국립병원에서 분만 후 5월 1일, 피브리노겐 제

제 2g을 투여되었다. (다) 원고 번호 5번은 피브리노겐 제제에 의해 HCV에

감염되었다. 大阪地裁 平成 18年 6月 21日 判時 1942号 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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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임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를 원용하였으나398) 법원은 원고 5가 당시 

간호사라 해도 내과적 정보를 모르고 피해자의 질문에 의사의 긍정 답

변으로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다. 우리나라

(1) 서설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손해의 발

생사실을 알았다고 하려면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

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를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

법 제766조 제1항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

398) 원고 5는 의견 진술서에서 급성 간염 입원 시(1987년 7월)에 "혈액 제제의

섬유소를 복용했는데 그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나?"라고 물었고 의사

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원고 5는 1987년 7월 1일 사이하쿠

병원에 입원해 같은 달 7일에 돗토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돗토리 병원 의

사는 “피브리노겐 제제 사용에 의한 급성 간염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로 원고 5가 1987년 7월 시점에서 HCV 감염의 원인이

피브리노겐 제제임을 알고 있으며, 3년의 단기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

였다. 大阪地裁 平成 18年 6月 21日 判時 1942号 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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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 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

행한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

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

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

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3) 판례

   군무원 甲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1977년 10월 12일 피해자 乙

납북되었다. 피해자 乙의 가족인 처 丙과 자녀 丁 등이 제기한 乙에 대

한 실종선고 심판이 2005년 8월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

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

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

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

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밑줄-필자)(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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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399)

   이 판례는 불법행위 주관적 기산점에 제166조를 적용하면서도 ‘권리

행사 가능한 때’를 ‘객관적 사실상 장애 없는 시기’로 보아 주목을 끈다. 

납북된 乙 본인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7년 10월 12일에 손해 및 가

해자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된 피해자 乙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3절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 한 날

1. 독일

   독일 민법(BGB) 시효는 독일 민법 제199조 제2항 이하에서 장기시

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효가 시

작되고 스위스도 10년의 기간이 손해가 발생한 후가 아닌 ‘책임을 야기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400)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

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시작이 된다. 

    또한 독일 민법은 침해되는 법익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기간을 달리 

정하였는데401)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의 경우 30년의 최장기간을 갖고 

있다.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은 10년이다. 다

39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400) 독일의 최장기간에 대해선 앞서 제3장 제2절 3. 신체상해와 최장기간 다.

각국 입법현황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401) H. Koziol(주 105), no.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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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고도의 보호 법익의 침해에 따른 손해에 관해서는 30년의 장

기간을 두는 반면에 보다 낮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 10년의 기간으로 설

정한 것이다.402)

   그런데 최장기간의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시효가 진행

된다. 예를 들어 제199조 제2항의 경우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위 시, 의무위반 시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타 ‘사건’ 때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또 

제199조 제3항의 경우 기타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년으로 손해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시효 기

산점에 관해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대조적으로 손해를 유발하

는 ‘사건’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손해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 

청구권이 성립하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자의 청구가 배척

될 가능성이 크다.403)

2. 일본

가.  학설

   일본은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기산점을 “불법행위의 때”로 규정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시효에 해당한다. 일본 

판례는 최장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반면 학계에서는 소멸시효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개정 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소멸시효임을 명시하였

다.404) 松久 교수는 민법 724조 후단의 기간 제한이 동조 전단의 3년의 

소멸시효의 기산 지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본

402) H. Koziol(주 105), no. 9/28

403) H. Koziol(주 105), no. 9/27

404) 주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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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5) 　 

   内池교수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진행성 피

해 및 잠복 기간이 장기간 직업병 등에서 ‘손해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라

고 보고 ‘행위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

단에서 ‘불법행위의 때’를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시효

의 기산점이 결정된다고 이해한다.406) 3년의 시효가 피해자의 인식 등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는 반면, 20년의 시효는 이러한 사정을 추

상화하여 일반 ‘객관적인 권리행사의 가능성’으로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산점인 ‘불법행위의 때’라 함은 손해 발생을 포

함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때 즉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한 때를 의미

한다.407) 손해는 권리행사의 기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소

멸시효 기산점에서 결정적인 것은 손해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가능성’이라고 본다. 内池 교수에 따르면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기

산점이 변동된 사안은408)객관적인 권리행사 가능성409)을 기준으로 변동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견해는 우리의 최장기간의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나. 판례

   판례는 민법 개정 전 제724조 후단의 최장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관한 시효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무

자의 시효 원용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제724조 후단의 최장기간은 일

405) 松久三四彦(주 347), 437頁.

406) 内池慶四郎(주 234), 307-320頁.

407) 内池慶四郎(주 234), 53頁 이하 참조.

408) 미나마타 소송 最判, 平成 16年 10月 15日 民集 58巻７号 1802頁; B형 감

염 판결로 最判 平成 18年 6月 16日 民集 第60 巻5号 1997頁

409) 内池慶四郎(주 234), 307-32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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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예외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판례는 특별한 경우 제척기간에 의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가해자가 20년의 경과에 의해 손해배

상 의무를 면하는 결과는 현저하게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서 그 

한도에서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条理에도 부

합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410) 살해 후 시신 은닉 사건에서도 불법행위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상속

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일본 민법 제160조의 취지에 따라 제724조 후단의 효과가 생

기지 않는다고411) 했다. 

3. 우리나라

가. 문제의 소재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불법행위에 대

하여 단기 소멸시효는 유럽계약법이나 독일, 프랑스 민법과 동일하게 주

관주의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문제는 최장기간에 있다. 

   독일은 생명·신체 건강 침해에 대해 30년의 최장기간을 두고 일본 프

랑스 등도 침해법익에 따라 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침

해 법익의 차이 없이 10년으로 되어 있다.412)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5년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410) 제4장 제1절 과실책임소송 3. 일본 다. 예방접종 소송 참조.

411) 最判, 平成 21年 4月 28日 民集 63巻 4号 853頁

412) 프랑스 민법 제2226조는 신체 손해로 야기된 사건으로 인한 책임소권에 대

하여 첫 손해 또는 가중된 손해의 확정된 때부터 10년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제1절 비교법적 고찰 3. 프랑

스 민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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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 입법의 경우 불법행위 때에 관하여 일련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413) 우리는 단일하게 ‘행위 시’로만 정해져 있어 해석에 한계가 

있다.414)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정이 절실한 가운데 현재의 대안은 

‘불법행위 한 날’의 해석에 있다. 앞서 보다시피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손

해가 지체되어 발생한다면 이때는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해

야 할까? 아니면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여야 할까? 

나. 손해의 현실화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법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 때’에서 ‘손해가 현실화된 시기’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상호간의 

특수 관계에 비추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

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밑줄-필자),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

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손해의 결과의 발생이 현

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415)

413) 대표적인 예가 사기나 사해적 은폐행위가 그것이다.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제312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민사 소송은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다른 제한이 규정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부터 규정된 기간 내에 시작된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한 날’부터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로 해석되지만 규정처럼 예

외를 두고 있다. CAL. CIV. PROC. CODE §§ 338(4) (fraud) and 352(a)(2)

(insanity) 참조.

414) 영국처럼 청구원인(accrual of the cause of action)을 전통적인 ‘행위

시’(act)와 ‘채권자의 인식’(discovery rule) 모두 기산점으로 병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Zimmermann(주 91), p. 98 at f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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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존 불법행위로 보면 매각된 날은 1969년 1

월 7일이고 이전등기가 되었을 때 물권행위는 완성되었다. 이 매각은 당

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기산점은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로 본다면 이전

등기 때부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

행된다. 소수 의견도 이때를 시효기산점으로 보았다.416)

   그러나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

태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원고 국가가 거래과정에서의 담당 공

무원의 부주의로 나타난 위법한 결과를 현실적으로 개인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법에 

대하여 하등의 조치 없이 그간 위 매각이 위법이 아니라고 믿었던 피고

415) 매각이 금지된 국유 토지가 양도되어 국가가 말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수분

양자인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반소

를 제기하였다. 각 매각된 시기는 1969. 1. 7 내지 같은 해 3. 28.이고 그에

대한 각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각 같은 해 2. 24. 내

지 8. 20.인데 이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국유재산법상 처분이 제한된 재산이

라는 이유로서 각 그 매각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각 피고명의 등기의 말

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1975. 2. 26.이고 피고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반소제기는 1975 6. 16.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효는 예산회계법상

5년이었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416) 당시에도 소수의견은 제766조 제2항의 존재이유가 제1항의 규정만으로 가

해자를 알지 못하는 한 영구적으로 시효 소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있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제2항이 규정된바 불법행위시

에 기산되어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법률상 무효

인 매매를 한 행위 그 자체가 원고 측의 불법행위라는 것이므로 원고 측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원고가 최초의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거나

적어도 그 매수인에 대하여 법률상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때에 그 불법행위는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원인무효등기

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이는 말소청구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일 뿐,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

해자라고 하는 피고들이 비록 원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은 최초의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기산된다.

(밑줄-필자)”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

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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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고 피고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않고 등기의 회복만을 구하려는 데에 법원은 “신의칙상 또는 형

편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을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을 때’로 보았다.417)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를 고수하여 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산점

을 변동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불법행위의 한 날”에 대해 ‘가해행

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로  

변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불법행위의 한 날”에 대하여 단순히 ‘가

해행위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가 발생한 날’이 아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념적이나 부동적인 상태가 아닌 ‘현실화되었을 때’에 불법행

위의 장기시효 기산점으로 본 것이다.418)

   이는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인 ‘피고 측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확실시될 때’부터로 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합리적으로 연장한 것으로419) 이후 불법행위의 최장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례를 정립한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 진행의 기

산점42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

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417) 동일하게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

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때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참조.

418) 제3장 제2절 1. 손해배상청구권 나. 손해의 발생 참조.

419) 김제완,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연구, 법무부, 2009, 35면.

42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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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밑줄-필자) 진행한다.421)

   이후 판례는 무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소유자

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등기부 시효취

득의 인정으로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시’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22)

   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다음과 같이 나

누어 볼 수 있다. ①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를 관철한다면 무권리자의 

제3자에 대한 매각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부터 진행한다.423) 그러나 소유

자는 제3자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유자가 승소 확정되면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실익

이 없다. ②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3자의 원인무효 

등기부에 따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자가 패소할 경우 소유자

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손해는 소유자의 입

장에서는 관념적이고 잠재적이다. ③ 판례는 소유자가 제3자 상대로의 

소송에서 등기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더 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자에 대해 등기말소청구가 불가능함이 확정되는 동시에 

진정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았다.  

42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36613 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

결

42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423) 대법원 1979. 12. 26.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소수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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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혈우병 환자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조ㆍ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

여 hiv에 감염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

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감염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424) 베트남 고엽제 살포 사건에서도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

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를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염소성 여드름이 발병

한’ 시점부터로 보았다.425)

   

다. 판례 검토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기산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례들을 

살펴보자. 

(1) 최종길 교수 사건

42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425)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안에서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참전 군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하여 제조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

운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

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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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길 교수는 19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

망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피해자가 유럽 유학 중 북한을 왕래하면서 간

첩행위를 하였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간첩행위를 자

백한 후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의문사 위원회는 2002년 5월 27일 피해자가 심한 고문을 받

아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중앙정보부가 피해자를 추락시키

거나 또는 외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

사로 인한 사망으로 진상규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의문사의 진상규명 발표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 국가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

된 의문사위가 위와 같은 진상을 발표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426)

   원고 측은 진상규명 발표 때까지 법률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시효 

기산점의 변동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률상 장애는 기한이나 조건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2002년 

의문사위원회의 발표 때까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피해자에 대

한 투신 자살하였다는 발표가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이 이

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의문사의 재조사 전까지 모든 정보를 중

앙정보부에서 독점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427)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426)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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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원고들에게,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로 보아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보았다. 

  

(2) 이중 복무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1950년 11월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해서 1953년 제

대하였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아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

을 들어 징집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고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

로 거절되어 1956년 9월 11일 다시 입대하여 이중 복무를 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가 1999년 3월 11일 공식적으로 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해준 날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된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

였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국민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다

고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병적 관리자인 피고가 

원고의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1999. 3. 11. 

전에는 피고 산하 국방부가 구 병역법 조항에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음

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일반 국민인 원고로서는 국가

427) “이러한 사정은 당시 국가적인 분위기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요즘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발표나 정책에 대하여도 곧바로 의문이 제기되거나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실

상 규범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도 일단

중앙정보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 위와

같이 의문사위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 전까지는 이 사건은 완전히 가려져 있

었고 그 전모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모든 정보를 중앙정보부

가 독점하고 중앙정보부 감찰실이 작성한 감찰자료(존안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

27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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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와 같은 조치에 전적인 신뢰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사건 청

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의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준 1999. 3. 11.부터 그 기간이 개시(밑줄-필자)되는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428)

   원심에선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관계에 있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방

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중 복무임을 공인해주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

인 확인하여 통지한 1999년 3월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았다. 특히 학도의용군에 대한 현역 복무 간주 규정이 신

설된 1957년부터 피고는 학도의용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할 의

무가 있어 조사하여 해당자를 전역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 공식적으로 확인한 1999

년 3월 11일부터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전역한 날을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전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

기까지 복무시킴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서429) 원심이 

피고가 뒤늦게 참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때에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

서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전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까지 복무시킴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1959년 8월 1일 제대한 날이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

고 판단하였다. 

   

(3) 검토 

428)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42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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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길 교수 사건이나 이중 복무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

위에 해당하고 모두 가해행위 시와 소제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이

러한 장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 중 ‘객관적 장애’에 해당

한다. 앞서 최종길 교수 사건의 경우엔 소멸시효를 법률상 장애에 한정

함을 분명히 하면서 객관적 장애의 경우 신의칙의 제2유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중 복무 사건의 경우 원심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때”를 “손해가 현

실화” 되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원심 판

결은 “손해 현실화”를 처음 밝힌 1979년 전원합의체의 판결을430) 그대

로 인용하여431) 이중 복무 후 전역한 날에 손해가 잠정적으로 있다가 

“국방부의 이중 복무를 공식 확인하여 준 때”부터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전역한 날’부터 ‘손해가 현실화’되었

430) “개인은 국가를 믿고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

라는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믿은 것을 탓할 수도 없고 또 의당 알

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개인

인 거래관계인으로서는 사실상 그들이 자진해서 그 위법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도 당사자의 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와 신뢰를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위법 조치로 인한 결과에 의해서 기히 형성된 생활관계를

적시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를”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

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431)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

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

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

련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국가도 국

민의 이러한 기대와 신뢰를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생활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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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하였다. 다시금 ‘손해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 

   197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

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

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개시

된다.”고 보았다.432) 불법행위의 기산점인 ‘손해의 현실화’에 대해 피해

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판

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현실적인 권리행사는 언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까? 1979년 전원합의체 판례는 “양당사자간의 특수 관계에 비추어 국가

가 위법한 결과를 개인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

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권리행

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그때를 기산

점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중 복무하고 전역한 때 피해자에게 현실적으

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은 이중으로 전역한 때부터 국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만기 복무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

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는데 다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첫째 전역한 때부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

원 판결은 원고의 거증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433) 증거 없이 사법절차

에 피해자를 참여하게 만든다.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권리

432)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433) 최종길 교수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재판은 철저한 변론주의에 따라 운영되

고, 입증 책임의 분배는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이 사건에서 불법행

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처럼 모든 증거자료를 피고 대한민국

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

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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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손해의 현실화’로 본 1979년 전원합의체

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434) ‘손해의 현실화 법리’는 가해행위시인 ‘이전

등기 경료시’가 아닌 “이전등기의 말소가 확정되었을 때”로435), 무권리자 

사건에서 ‘무권리자의 위법한 이전등기 경료 시’ 또는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 때’가 아닌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소유자의 패소가 확

정되었을 때”,436) 혈우병 사안에서 ‘감염 시’가 아닌 “증상이 발현된 때”

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고 있음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둘째 앞서 보듯 거래과정에서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현

실화’를 통해 시효의 기산점 늦추는 것과 달리 불법행위의 장기시효 기

산점에 관한 ‘손해의 현실화’의 해석을 재판부마다 달리하고 있다. 이렇

듯 ‘손해의 현실화’에 관한 해석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재판부의 주관에 

따라 기산점을 바꾸거나 채무자의 시효주장에 대해 신의칙 위반으로 해

결하는 등 논리적인 일관성에서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상에서의 문제점에 관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다음 

장의 특수 유형의 기산점 변동 사례를 살펴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 기

산점에 적용 여부를 고찰하기로 한다. 

    

434) 여기서 손해의 현실화를 처음 설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만기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은 전원합의체에서

말하는 손해의 현실화의 법리와 상반되어 그 인용이 부적절하다고 김제완 교

수는 지적한다. 김제완(주 381), 68면.

435)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43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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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특수유형의 불법행위에서의 기산점

제 1 절 과실책임 소송

1. 미국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 accrues)은 청구원인의 모든 요건이 존

재할 때 시작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발생에 관하여 ‘행위 

시’와 ‘피해 발생 시’가 반드시 같지 않음에도 일률적인 ‘행위 시’를 기준

으로 하여, 청구원인(cause of action)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

다.437)

   

가. 의료과실 소송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행위 시’에서 변동된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과

실에서 나타났다.438) 의료 행위 시부터 시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

437) Peterson v. Roloff, 57 Wis. 2d 1, 203 N.W.2d 699 (1973) 담낭 수술 중

낭성 도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원고의 복부 내에 거즈 조각을 남긴 의료사고

였으나 법원은 시효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동일한 판단으

로 Tessier v. United States, 269 F. 2d 305 (1st Cir. 1959); Hudson v.

Moore, 239 Ala. 130, 194 S. 147 (1940); Steele v. Gann, 197 Ark. 480, 123

S. W. 2d 520, 120 A. L. R. 754 (1939); Stafford v. Shultz, 42 Cal. Rep. 2d

767, 270 P. 2d 1 (1954); Gangloff v. Apfelbach, 319 Ill. App. 596, 49 N. E.

2d 795 (1943);Guy v. Schuldt, 236 Ind. 101, 138 N. E. 2d 891 (1956)

438) Layton v. Allen, 246 A.2d 794 (Del. 1968); Parker v. Vaughan, 124 Ga.

App. 300, 183 S.E.2d 605 (1971); Billings v. Sisters of Mercy, 86 Idaho

485, 389 P.2d 224 (1964); Mathis v. Hejna, 109 Ill. App. 2d 356, 248 N.E.2d

767 (1969); Franklin v. Albert, 381 Mass. 611, 411 N.E.2d 458 (1980);

Moran v. Napolitano, 71 N.J. 133, 363 A.2d 346 (1976); Flanagan v. Mount

Eden Gen. Hosp., 24 N.Y.2d 427, 248 N.E.2d 871, 301 N.Y.S.2d 23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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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배척하는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➀ 불법행위법 적용보다 시

효 기간이 좀 더 긴 계약법을 적용하거나439) ➁ 의료과실인 경우 의사

와 환자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 계속적 이행행위로 

보거나440)  ➂ 피고의 사해적 은폐행위에만 적용하던 ‘발견주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이 중 ③ 청구원인을 ‘발견주의’를 채택하

여 이후 의료과실책임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과실책임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기산점을 ‘행위 시’에서 피해자가 발견한 시점으로 바뀌게 만

든 계기가 되었다.

(1) Gaddis v. Smith 소송

   텍사스 주 시효법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a cause of action 

accrues)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441) 1959년 

의사 WC Smith는 원고 Dorothy Gaddis에  이물질에 해당하는 스펀지를 

몸 안에 남겨둔 채 제왕절개 수술을 마쳤다. 이후 Gaddis는 장기간 통증

에 시달리게 되자 종양을 의심하여 1963년 10월 개복수술을 하였고 이

때 스펀지가 몸 안에 남아 통증을 유발했음을 알고 1964년 2월 소송을 

Newberry v. Tarvin, 594 S.W.2d 204 (Tex. Ct. App. 1980); Foil v.

Ballinger, 601 P.2d 144 (Utah 1979).

439) Giambozi v. Peters, 127 Conn.380, 16 A.2d 833 (1940); Suskey v.

Davidoff, 2 Wis. 2d 503, 87 N.W.2d 306 (1958); Klingbeil v. Saucerman,

165 Wis. 60, 160 N.W. 1051 (1917)

440) 전문 직업군과 관계가 종료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종료 원칙(The

termination rule) 또는 계속이론이다. 그러나 종료 원칙이 피해가 나중에 나

타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논리적 타당성도 결여되

었음을 사법부는 알게 되었다. Eric L.Sisler, “Discovery Rule: Accrual Of

Cause Of Action For Medical Malpractice”,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no. xxv(1968) p.81; Edward J. Leonard, “Application of the

Discovery Rule to the Ohio Wrongful Death Statute”, Journal of Law and

Health(1989), p.245.

441) TEX. REV. CIv. STAT. ANN. arts. 5526, 5527 (Vernon 1958) 청구원인

이 발생한 후부터 시효가 시작되어 2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이후

에는 모든 소송이 법으로 금지된다. Gaddis v. Smith 417 S.W. 2d 57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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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다. 피고 측은 의료과실의 경우 2년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음을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 같은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Gaddis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텍사스 주 대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스펀지가 

남겨진 때’가 아닌 1963년 ‘환자가 스펀지를 발견한 시기’부터 시효가 시

작된다고 보아 원심을 취소하였다. 

환자의 신체에 이물질을 남겨둔 의료 과실의 청구원인은 ‘발견주의

(discovery rule)’의 적절한 주제가 된다. 물체를 신체에 넣거나 신체에

서 제거하는 모든 절차는 외과 의사의 통제 하에 있다. 환자는 수술한 날

부터 절개 부위에 이물질이 남겨진 채로 오랜 동안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은 당연하다.(밑줄-필자)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신체에 이물질을 남겨 두

었을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은 환자가 그

러한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알 수 있었을 때까지는 시

작되지 아니한다.442)

   텍사스 주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의료 과실의 특성상 시효 기간 내에 

신체에 남겨진 이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가 발견하였을 때’부터 청구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텍

사스 주 대법원은 다른 주에서도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채택하고 

있음을 설시하면서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

하고 결과적으로 의료 과실로 인한 청구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환자가 합

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의 신체에 이물질이 남겨졌음을 발견했을 때

부터 시효는 시작된다.”고 판단했다.443)

442) Gaddis v. Smith 417 S.W. 2d 577 (1967).

443) 반대 의견은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에 대한 법령은 ‘피해의 발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러한 단어까지 삽입하는 것은 다수 의견이 입법 제

정에 관여한다고 비판하고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료 과실이 발

생했던 때부터 청구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Gaddis v. Smith 417

S.W. 2d 57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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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 대법원 판단은 이전 Carrell v. Denton 사건444)에서 의료

수술 당시 스펀지가 몸에 남겨졌을 때부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

견한 당시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

다. 

(2) Ruth v. Dight 소송 

   워싱턴 주의 시효 법령은 청구원인 발생(a cause of action accrues) 

후 3년의 기한을 가지고 있었다.445) 1944년 원고는 피고에게서 자궁 절

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통증과 복통이 반복되었다. 1966년 외과 

수술을 통해 그녀의 하복부에서 수술용 스펀지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한 

후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는 1967년 소송을 제기

했으나 3년의 제소기간이 문제였다. 

   법원은 근본적인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에 따라 시효가 경과

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 외과의사의 부담보다

는 시효로 구제수단을 빼앗긴 원고의 손해가 더 크다는데 방점을 두고 

시효 기산점으로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적용하였다. 

커먼로(common law)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려

444) Carrell v. Denton 사건에서 원고가 1935년 스펀지가 몸에 남겨진 것을 발

견하고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기 위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위반하

여 은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적 은폐행위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발견

한 시기로 기산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의도적인 사해적 은폐행

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negligence)에 해당되어 시효 연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었다. Carrell v. Denton, 138 Tex. 145, 157 S.W.2d 878(1942)

445) RCW 4.16.010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후 시

작되어 제공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RCW 4.16.080 “3년으로 제한된

소송

(2) 아래 열거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피해나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한 소송”

Ruth v. Dight, 75 Wn. 2d 660, 453 P.2d 631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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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때 늦은 소송을 지속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잘

못된 일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법정 시효가 경과하여 그의 법적인 구

제책을 소멸될 때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상

황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근본적인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과 커먼로(common law)의 취

지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446)

   워싱턴 주 대법원은 사건(the occurrence of the event)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피해의 발견(discovery of the injury)도 있었다고 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엔 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청

구원인(a cause of action accrues)이 시작된다고 판단하였다.447)

   따라서 워싱턴 주 대법원은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은 불법행위를 뒤늦

게 발견한 비난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시효는 환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워싱턴 주에

서 과실책임 소송에서도 ‘발견주의’를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나.  Hansen v. AH Robins, Inc.

(1) 사실관계

   위스콘신 법령에서 소제기는 청구원인이 발생한(a cause of action 

accrues) 이후에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448) 1974년 5

446) Ruth v. Dight, 75 Wn. 2d 660, 453 P.2d 631 (1969)

447) “따라서 시효법령 RCW 4.16.010 and RCW 4.16.080(2)에 의해 피고에 대

한 청구가 금지되지 않는다.” Ruth v. Dight, 75 Wn. 2d 660, 453 P.2d 631

(1969)

448)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부터 3년 이내” Wis. Stat. secs. 893.14,

(1977), Wis. Stat. secs. 893.205, (1977) Hansen v. A. H. Robins Co., Inc.,

113 Wis. 2d 550, 335 *400 N.W.2d 57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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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고 Hansen은 Fabiny 박사에 의해 자궁에 "Dalkon Shield"라는 자

궁 내 장치(IUD)를 장착했다. 이후 Hansen은 생리 기간 중 출혈, 복통 

등을 경험하고 1978년 6월 13일 Macken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았는

데 그는 Hansen의 증상을 위장염과 관련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하 

PID) 확률은 낮다고 진단하였다. Hansen은 2주 후 다른 전문의 Fabiny

를 찾아갔고 그는 PID이라고 진단하고 Dalkon Shield를 제거하였다. 

Hansen은 1981년 6월 24일에 IUD 제조사인 AH Robins에 대한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위스콘신 법률에 따라 부주의한 행위 결과라도 이로 인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므로 

1978년 6월 13일 처음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부

터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제기일

인 1981년 6월 24일은 이미 제소기간인 3년이 지나 청구가 금지되었다

고 판결했다. 

(2)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이론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원고가 합리적으로 피해를 알 수 있기도 전에 시효가 

진행한다면 공정성 원칙(fundamental fairness)에 위배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해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견하기 전까지 시효

는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가 발견되거나 발견되기 전에 시효로 인해 청구가 

금지되어 피해 당사자의 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효는 비난할 수 없

는 피해자에 대해 지연을 이유로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미처 피해를 알기도 전에 공평한 청구를 금지

하는 불공정성이 진부하고 사해적인 소제기의 위험을 능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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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근본적인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에 따라 이미 입법으

로 발견주의를 규정한 것 이외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발견주의’를 채택

한다. 불법행위는 손해가 발견되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로 발견할 수 있었던 

날부터 발생한다.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negligent act) 시’ 또는 ‘피해(injury) 시’를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의 시효로 한 모든 사건은 이로써 이유 없다.(밑줄-필자)449)

  주 대법원은 피해자인 Hansen이 1978년 6월 13일 Macken 박사를 만

났으며 PID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들었고 기록에도 무증상이라고 

나타났다면서 2주후 마침내 그녀의 상태를 PID로 진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고가 좀 더 일찍 자신의 피해를 발견했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

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주 대법원은 Hansen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

원인(a cause of action)은 PID로 진단받은 1978년 6월 26일부터 시작

되었고 이로써 3년 내에 한 그녀의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3) 판결의 의의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① 행위 시(when negligence occurs) ② 피해를 입었을 때(when a 

resulting injury is sustained) ③ 피해가 발견된 때(the injury is 

discovered)로 나누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② 피해가 나타났을 때를 

보통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a cause of action accrues)’로 판단하여 왔

었다. 불법행위는 과실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행위와 손해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피해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 피해가 발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

449) Hansen v. A. H. Robins Co., Inc., 113 Wis. 2d 550, 335 *400 N.W.2d

57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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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③ 피해가 발견된 때(the 

injury is discovered)로 하는 ‘발견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전까지 적용해

왔던 피해를 입었을(for such injuries sustained) 때에 관해서는 “대부분

의 경우 원고는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데 가

해행위 후 나중에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까지 피해가 발견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효법에 따라 피해

가 발생할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피해를 알기 이전에 시효가 

경과될 수”있는 문제점을 설시하였다.  

   이 판결은 무엇보다 위스콘신 주에서 청구원인에 대해 발견주의 적용

을 사해적 은폐행위나 의료과실 영역을 넘어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시

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 Borello v. US Oil Co.

(1) 사실관계

   Mary Borello는 1977년 12월에 석유회사 Williamson Company에서 

제조한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그 후 두통과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

녀는 보일러가 원인이라고 믿었다. 1979년 3월 12일 의사와의 상담에서  

그녀는 보일러 설치 후 기체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1979년 2월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 후 집안 전체에 붉은 먼지가 쌓인 보일러를 보았다고 말

했다. 그러나 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보일러와 관련시킬 수는 없다고 하

였다. 

   1979년 10월에 산업 의학 전문가인 Fishburn 박사는 원고의 집에서 

나온 샘플을 통해 조사를 한 후 그는 하자있는 보일러를 통해 발생한 물

질로 인해 그녀의 심장병 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고 1981년 원고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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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였다. 피고 측에선 그녀가 피고 측에 보일러 설치 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편지를 쓴 점 등은 그녀가 보일러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

힌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청구원인은 이때 시작되어 

소를 제기한 1981년은 이미 시효로 경과되었다고 주장했다. 

(2)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법원에서의 쟁점은 ‘청구원인 시’를 그녀의 주관적인 믿음이 형성된 

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Fishburn 박사의 진단일로 볼 것인지에 있었

다. Fishburn의 진단 및 결과는 1979년 10월 30일에 작성되었고 소제기

는 1981년 11월 25일로 진단일을 청구원인 발생시(a cause of action 

accrues)로 보면 제소 기간 이내였다. 

이 사건은 피해와 그 인과관계의 발견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그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

해가 피고의 행위에 기인했음을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

견할 수 있었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stoleson의 사례450)처럼 원고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시효를 시작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의료 자문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비난할 수 

없는 선의로 보호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완전한 의학 분석을 확보하기 위

해 합리적 주의의무 이상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450) 법원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학적인 조언을 구했던 사람은 비록

직감이 나중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는 선의(blameless ignorant)

로 인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작업장에서 니트로 글리세린을 통해 심장통

증을 느꼈던 원고에 대해 법원은 심혈관 문제와 니트로 글리세린 노출 사이

에 가능한 연관성을 제시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도 국가의 산업 안전 전

문가가 Stoleson 부인의 의혹을 확인한 의견을 표명한 때도 아니고 위스콘신

의대의 랑게 (Lange) 박사가 니트로 글리세린에 대한 직업적 노출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알려준 시기를 인과관계를 처음 습득한 시기로 보았다.

Stoleson v. United States 629 F.2d 1265 (7th Ci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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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측에서 설치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피해의 원인이라

는 객관적 결론이 나왔을 때부터 청구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Fishburn의

사로부터 습득했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451)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Stoleson v. United States 사례를 통하여 피

해 성질, 피해의 원인 및 피고에 대한 정보가 원고에게 제공될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면서 “인과관계가 피해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서 대다수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견주의(discovery rule)는 

피해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피고의 행위로 야기되었음을 발견할 때부터 

청구원인이 시작된다.”452)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보일러 설치 직후에 원고가 느낀 경험과 증상

은 주관적 신념에 불과하고 의사로부터는 원고의 증상이 보일러의 설치

와는 관련 없다는 진단을 받아 객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Dr. Fishburn로부터 보일러에 기인한다

는 객관적 정보를 습득할 때까지 시효는 시작되지 않음을 밝혔다. 

(3) 판결의 의의

   앞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청구원인에 관하여 ③ 피해가 발견된 때

(the injury is discovered)로 하는 ‘발견주의’를 모든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하였다. 

   이 판결은 ‘지연된 발견(delayed discovery)’에서 무엇을 발견하여야 

하는지의 대답이 된다. 원고는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는 불평을 피고 측

에 했는데 법원은 이는 주관적 신념(subjective belief)이어서 “질병과 보

일러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추측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합리적인 정

451)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452)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at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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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과관계를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이 판결은 피해는 발견하였으나 인과관계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청구

원인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 피해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등 모든 청구원

인을 피해자가 발견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 프랑스

가. 노령 연금 소송

(1) 사실관계

   원고는 Snecma의 중앙 법인위원회에서 1954년에서 1959년까지 직

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은퇴시기인 1990년 연금기금에 노령 연금을 

청구하였다. 연금기금은 원고에게 Snecma가 노령 연금 분담금을 납부하

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노령 연금이 감소된다면서 이 기간에 

대해 연금을 내야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Snecma를 상대로 미

납 분담금에 상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은 계약상 채

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중단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상고하였다.

(2) 판례

   프랑스 파기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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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또는 원고가 이전에 손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

다(n'en avait pas eu précédemment connaissance)고 입증하면 원고

에게 알려진 날(la date à laquelle il est révélé à la victime) 부터 진

행된다.453)

    프랑스 파기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진행

한다면서 권리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

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즉 원고가 퇴직연령기가 되어 노령연금을 지급받

으려는 과정에서 고용 회사의 분담금 납입이 미납되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어 이때 손해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 측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고인 원고는 ‘가

해행위 당시’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하였을 때 비로

소 과거의 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를 손해가 

발생한 시기(la réalisation du dommage)로 본 것이다. 

(3) 판결의 의의

   개정 전 프랑스 민법 제2262조는 30년의 시효로 모든 소권이 소멸된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454) 여기서 30년은 장기시효에 해당한다.455) 이 

판례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장기시효 기산점을 가해 행위시로 볼 것인지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파기원은 시효 기산점

은 가해 행위가 발생한 때가 아닌 ‘손해가 발생한 때’이고 나아가 ‘원고

453) Cass. soc. 1 avril 1997, Bull. civ. V, N° 130

454) Article 2262 Toutes les actions, tant réelles que personnelles, sont prescrites

par trente ans, sans que celui qui allègue cette prescription soit obligé d'en

rapporter un titre ou qu'on puisse lui opposer l'exception déduite de la

mauvaise foi. 모든 소권은 인적 소권이든 물적 소권이든 간에 30년의 기간으

로 시효가 완성하며, 시효를 원용하는 자는 그 권원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

지 않으며 누구도 그에게 악의가 있다는 항변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455) Reinhard Zimmermann(주 145),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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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지 못한다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원고에게 밝혀

진 때”부터 시효는 시작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회사가 실제 분담금을 미납 행위 당시에는 원

고가 알 수 없다는 점을 파기원이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미지

급분의 손해가 나타나는 시기는 원고인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라고 설시한 후 원고가 자신의 연금을 회사에서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면 원고에게 알려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됨을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다음 판례를 통해 좀 더 정교해진다. 

나. 연금 미지급 소송

(1) 사실관계

   원고는 1964년 3월 1일부터 1970년 4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

하였다. 30년이 지난 후 노령기에 접어들어 원고는 사회 보장 제도로 마

련된 노령 연금을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4년에서 1968년까지의 

연금의 25%의 분담금을 당시 고용주였던 피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원고는 알게 되었다. 2001년 5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미납금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은 1964년부터 

 1968년 12월 31일까지 미납 분담금에 상응하는 권리 상실로 인한 손

해배상의 소권이 1968년 12월부터 진행하여 프랑스 구 민법 제2262조

의 30년의 최장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

고는 상고하였다.

(2) 판례

  프랑스 파기원은 앞의 판결과 동일하게 구 프랑스 민법 제2262조 계

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시효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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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를 인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연금 계획에 고용주 미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

(le préjudice né de la perte des droits)는 직원이 연금에 대한 권리 

청산을 청구할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moment où la salariée s'était 

trouvée en droit de prétendre à la liquidation de ses droits à 

pensions)부터 확실하게 나타난다.456)

   파기원은 앞선 판결과 동일하게 손해가 나타났을 때 또는 원고가 이

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원고에게 알려진 날부터 진행한다면서 사용

자에 의한 분담금 미납에 상응하는 권리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인 노동자가 ‘연금 권리 청산을 청구할 수 있는 순간’부터 나

타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심 법원은 프랑스 민법 제2262조를 위반

하였으며, 직원이 연금에 대한 권리 청산을 주장할 자격이 되었을 때, 시

효는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3) 판례의 의의

   원심 판결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때인 1968년 12월부터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소제기 때에는 이미 30년의 최

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반면에 파기원에서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가 나타날 때’를 기준으

로 하였다. “손해가 나타났을 때”는 “연금에 대한 권리청산을 주장할 자

격이 되었을 때”로 앞서 판결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앞서 2008년 프랑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장기간에 대해선 판

456) Cass, soc, 26 avril 2006, Bull. civ. V, N°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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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손해의 확정’부터 시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contra non 

valentem’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연금에 대해 권리청산을 주장할 수 있

는 시기가 올 때까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객관적 권리행사 가

능성이 없는 권리자에게 소제기를 강요할 수 없음을 반영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457)  

   우리의 최장기간에 대한 시효 기산점의 “손해의 현실화”를 비교해 볼 

때 ‘연금 청산(liquidation de retraite) 시점’에 비로소 원고에게 사용자

의 ‘분담금 미납’이라는 손해가 나타난다는 점을 파기원이 인정한 것으로 

고용주인 회사가 분담금 미납행위를 할 당시에 손해가 관념적이고 잠재

적인 상태에 있다가 “연금을 청산할 자격이 된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

화’되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피해 원인이 불확실하고 피고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 

진실을 찾는데 버거운 재판부가 형식적인 수단인 시효를 원고 청구를 기

각하는데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458) 이러한 가운데 다음의 사례

들은 과실책임 소송에서 기산점의 변동된 판례에 해당한다.

가. 맹장절제 의료과실소송

457) 프랑스 최장기간과 ‘contra non valentem’ 법리에 대해선 제3장 제1절 1.

비교법적 고찰 참조.

458) 이러한 예로 Naoki Kanayama 교수는 東京地裁, 平成 1年 10月 19日(判時

1352号 86頁) 판결을 든다. 이 사안은 피해자가 1972년 코 성형수술을 받고난

뒤 이후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리다가 1987년 타 병원에서 성형수술 시 남겨

진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선 코 수술을 받고

난 뒤 여러 차례 피고 병원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로 피고의 책임을 인식하였

다고 보고 불법행위의 일본 민법 제724조 본문에 의해 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였다. Naoki Kanayama,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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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1965년 하복부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급성 맹장염 진

단을 받고 즉시 입원 맹장절제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2-3일을 집에서 

휴식한 후 근무에 복귀했지만, 변비, 식욕 감퇴 등의 증상과 하복부에 응

어리가 남아있는 느낌은 수술 전과 변함없어 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지

만, 충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을 받아 원인 불명으로 지내왔

다.459) 14년이 지난 후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개복 수술의 결과 충수가 

잔존하여 궤양, 충수 낭종 등이 발병했음을 알게되었고 원고는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 측은 진료 계약에서 불완전 이행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피고가 충수 절제술을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판결은 “소위 진료 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계약은 이행되어 법률상 장애는 소멸하였지만 동시에 충수의 

잔존을 확인할 때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때 일치)”460)까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제 행사를 기

대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고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할 때’ 진행하는데 채권행사에 대

459)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 통증에 시달렸고 타병원에서 이를 확인

하였으나 충수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 피고에 대한 의

료과실에 대한 손해임을 알 수 없었다. 결국 개복수술을 통해 손해 및 가해

자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福岡小倉支

部 昭和 58年 3月 29日 判決 判時 1091号 126頁

460) 福岡小倉支部 昭和 58年 3月 29日 判決 判時 1091号 1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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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엄격하게 법률상의 장애 없이 하게 된 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의 직업, 지위, 교육 및 권리의 성격, 내용 등 제반 사정으로 그 ‘권리행

사를 현실적으로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밑줄-필

자) 다시 말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이 상당하다. 권리자의 지위, 권리의 성질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권리행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까지 시효의 진행을 용인하

면 권리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과 같고, 나아가 시효 제도

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461)

   법원은 의사의 채무 불완전이행을 근거로 맹장 절제수술을 한 후 원

고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신체문제를 알았을 때”(타 병원에서 개복수술

을 한 날)부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 된다고 보고 개복 후 1년 안에 소를 제기했기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

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대륙법계인 일본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채

권에 관한 일본 민법 제166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를 적용하여 

기산점을 상정하고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충수 잔존의 피해는 일찍이 

수술행위 시에 발생하였지만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는 14년이 경과하여 

밝혀졌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의료행위 때’로 볼 것

인지 아니면 14년이 지나 ‘충수 잔존을 확인한 때’로 볼 것인지가 쟁점

이 된다. 

    이 판결의 의의는 개복수술을 통해 “충수의 잔존이 확인되었을 때”

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다는 점에 있다. 개복 수술을 통해 충수의 잔

존을 확인한 사실은 시효의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에 해당한

461) 福岡小倉支部 昭和 58年 3月 29日 判決 判時 1091号 1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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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는 의료 과실이 행해진 수술 완료 때이다. 법

원은 개복수술을 통해 충수의 잔존이 확인되어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의

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로 손해가 확인되는 개복수술 이전까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

이다. 

   이 판결은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의 경우’에도 기산점이 

변동된 사안으로 앞서 1970년 공탁물 사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에 

대하여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가 아닌 ‘권리자의 현실적인 권리행사가 

기대되는 때’로 기산점을 변동한 최고재판소 판례를 수용한 일선 판결이

라 할 수 있다. 

   

나.  신생아 뒤바뀐 사건

(1) 사실관계

1958년 4월 10일부터 14일경 피고 산부인과에서 원고들이 출산을 

하였다. 퇴원 무렵 피고 산부인과 잘못으로 출생한 신생아들을 서로 다

른 부모에게 인계하였고 부모들은 이를 모른 채 각각 친자가 아닌 신생

아를 양육하였다. 1997년 10월경 혈액형 재검사를 통해 아이가 바뀐 사

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들은 산부인과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 행위 즉 신생아끼

리 바뀌는 시점이 1958년 4월 10일부터 같은 달 14일경부터 기산하여 

2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 퇴원한 1958년 4

월 17일 무렵부터 10년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

다. 이에 불복하는 원고들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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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손해가 표면화되고 권리행사가 현실에 기대 가능할 때’부

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 분만 계약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퇴원한 

1958년 4월 17일이고 잘못된 친자의 인도가 이루어진 시기 이후 채무불

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권리행사

가 현실에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런 종류의 사안에서는, 부모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에

게도 외관상 그 사실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잠재

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실의 부모에게 진실의 아이를 인도하는 그 

권리의 특성상 분만 조산 계약의 당사자인 부모 및 자식이 오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표면화하고 처음으로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이다.(밑줄-필자) 462)

   항소 법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에 대하여 “법률상의 장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행사가 현실에 기대할 수 있을 때”라

고 판시한 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 친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외관상으론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잠재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1997년 10월경 혈액형 재검사한 시점에 분만 계

약의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표면화될 때 처음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의 의의

462) 東京高裁 平成 18年 10月 12日 判時 1978号 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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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이행 청구권 

및 법적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효에 대해서도 본래

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채무동일성에 따라 친자 인도청구권을 획득했을 때부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채무동일성론에 따르면 친자 인도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혈액형 재검사를 

통해 그동안 가졌던 친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의심이 객관적으

로 피고에 대한 본인의 친자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현실적 기대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이 같은 판단 배경에는 일본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형식적 논리만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현실적인 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유연하게 해석하여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1970년 

최고재판소의 공탁물 판결과 2003년 보험금청구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

다. 따라서 ‘권리행사의 현실적 기대 가능성’은 그 피해가 표면화되어 객

관적으로 나타나야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계적인 채무동일성

에 따른 시효 진행으로는 손해의 형평 ·타당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

례가 된다. 

다. 예방접종 사건

(1) 사실관계

   1952년생인 원고는 같은 해 수두 예방 접종에 의해 중증 심신 장애

자가 되었다. 1974년 피해자와 친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하였다. 1984년 1심 판결이후 피해자는 금치산선고를 받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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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친권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을 들어 “이 규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당

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소제기가 지연된 데에 피해자 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척

기간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이라는 상고인들의 주장 자체

가 부당하다.”면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 측의 사정 등 고려

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제척기간의 취지에서 보면, 제척기간의 

경과를 인정하여도 정의와 형평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최고재판소의 판단

   최고재판소는 원심의 제척기간의 성격상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효정지(일본 민법 제158조)의 취지를 준용하여 20

년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척기간을 배척하였다. 

그 심신 상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

하다는데 단순히 20년이 경과한 것만을 가지고 일체의 권리행사가 허용되

지 않는 반면, 심신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20년의 경과에 의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현저하게 공정·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라 할 수밖에 없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 때부터 20년이 경과하

기 전에 6개월 내에서 심신 상실 상황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해당 피

해자가 금치산 선고 후 후견인에 선정되어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본 민법 제158조

(시효정지)에 뜻에 비추어 동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다.(밑줄-필자)463)

463) 最判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第52巻 4号 108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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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는 무능력자의 시효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일본 민법 제

724조 후단의 제척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고재판소는 심신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20년의 경과에 의해 손해배상의무를 면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하게 공정·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한도

에서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를 제한하는 게 조리에도 부합한다

고 설시하였다.

(3) 판결의 의의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인 불법행위의 기산점의 최장기간에 대해 판

례는 제척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적용하는 신의칙과 권리남용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464) 이 판결은 이제껏 일본 민법 제

724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최장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어떠

한 예외도 없이 기간의 경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배척해왔

던 종전 판결과 달리 제척기간에도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구제

한 첫 최고재판소 판례로서 주목된다.465)

    실제 시효의 정지 규정이 제척기간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설

이 유력하다.466) 민법 제724조 후단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 판례로

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효의 정지의 준용을 선택하였다. 판례

464) 최고재판소는 민법 제724조 후단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이라는 상

고인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 부당하다고 보았다. 最判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第52巻 4号 1087頁

465) 이 판결에 대해 内池慶四郎교수는 정의·공평·条理라는 논거를 이용하는 것

은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법리의 복귀이며 실질적으로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이 제척기간으로 보는 최고재판소(最判, 平成 元年 12月 21日 民集 43巻

12号 2209頁) 판결의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본다. 内池慶四郎, “近時最判判決

と 民法724条 後段の20年期間”, 法学研究 73巻 2号, 2000, 185頁.

466) 判例タイムズ, 予防接種禍東京訴訟上告審判決, 1998. 980号 8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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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효정지의 입법취지가 채권자 보호에 있다고 보아 일본 민법 제724

조의 후단의 효과를 제한하였다. 20년이 경과한 것만을 가지고 일체의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심신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현저하게 공정·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고 20년 최장기간을 제한시킨 것이다.467)

  

라. B형 간염 소송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유아기에 받은 예방접종에 의한 B형 간염이라는 이유로 

1989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X4는 1951년 5

월 태어나 같은 해 9월부터 1958년 3월에 받은 집단 예방 접종 등을 통

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984년 8월 무렵, B형 간염으로 진

단받았다. 원고 X5는 1961년 7월생으로 1962년 1월부터 1967년 10월

에 받은 집단 예방접종 등을 통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986년 10월 B형 간염을 진단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집단 접종과의 B형 간염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468) 항소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

을 인정했지만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원고

의 청구를 배척했다.469)

467)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기간 제한이 제척기간이라고 보면서도, 심신 상

실의 원인을 준 가해자가 20년의 경과에 의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현저하게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았다. 香川崇(주 325), 61頁.

468) 札幌 地判 平成 12年 3月 28日 民集 60巻 5号 2077頁

469) “이 사건처럼 모두 유아기에 접종인 것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마지막 접종시를 제척기간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X1의 마지막 집단 예

방 접종은 1971년 2월 5일, X4에 대한 것은 1958년 3월 12일, X5에 대한 그

것은 1967년 10월 26일 X2에 대한 그것은 1970년 2월 4일이다. 따라서 X1

및 X2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시(1989년 6월 30일)에는 제척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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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재판소의 판단

   최고재판소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유아기에 받은 집

단 예방 접종과 바이러스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면서 470) 기산

점에 대해 치쿠 진폐 최고재판소 판결과 미나마타 병 최고재판소 판결의 

기산점 해석을 인용한 뒤 “B형 간염이 발병한 데 따른 손해는 그 손해의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것으

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집단예방 접종 등)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B형 간염의 발병) 때”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B형 간염이 발병한 데 따른 손해는 그 손해의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

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예

방 접종이 이루어진 가해 행위가 아니라 B형 간염의 발병(손해의 발생 때

인 진단을 받은)때가 민법 제724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

다. 판시 사정 아래에서는  집단 예방 접종 등 (가해 행위)의 때가 아니라 

B형 간염의 발병 (손해의 발생) 시간이 민법 724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

하지 않지만, X4와 X5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札幌高裁,

平成 16年 1月 16日 判決 民集 60巻 5号 2171頁

470) “유아기에 집단 예방 접종으로 인해 X1∽X3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음을 인정하는 판단으로 (1)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며, 집단예방접종 등 피 접종자 중에서 감염자가 존재하는

경우 주사기의 연속 사용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다. (2) X1∽X3는 어린 시

절에 집단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주사기의 연속 사용이 된 것이다. (3) X1∽
X3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지속 감염자가 되고, 그중 X1 및 X2는 성

인기에 들어 B형 간염이 발병하였다. (4) X1∽X3은 출산시 어머니의 피가

아이의 체내에 들어가는 감염(수직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감

염(수평 감염)에 의해 감염된 것이다. (5) 1986년에서 모자간 감염 방지 사업

이 시작된 결과 수직 감염을 차단하여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집단 예방 접종

등의 주사기의 연속 사용에 의한 것 이외는 수평 감염의 가능성이 극히 낮

다. (6) X1∽X3 대해 예방 접종 등과 X1∽X3의 B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最判 平成 18年 6月 16日 民集

第60巻 5号 199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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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산점이 된다.(밑줄-필자)471)

   원심이 손해 발생시에 대해 예방 접종시에 B형 바이러스 감염되어 

그 마지막 접종시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것과 달리472) 최고재

판소는 의사가 ‘B형 간염 발병을 진단한 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

아 이때를 제724조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473)

(3) 판결의 의의

   앞서 예방접종 사건과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바로 ‘중증 장애’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능력자로 법정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척기간의 경과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라면 이 

소송은 손해의 특성상 잠복기를 가져 예방접종 후 20년의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B형 간염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이격이 있는 사건이다. 사건은 제2절에서 

다룰 잠재적 손해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 

   그런데 예방접종 때 B형 간염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이때 손해가 발

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에 받은 예방접종으로 인

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침입하면 지속 감염자가 된다. 지속 

감염자가 된 경우에도 그 후 혈청 전환이 일어나면 간염은 거의 없어진

다. 그러나 혈청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채 성인기에 들어가면, B형 간염 

바이러스와 면역 기능과의 공존 상태가 무너져 간염이 발병할 수 있고,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입

471) 最判 平成 18年 6月 16日 民集　第60巻 5号 1997頁.

472) 札幌高判, 平成 16年 1月 16日 民集 60巻 5号 2171頁.

473) 松本克美교수는 판례가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불법행위의 때”를 피해

자가 인식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잠재적인 손해”가 아니라 “규범적 손해가 확

대 표면화된 때”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松本克美(주 351), 25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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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바로 B형 간염으로 발병하진 않으므로 손해의 발생이 ‘가해 행위

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는 이점에 주목하여 손해의 발생은 ‘B형 간염으로 발병한 

때’에 시작된다고 보고 진폐소송과 동일하게 가해행위 후 상당기간이 경

과한 후에 손해가 발생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은 것이다. 

4. Eşim v Turkey ECtHR

가. 사실관계

   1969년에 태어난 피해자는 군인으로 1990년에 테러 진압에 참여하

였다가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고 1992년에 군대에서 전역하였다. 2004

년에 피해자는 심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에 미확인물

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GATA 군병원에서 총알이 피해자의 

머리에 박혀있음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터키 국방부의 보상 요청을 했

지만 거절당하였고 2008년 피해자는 최고 군사행정법원(AYİM)에 금전 

및 비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미 

1995년 5월 25일에 5년의 시효가 경과되었다고 그의 청구를 배척하였

다. 피해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나.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단

   유럽 인권재판소는 터키행정법원이 2004년 7월 22일자 의료기록에 

대해선 살펴보지 아니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사건이 발생한 1990년부터 

시작하여 5년의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

다. 시효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야한다

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실현을 위한 규칙이 법의 장벽으로 변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 사건은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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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고 말했다.474)

   구체적으로 그 피해가 수년 후에 발견되었고 피해를 초래한 총알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몸속에 들어왔으나 치료하는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터키 군사법원이 손해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피해의 원인

이 되는 물체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5년의 시효를 시작할 수

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시효로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받

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밝혔다. 

5. 소결  

  과실책임 소송의 특징은 ‘행위시’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를 누

구도 알 수 없었다는 데에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손해가 발생한 행위시로 볼 것인지 손해 발생과 손해 발견이 불

일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둘 것인가가 관건이 된

다.

불법행위 =  피해 ≠ 피해 발견

  미국에서는 앞서 본 바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when a resulting 

injury is sustained)’로 기산점을 삼아 피해자의 구제를 외면한다면 정의

와 공정성에 위반된다면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 시가 아닌 ‘피해자가 발

견’한 때로 보았다. 미국에서 불법행위에서 시효 기산점으로 원고의 주관

적 인식가능성에 따른 ‘발견주의’를 확대 적용하는데 기여하였다. 

   대륙법계인 프랑스의 경우도 개정 전 최장기간 제2262조의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 또는 피해자가 손해를 알 수 없다면 그 손해를 피해

자가 알 수 있었을 때(la date à laquelle il est révélé à la victime)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손해가 나타난 시점은 피해자가 연금 수급자격을 

474) EGMR, Urt. v. 17. 9. 2013 - 59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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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시기에 비로소 당시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 가능 시기는 채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Eşim v Turkey ECtHR에서도 피해를 입고 처음 치료를 한 1990

년 시기엔 총알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과실책임 소송에서도 피해를 확인한 때부터 ‘권리행사 가능한 

시기’로 본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신생아 뒤바뀐 사건에서 친자가 잘못 

인계된 지 40여년이 지나 ‘혈액형 재검사 시점’에서 신생아 뒤바뀐 사실

을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가능하다고 보아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맹

장절제수술에서 보듯 14년이 지나 개복 후 ‘가해 행위가 피해 원인이라

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부터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

고 있다. B형 간염 소송에서도 그 원인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산점이 늦

춰질 수밖에 없다.475)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과실소송에서 ‘행위 시’에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 데는 채권자·채무자 모두 

손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행위 시’에 손해가 나타났더라

도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발생시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음을 나타낸 각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475) Melissa G. Salten는 이 경우 발견주의가 적용되는 사례로 본다. Melissa

G. Salten(주 270),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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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잠재적 손해

   장기간 긴 잠복기를 가져서 손해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석면소송이었다. 1960년 들어 세계 각국은 석면

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시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석면은 여러 

가지 중증의 폐질환과 폐암으로 이어지는데 실제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20∽40년이 걸린다.

1. 영국

   1939년 시효법(Limitation Act 1939)은 계약상의 모든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해 ‘청구원인의 발생’부터 6년의 기간을 규정했다. 이 기산점 

규정은 그 기원이 1623년 시효법(Limitation Act 1623)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476) 1954년 신체 상해 청구에 대해선 ‘청구원인의 발생 때’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다.477)

가.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

   영국 법원은 1956년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으로 

인하여 전에 없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1956년 고용주를 상대로 수

년간 유해한 먼지 입자를 흡입하여 진폐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의 손해배

상 청구였다.478) 이들은 수년전부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

476) Margaret Fordham, “Sexual Abuse and the Limitation of Actions in

Tort - A Case for Greater Flexibility”, Sing. J. Legal Stud. (2008), p.293.

477) 1954년 의회는 Act 제2조 하위(1)항을 두어 여기에 해당되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과실, 불법방해 또는 의무위반

(negligence, nuisance or breach of duty)에 관한 손해배상은 신체 상해에 대

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또는 그와 같은 조항과 별

도로 마련된 조항으로 인해 의무가 존재하는지 관계없이) 이 하위조항은 3년

의 효력을 갖는다.” Letang v. Cooper [1965] Q.B.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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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 일했는데 1950년이 될 때까지 누구도 그 악영향을 알 수 없었

다. 고용주였던 피고 측은 시효법(Limitation Act 1939) 제2조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고 법원에서도 피해에 대해 누구도 알거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

해자가 피해를 발견할 때까지 청구원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479)그러나 최고 법원은 당시 제정법을 이유로 피고의 의무 위반

으로서의 최소한(being de minimis)이라도 피해가 발생한 최초의 날이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accrual of the cause of action)이라고 보고 원고

의 청구를 저지하였다.480) 석면의 흡입 최초시를 청구원인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으로 누구도 그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정법의 ‘청구원인’에 

대한 해석은 ‘행위 시(피해를 입었을 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 입법부는 석면과 같은 잠재적 손해에 대한 대책으로 1963년 시

효법 개정을 통해 신체 상해 소송에서 시효 기산점을 결정하는데 ‘발견

주의’ 원칙을 토대로 주관적 기준을 도입하였고481) 판결도 이에 따랐

다.482)

   1975년의 시효법 (Limitation Act of 1975)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가

478)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1962] 1 (QB) 189;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1963] AC 758 (HL).

479) Reid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발견할 때까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피

해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원인은 시작되지 않는다.” 말하면서 “이것이

법의 지배를 받는 문제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그 손해를 발견하거

나 할 수 있었을 때까지 청구원인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커먼로(common

law)는 절대로 불합리한 결과를 낳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1963] AC 758 (HL).

480) Reid 판사 역시 “현재의 문제는 시효법 (Limitation Act 1939)에 있으며

내가 지적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1963] AC 758 (HL).

481) sec. 7(3) Limtation Act 1963 참조.

482) Central Asbestos Co Ltd v Dodd 소송에서는 개정된 시효법(Limtation

Act 1963 7(3)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규정

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석면에 노출되었다. 피해자는

1964년 석면 질환 진단을 받았고 1967년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시효가 지

났음을 항변했으나 연방법원은 3대 2로 그가 1967년 4월까지 주요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Central Asbestos Co Ltd v Dodd: HL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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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손해에 대비하여 시효를 개정하였다.483) 이 개정으로 신체 상해의 경

우 시효 기산점은 청구권자가 청구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인식

한 날(date of knowledge=발견주의)”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Pirelli General Cable Works Ltd. v. Oscar Faber & Partners 

   앞서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원

인이 발생한 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손해와 관계없이 그 행위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왔다. 이후 시효법을 개정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상

해에서만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시효를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신체 

상해를 제외한 불법행위에도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 수년간 불분명했다.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982년 Pirelli 

General Cable Works Ltd. v. Oscar Faber & Partners 소송에서 나타

났다.484) 1967년에 피고는 건축가로 새 공장을 짓는 설계에 참여하여 

굴뚝에 Lytag란 물질을 사용하여 지었다. 부적절한 자재가 구조물에 첨

가되었다는 점에서 설계부터 하자가 있었다. 작업은 1969년 완성되었으

며 다음 해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1972년 10월까지 원고는 합리적 주의

의무를 갖는다 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77년 하자를 발견한 원고는 1978년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문제는 

청구원인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있었다. 설치나 균열 때부터인지 또는 하

자(fault)를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던 때

인지가 쟁점이었다. 전자의 경우 청구는 시효법 제2조에 의해 시효가 경

483) 큰 변화는 시효 기산점에 ➀ ‘알게 된 날’이 추가되었고 ➁ 제33조에 사법

재량권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잠복기 소송과 같이 그전에는 시효 경과로

인해 소송이 금지되었던 원고의 지위가 향상되는 입법으로 개선되었다. A v.

Hoare [2008] UKHL 6.

484) Mcgee Andrew, Limitation Periods, The Modern Law Review, 1

November 1984, Vol.47(6), pp.7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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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다. 최고 법원은 만장일치로 굴뚝의 균열이 발생한 날부터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이 발생하여 6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보았다.485)

   이러한 판단은 시효가 경과될 때까지 청구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과실 없는 원고에겐 가혹한 것이었다.486) 법원의 판단은 입법을 주관하

는 법률위원회에 다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시효법의 개정

(Limitation Act 1980)과 잠재적 손해법(Latent Damage Act 1986)을 

제정하게 만들었다.487)

다. 소결

  

   잠재적 손해에 대하여 영국의 재판부는 원고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갖

더라도 그 손해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산점에 

대해 ‘행위 시’에 따른 해석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 같이 피해자에게 

혹독하고 비합리적인 판결은 영미법계에서도 비판을 받아 캐나다, 뉴질

랜드 모두 이 판결 따르기를 거부했다.488)반면 후술할 미국의 경우 ‘근

본적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청구원인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 

해석이 법원을 통해 구현되어 대비가 된다. 

   결국 영국의 잠재적 손해의 해결은 시효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행 시효법(Limitation Act 1980)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날(나중에 있을 경우)”부터 3년

으로489) ‘발생주의’ 및 ‘발견주의’ 모두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

485) Pirelli General Cable Works Ltd v Oscar Faber &Partner [1983] 2.

A.C.1, HL

486) Mcgee Andrew, Limitation Periods, Sweet & Maxwell, 2006, no. 5.008.

487) 특별 시효기간을 14A에 규정하여 청구원인이 있는 날부터 6년 이외에 청

구자의 인식한 날부터 3년을 추가하였다. Limitation Act 1980 ; Latent

Damage Act 1986.

488) Mcgee Andrew, Limitation Periods, Sweet & Maxwell, 2006, no. 5.008.

489) sec. 14 Limitation Act 1980 참조; Reinhard Zimmermann(주 145), p.48.

오늘날 영국의 전통적인 6년 제소기간은 일반 불법행위에만 적용되고 사람의

생명·신체 피해(3년), 과실(3년), 제조물 책임(3년) 및 명예훼손(1년)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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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 미국

가. Urie v. Thompson 소송

(1) 사실관계

   원고는 미주리 기관차 회사에 직원으로 1910년대부터 일하면서 직업

적 노출로 인해 30년간 실리카 먼지를 흡입을 하였고 이로 인해 1940년 

폐 질환인 규폐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1941년 고용주인 미주리 태평양 

철도회사를 상대로 연방 고용주 책임법(FELA)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측은 1910년 실리카에 노출될 당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하였다. 

(2) 판단

   연방 대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원인에 대해 실리카의 흡입시로 보아  

1938년 11월 이전으로 본다면 시효법의 3년의 기한에 따라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흡입이나 노출의 유해한 결과(injurious consequences of the 

exposure)가 특정 시점(a point of time)이 아닌 일정 기간의 산물(the 

product of a period of time)이기 때문에 해악 물질에 접촉한 특정 시

를(specific date of contact) 피해가 발생한 날(the date of injury)로 

보아 소 제기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는 해로운 물질

로 인한 축적된 결과가 나타날 때(manifest themselves)만 ‘피해 입은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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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ed)' 것으로 될 수 있다.(밑줄-필자)490)

   연방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해악물질을 

흡입한 시점부터 시효를 진행시킨다면 미처 그 손해를 알 수 없었던(그 

누구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

다고 보면서 앞서와 같이 판단했다.491)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건강 상태

를 명백하게 알거나 진단받았을 때까지 청구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연방 대법원은 판결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잠재적 손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손해가 나타났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로 의의

가 있다. 특히 규소의 특성상 해악은 기간의 산물이어서 특정 접촉 시점

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규폐증’으로 나타났을 때 비

로소 시효가 시작된다고 파악한 점이다. 앞서 영국에서 최초 접촉한 시

점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과 대비된다.

   원고가 실제 피해를 인지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시효법상 

불합리를 접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청구원인으로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채택하였다. 법원은 잠재적 손해가 발현되어(manifest)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어야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후 미국 판

례법상 잠재적 손해에 대한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연방대법

원의 판결이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 법원에서의 발

견주의 적용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다.492)

490) Urie v. Thompson 337 US 163 (1949)

491) 미국 연방대법원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연방고용책임법

(FELA)은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효의

기계적 적용은 잠재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직업병에는 맞지 않다고 보았다.

Urie v. Thompson 337 US 16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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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1) 사실관계

   30년 넘게 석면에 노출되었던 Henry Wilson은 석면 물질에 노출된 

결과로 1973년에 헨리 윌슨은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근무를 계속 

하였다. 1978년 2월 그는 석면폐증으로 인한 치료 중 중피종을 진단받

고 9개월 후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다. 1979년 유족이 Johns-Manville 

Corp.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문제는 시효였다. 

   피고 측에선 불법행위 노출에 초점을 두어 1973년 석면으로 인한 진

단인 석면폐증을 통해 해악이 명백해졌고 해악이 명백해지면 그 해악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해악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래에 중피종을 포함하여 모든 손해가 1973년 석면폐증 진단으

로 발생하였다고 보고 3년의 시효기간을 지나 소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했

고 재판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 법원은 석면 관련 질환으로 후발 손해로 나타난 중피종  

관한 청구에 대한 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잠재적인 질병의 경우에 제기되어야 할 주요 쟁점은 질병의 존재, 그 피

해 원인 및 그에 따른 손해이다. 이러한 쟁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

492) 예를 들어 석면과 같은 잠복기를 가지다가 나중에 손해가 나타난 다음의

사례는 피해자의 발견이 아닌 최초 해악을 접촉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Karjala v. Johns-Manville Prods. Corp., 523 F.2d 155 (1975);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s. Corp., 493 F.2d 1076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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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보다는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신체 피해에 대해 합리적이

고 확실하게(reasonably and certain) 예측되는 손해만 구할 수 있는 현

재 법령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잠재적 질병 등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시효 

진행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피고의 이익, 심각한 피해에 대

한 공정한 배상, 원고의 증거 확보, 미래의 제기될 수 있는 소송으로 인한 

소송 경제의 문제 등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493)

  

   법원은 장래의 잠재적인 손해가 점증하고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인정

한다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주장한 앞서 가벼운 석면폐증에서 중한 질병

까지를 예측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판

단의 배경에는 장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발생가능성에 관해 50% 이상

의 거증책임을 원고에게 요구하는데 암 등의 중한 질병 등 장래의 모든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발생가능성이 50% 미만의 경우에도 시

효 제한으로 인해 장래의 모든 손해를 청구하도록 조장한다는 문제점을 

법원이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973년 2월에 가벼운 석면폐증이 진단되어 중피종으로 사망

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이후의 

손해는 구분된다고 보아 중피종으로 진단, 발견했을 때부터 후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앞서 경증의 석면폐증 진단으로 발생한 전(前)손해와 이후 

중피종으로 발생한 후 후(後)손해에 대해 앞서의 전(前)손해에서 후발손

해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후술할 일본 진폐소송에서 각 단계별로 그 손해가 양과 질 모두 다르

므로 앞서의 손해를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까지 포함하여 시효 

493)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oration 684 F. 2d111(D.C. Ci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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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을 삼을 수 없다는 판단과 동일하다. 잠재적 소송의 특성상 일반

적인 신체 상해의 손해와 달리 그 해악은 더 점증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확실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선 손해에서 후발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50% 미만임에도 청구하여 후손해의 기산점을 앞선 손해의 기산

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이다.494) 즉 피해자가 시효로 인하여 초기 

상해의 진단으로 더 중한 질병까지 포함한 소제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

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495) 결국 법원은 증거에 대한 고려, 사법 경

제 및 원고 구제의 이익이 피고의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아 윌슨이 중피

종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후손해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

다. 

다. Martinez-Ferrer v. Richardson-Merrell 

(1) 사실관계

   Martinez는 1960년에 항콜린성 약물인 MER-29를 복용했다. 6개월 

후, 그는 황반부종, 망막 부종 및 심한 피부염을 앓게 되어 MER-29가 

병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후 원고는 그 약물을 중단하여 질환은 모두 

개선되었다. 이후 1961년과 1975년까지 아무런 합병증도 경험하지 못했

494) 법원은 시효가 석면소송에서 “합리적으로 확실한(reasonably and certain)”

원고의 배상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잠복한 질병에 대한 공정한

회복을 제공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잠재적인 피고의 소송에서 벗어나는 이익

보다 더 크다고 보았다.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oration 684 F.

2d111(D.C. Cir. 1982)

495) 초기 질병인 석면폐증을 진단받았을 때에는 사법적 구제 외에 산재 보상이

나 민간 보험으로 초기 질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이

후 후속 질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데 나중에 더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

할 때까지 기다려서 현재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시효로

인하여 법적 구제가 상실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oration 684 F. 2d111(D.C. Ci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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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6년에 그는 백내장을 일으켰고 전문의는 MER-29로 인하여 백

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했다. 피해자는 MER-29 제조업체에 대해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법원은 Martinez가 1961년 처음 질병이 

나타났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항소법원의 판단

   그러나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잠재적 손해에 대해 원고가 1976년에 

백내장을 발견했을 때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1960년 복용 

직후 발생한 황반부종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의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하였

다면 시효는 경과하였지만 ‘백내장’이라는 피해는 전혀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잠재적 손해로서 1976년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시

작된다고 판단하였다.496)

  이 판결은 약물에서 나타난 잠재적 손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효로 볼 

것인지와 관련 있다. 피해자가 1961년  MER-29 약물복용의 손해로 나

타난 황반부종을 비롯한 피해 중에서 백내장은 없었다. 또한 이 약물이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어떠한 진단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

적(latent) 손해가 외부로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됨을 보여준

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미국은 잠재적 손해에 관해 ➀ 원고의 권리 침해가 처음 발생할 때 

시작된다는 견해 ➁ 불법행위의 계속되는 한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➂ 피고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피해에 

496) Martinez-Ferrer v. Richardson-Merrell 105 Cal. App. 3d 316, 164 Cal.

Rptr. 591 (1980). 이밖에 DES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잠재적 손해로는

Wetherill v. Eli Lilly & Co., 678 North-Eastern Reporter 2d series

(N.E.2d) 474 (New Yor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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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견해 ➃ 손해가 드러날 때까지 모든 손

해의 시효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497) 통설은 잠재적 

손해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손해로 보아 ‘발견주의’에 입각하

여 ➃ 설의 원고가 합리적으로 청구원인을 발견할 때까지는 시효가 연기

된다고 본다.498)

   미국도 처음에는 잠재적 손해에 관해 다른 손해와 마찬가지로 그 손

해가 불명확하더라도 청구원인은 해악의 노출(harmful exposure)시부터

라고 보았다.499) 그러나 해악의 노출(harmful exposure)로는 피해자는 

손해 존부를 비롯하여 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해악의 흡입했을 때가 아

닌 실제 손해가 나타났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근본적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500) 또한 손해가 드러났을 때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

거나 인식 가능하므로 청구원인으로서의 ‘발견주의’ 채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히 이루어졌다.501)

3. 덴마크

가. 서설

497) Developments(주 268), pp.1205.

498) Developments(주 268), pp.1205.

499) Schmidt v. Merchants Despatch Transportation Co. 소송에서 원고는 산

업 먼지를 흡입한 결과 진폐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뉴욕 항소법원은 피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유해한 먼지를 흡입했을(inhale the

deleterious dust)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고 석면폐증이 그 상해의 결과라고 하면서 원고가 질

병을 일으킨 먼지를 흡입한 직후부터 피고에 대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는 점

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Schmidt v. Merchants Despatch Trans. Co.

270 N.Y. 287 (N.Y. 1936)

500) Developments(주 268), pp.1206-1207.

501) Kim M. Covello,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and Statutes of

Limitations in Latent Injury Litigation: An Equitable Expansion of the

Discovery Rule, 32 Cath. U. L. Rev.(1983) 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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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법계를 따르는 덴마크의 경우 시효법(precriptiop Act)의 5년 시

효와 덴마크 법률(Danske Lov)의 20년 최장기간이 있다.502)503) 시효는 

채권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부

터 진행한다. 시효법(precriptiop Act)의 5년 시효는 ‘청구원인 발생하였

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채권자가 청구원인 또는 채무자의 신원 등에 선

의를 주장하면 시효는 정지된다. 

   그러나 덴마크 법률(Danske Lov)의 20년은 앞서 시효법과 달리 중

단되지 않는다. 오직 채무자의 승인에 의해서만 중단되고 중단이 되면 

시효는 새로 시작한다. 계약 등 대부분의 소송은 시효법 적용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20년의 덴마크 법률을 적용한다.504)

   덴마크에서 불법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시(the time 

of accruence)로 2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법과 판례였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후 20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나타나 그 배상을 청구

한다면 피해자가 청구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는 

금지된다. 

   그런데 덴마크 법률 5-14-4조항의 20년에 대해 시효정지가 불가능

한 최대기간(maximun period)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는 원고가 그 손해를 제기할 수 있는 지

502) 원래 덴마크에서는 형사적인 상해에 대한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게 일반

적이었다. 1930년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로 인한 배

상시효는 20년이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일반적인 시효 기산점인 청구

권의 발생 시가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 원고가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을 갖

추었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한 점이다. Gomard & Simonsen(주 100), pp

11-13.

503) 현재 이 조항은 section 29 (2). 1 of Act No. 522 of 06.06.2007에 의해 폐

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효법이 시행되고 있다. 통상의 시효는

3년으로 채권자가 채무 또는 채무자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시효가 계속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의 최대기간이 있다.

신체 상해나 환경 소송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그 기간이

30년이다. 산업재해보상청구는 5년의 시효기간을 갖는다. Lov om foreldelse

av fordringer (foreldelsesloven) 참조.

504) Gomard & Simonsen(주 100), pp.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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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을 때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펼쳐졌다.505) 특히 잠재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 이후에 해악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한 기간까

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Dansk Eternit-Fabrik v. Möller 소송

(1) 사실관계

   1927년에 창립된 Dansk Eternit Fabrik Ltd는 1928년에 알 보그 

(Aalborg)의 공장에서 지붕을 덮을 수 있는 타일 형태로 Eternite를 생

산했다. Eternite의 제조에 석면이 사용된 기간 동안 회사 직원은 석면 

먼지를 흡입했다. 1975년경부터 석면이 점차적으로 다른 물질로 대체되

었으나 직원 중 대부분이 석면 폐증 및 폐암에 걸렸다. 1985년 35명의 

노동자는 석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덴마크는 20년

의 최장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그 질병이 발견이나 발견될 수 있었을 때까지 20년의 소멸시

효는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청구원인이 발

생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직원의 퇴사 전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1988년 5월 Retslagerådet(의료협회)는 석면이 Xrays를 사용

하여 폐에 나타나려면 보통 10∽20년의 기간이 경과하며 그전에 노출되

는 경우는 드물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진단한 결과 몇 가

지 예외를 제외하고, 상해를 초래하는 피폭이 1970년 이전에 일어난 게 

분명하였다.  

(2) 최고법원(Højesteret)의 판단

505)이에 대해서 해악이 표면화되는 시기인 발현주의(the time of manifestation)

를 기산점으로 잡는 경우 불법행위시에 의한 발생주의(the time of

ocurrence)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Gomard &

Simonsen(주 100),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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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법원(Højesteret)은 피고 회사가 석면을 사용하는 대규모 제조사

로 직원들이 대부분 석면 먼지를 흡입하고 있었고 오래 동안 석면 먼지

에 노출되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관리책임을 인정하면서 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988년 5월 4일 Retslagerådet (의료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석면폐의 

경우 Xrays를 사용하여 폐에 명확한 변화를 보이기 전에 보통 10-20년

의 기간이 경과하며 석면으로 인한 암 질환이 20년 기간 전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실제로, 개별 청구자에 관한 Retslagerådet 선언에 따

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노출 흡입 등은 1970년 

이전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Danske Lov 5-14-4에 따른 20년의 시

효는 손해가 나타나는 순간(skaden kan konstateres)부터 진행하도록 

시효를 정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

가 없다.(밑줄-필자) Danske Lov에 시효 조항이 시효정지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Højesteret는 원고가 가지는 어떠한 청구든지 시효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506)

   Højesteret는 피고 Dansk Eternitfabrik의 사업은 상당했으며 석면의 

506) Den 20-årige forældelse efter Danske Lov 5-14-4 ville derfor ofte

medføre, at krav på erstatning for sådanne helbredsskader ville miste eres

betydning, hvis forældelsesfristen ikke suspenderes således, at fristen først

regnes fra det tidspunkt, skaden kan konstateres. Da formuleringen af

Danske Lovs forældelseregel ikke udelukker en sådan suspension af

forældelsesfristen, tiltræder Højesteret, at krav, som de erstatningssøgende

måtte have, ikke kan anses forældet, hverken helt eller delvis. (Walter van

Gerven, Pierre Larouche and Jeremy Lever, Cases, Materials and Text on

National, Supranational and International Tort Law (Oxford, Hart

Publishing, 2000 발췌- 이하 Ius Commune Casebooks - Tort Law)

Højesteretsdom, 27 October 1989 Dansk Eternit Fabrik Ltd. v. Möller

UfR.1989.110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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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직원들은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고 결국 생

산 공정에서 석면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 측의 책임

을 인정하였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덴마크 소멸시효에서 획기적인 판결에 해당한다.507) 앞서 

본대로 시효법(Prescription Act)의 5년의 경우 채권자를 선의로 “청구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bona fide)”에 시효정지가 가능하였으나 최장

기간 20년에 대해선 시효정지를 적용하지 않았다. 덴마크 법률(Danske 

Lov) 5-14-4조항은 선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입법자의 의

도였다. 

   그런데 덴마크 최고법원(Højesteret)에서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배타

적이고 일의적인 Danske Lov 5-14-4조항의 20년 최장기간에 시효정

지를 적용했다.508) 법원은 석면과 같은 잠재적 손해의 경우 외부에 나타

나는 데만 10-2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타났을 때 이미 시효

는 경과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배척되는 문제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

국 최고법원은 잠재적 손해에 관해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배

상에서 손해가 나타날 때까지 시효는 정지”된다고 본 것이다. 

다. Phønix사건과 Cheminova 소송

(1) A/S Phønix Contractors mod Frederikssund Kommune

   1934년부터 1969년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토양이 

페놀로 오염되어 이를 1981년과 1982년에 제거하고 난 후 그 비용을 

507) Ius Commune Casebooks - Tort Law, 3.DK.8. p.297.

508) Gomard & Simonsen, in Ewould H. Houndius(주 10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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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82년 5월 21일에 피고 측에 소송을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1953년부터 1960년 중후반까지 타르 생산을 이곳에서 해왔었다. 그런데 

이전에 1958년 피고 공장의 페놀 유출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수

돗물 공급이 중단되었고 피고 책임을 인정한 최고법원 판결(U.1958.365 

H)이 있었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전하여 철거가 완성된 1975년 무렵에는 

원고 당국도 피요르드 오염 위험을 알고 있었기에 5년 시효가 경과하였

고 덴마크 법률(Danske Lov 5-14-4)에 따른 장기시효도 지났다고 주

장하였다. 원심은 1958년 2월 20일 최고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토양을 처리, 

저장함으로써 페놀이 토양에 침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피고 책임을 

인정했다. 토양의 페놀(phenol) 감소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생산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최고법원도 4:3으로 시효법이나 덴마크 법률 

모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509) 1958년 최고법원 판결과 

법 No. 274 또는 Danske Lov (DL 5-14-4)의해 피고인은  더 적극적

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페놀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Cheminova사건

   Cheminova사건은 토양오염에 대해 당국이 그 비용을 청구한 사안이

다. 1954년 피고는 설비시설을 모두 철거했고 화학쓰레기를 그 무렵 토

양에 매립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사실을 1980년 들어서 지역 당

국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 원상회복 등 지출비용을 청구하였다. 

시효법에 따른 5년 기간에 대하여 1982년부터 피해자가 알거나 알 수 

509) U.1989.692H H.D. 11. maj 1989 i sag I 267/1987 A/S Phønix

Contractors (adv. Niels Søby)mod Frederikssund Kommune (adv. Christian

Mo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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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라고 보는 데는 양당사자가 일치했다. 법원도 지난 시효법에 따

른 5년 내에 원고가 청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문제는 덴마크 법률

(Danske Lov) 장기시효 20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최고법원은 덴마크 법률(Danske Lov 제 5-14-4)의 20년에 대하여 

그 기산점은 피고 측이 1954년에 화학쓰레기를 매립할 때부터 시작되었

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의 처리시설 비용청구는 시효를 경과했다고 보았

다. 최고법원은 1회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환경 오염관련 배상소송은 장

기간 동안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와는 다르므로 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앞서 Phønix 소송과의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었다.510)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한명은 다수의견이 시효가 갖는 법

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무게를 두어 그 결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논평하였다.511)

라. 소결

   덴마크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

(accrual of the cause of action)에 대해 ‘행위 시’(the occurrence of 

the event)부터 진행한다고 보고512) 20년의 장기시효에 대해서 일반적

으로 시효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의 판례처럼 잠재적 손해

의 경우 그 발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과 사람의 생명, 건

강 및 신체적 완전성에 관한 법익에 관한 특별한 보호의 취지를 살려 잠

재적 손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해 침해가 나타난 경우에는 판

510) Gomard & Simonsen,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p.122-123.

511) Gomard & Simonsen,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124.

512)  1966년 2월 2일, 직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오른 손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 보험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1999년 갑자기 그 상태가

악화되었고, 2000년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Social Appeals Board에서 거

부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덴마크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1966년 2월부터 시

작되어 덴마크 법률 5-14-4의 20년이 지났다고 보았다. Højesteretsdom,

27.11.2002 UncategorizedDanske Lov 5-14-4, forældelseFav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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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시효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513) 즉 석면과 같은 잠재적 손해에 

대해 그 피해가 나타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어 시효의 진행은 발현시

(the time of manifestation)부터로 보았고514) 학계는 이를 두고 발견주

의(discovery of defect)를 채택하였다고 본다.515) 반면에 Cheminova 

소송처럼 잠복기를 갖지 않는 일회적인 단순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엔 시효의 정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16)

   잠재적 손해에 대하여 장기시효 20년에 관하여 발현시부터(damage 

is established) 시효의 기산점을 삼는 판례에 대하여 이는 후술할 일본 

등 대륙법계에서 석면 등에 잠재적 손해에 대해선 그 손해가 나타날 때

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과 동일하다. 잠재적 손해의 경우 객관적으

로 그 손해가 나타날 때까지 그 누구도 손해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특성 

때문이다. 결국 1989년 최고법원(Højesteret)에 의해 결정된 Dansk 

Eternit-Fabrik 소송과 Phønix사건 모두 손해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기

준으로 시효가 진행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4.  일본

가. 진폐소송

   일본은 1960년 고도 성장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진폐법을 

시행하고 행정당국이 제철회사 등 분진작업 종사자 및 과거 종사자였던 

513) Gomard & Simonsen(주 100), pp.121-122.

514) Gomard & Simonsen(주 100), p.12, pp.121-122

515) 1989년 덴마크 최고법원에서 석면이 갖는 잠복적 손해의 환경소송에 대해

서는 당국이 오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요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20년의 장기시효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함을 알 수 있다. ibid, p.12, p.121.

516) 이 경우 Gomard & Simonsen 교수는 일반적인 1회적 손해에 해당하는 환

경 소송은 손해의 잠복기를 갖는 석면으로 인한 손해와 구분하여 판례가 판

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ibid,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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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대상으로 진폐 관련 건강검진을 시행하였다.517) 여기서 진폐로 

인한 질병 단계를 나누어 1단계에서부터 진폐에 의해 폐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갖게 된 4단계까지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1) 사실관계

   일본 제철회사에서 채굴을 담당했던 회사 직원들은 갱내 작업을 통해 

분진을 흡입하였는데 치명적인 피해가 알려진 것은 광산회사에서 퇴직 

후 11년이 흐른 뒤였다.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일본의 계약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가 경과된 상태였다. 원고 63명은 1979년 11월 1일 안

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모두 진폐의 행정관리 

결정을 받았으며 이중 58명이 4단계 행정관리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2

명은 3단계 행정관리 결정, 또한 3명은 2단계 행정관리 결정을 받았었

다.518)

   1심은 계약의 시효기산점인 일본 민법 제166조에 따른 시효 기산점

에 대해 직원이 ‘진폐에 걸린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때’가 법률상 

장애 없는 때라고 보고 “진폐에 대한 위중한 행정결정을 받은 날”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519) 이와 반대로 항소심에서는 진폐 증

517) じん肺法, 昭和 35年 3月 31日 法律 30号

518) 원고 63명 중 20명에 대한 최종 행정관리 결정 (진폐에 관한 위중한 진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본소 제기까지 채권계약의 안전배려의무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나머지 43명은 최종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되기 소가 제기되었지만, 이 중 10명은 첫 번

째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날부터 본소 제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

다. 1966년 진폐의 소견이 있다는 취지의 첫 번째 행정관리 결정을 받아 4년

후 1970년 4단계 행정관리 결정을 받았고 1955년 진폐 소견이 있다는 취지의

첫 번째 행정관리 결정을 받아 21년 후 1976년에 3단계 행정관리 결정 및

1978년에 4단계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원고도 있었다. 長崎地裁 佐世保支部,

昭和 60年 3月 25日 判決 判時 1152号 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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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발현 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

이는 질환으로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최초의 행정 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520)

(2) 최고 재판소 판단

   최고재판소는 항소심이 말한 최초의 행정 결정을 받은 날은 각 행정 

관리결정에 질적인 차이가 있고 따라서 최초 행정결정단계에서 뒤에 행

정 결정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이로부터 진폐에 걸린 환자의 병이 진행하

여 더 위중한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중한 결정에 상당하는 

건강 상태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가 먼저 행정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521)

519)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

에 일본 민법 제166조, 제167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

로 권리행사 가능한 순간으로써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그것은

권리행사하기에 대해서 법적 장애가 없는 때에 관하여 본건에 맞게 말하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채권자에서 인식 또는 그 가능성이 있을 때’와 해석할

수 있다. 원고들인 직원이 진폐에 걸린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진폐에

대한 행정관리 결정을 알았을 때이며, 적어도 각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각

행정관리 결정을 알았을 때는 이환하면 죽을 수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고, 또

한 인식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전 직원이 각자에게 가장 위중

한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날,(밑줄-필자) 즉 최종 행정관리 결정일터 사망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 예측이었다고 봐야하고 각 행정관리 결정한 날 또는 그

통지서의 날짜 중 늦은 날부터 시효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長崎地裁 佐

世保支部, 昭和 60年 3月 25日 判決 判時 1152号 44頁

520) 손해배상청구권도 계약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166조와 제167조 소멸시효

기간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해야한다. 이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에 대해 법률상의 장해가 없고, 또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행

사를 현실에 기대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하는데, 이것을 본 건에 맞게 말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즉 원고들의 진폐병적 증

상이 현실화, 표면화했을 때(발병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福岡高裁, 平成 元年 3月 31日 判決 民集 48巻 2号 776頁

521) “진폐의 소견이 있다는 취지의 첫 번째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후 더 중한

행정관리결정을 받기까지 각 환자마다 그 진행의 유무, 정도, 속도도 환자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관리 단계가 올라갈수록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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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 때

이어야 하는데 진폐에 걸린 사실은 그 취지의 행정관리 결정이 없으면 일

반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본 건에서는 진폐의 소견이 있다는 취지의 

첫 번째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때에는 적어도 손해의 일단이 발생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진폐에 걸린 환자의 병이 진행하여 더 위

중한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중한 결정에 상당하는 건강 상태

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가 먼저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시점에

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중략) 요컨대 고용주의 안전배

려의무 위반하여 진폐에 걸린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최종의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상당하다.(밑줄-필자)522)

   일본 최고재판소는 진폐 병변의 특성에 비추어 단계별로 행정 결정에 

상당하는 건강 상태에 따른 각 손해는 질적으로 다르고 제1관리 행정관

리결정에 이어 차례로 행정관리 결정을 받아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양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 그 병세

가 향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지는 물론 진행하고 있는지, 정지되었는

지조차도 현재의 의학은 확정지을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진폐증의 진행 유무, 정도, 속도 등 환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특성과 제1단계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손해를 예측할 수 없어 

제2단계 행정관리나 제3단계, 제4단계 행정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재판소는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최종의 행정관리 결

적으로 확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현재 의학 상태로 그 병세가 향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지는 물론 진행하는지 정지되는지조차도 현재의 의학으로

는 확단할 수 없다.” 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集 48. 2号 441頁.

522) 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集 48. 2号 4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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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은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

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이른 바 채무동일성 법리에 따라 시효를 진

행되는 것을 부인하였다는데 있다.523)524) 앞서 신생아 뒤바뀐 사건에서

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기대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채무동일성 법리가 

부인된 바 있다. 채무 동일성 법리에 따르면 안전배려의무는 본래의 급

부의무에 부수적인 의무로 보아 본래의 급부의무의 이행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늦어도 퇴직 시’가 되므로 이때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이 된다.525)

   그런데 석면의 손해의 특성상 장기간 잠복기를 가지므로 퇴직한 후 

10년이 경과한 뒤 발병하면 이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이미 10년을 경과한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성은 1심에서부터 인

정되었고 드디어 최고재판소는 ‘퇴직 시’가 아닌 ‘최종 행정관리 결정을 

받았을 때’를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

523) 松本克美, “消滅時効と損害論 －じん肺訴訟を中心に”, 立命館法学”, 268호

2000, 1302頁.

524) 법원은 “안전배려의무는 본래의 급부 의무에 관련되기는 하나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여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은

적극적인 채권 침해로 본래의 급부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와 다르게 이해되어

야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관계에서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그 발생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본래의 급부 의무와 동일한

운명으로 이와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진폐는 그 발병까지 장기 잠복기가 갖고 진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래의 급부 의무의 이행 청구 가능한 마지막 순간인 퇴직시부터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발병한 경우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행사의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현저

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福岡高裁, 平成 元年 3月

31日 判決 民集 48巻 2号 776頁

525) 神戸地裁尼崎支判 1979.10.25. 943号12頁; 東京地判 1979.3.29. 954号56頁; 東

京高判 1983.2.24. 1073号 7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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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보았다. 

   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이 시효 

진행의 전제가 되므로 손해가 ‘현실화내지 표면화’된 때로 발병을 진단받

은 때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았다.526) 여기서 ‘손해의 현실화’를 항소심은 

‘최초 행정관리결정’을 받았을 때 진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기산점을 최초 행정관리결정을 받은 때로 보았다. 그러나 최초 행정결정

에서 나온 손해로써 장래의 진폐에 대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최초 행정관리 결정에서 나타나는 손해와 장래에 위중한 진폐의 손해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최초 행정관리 단계에서 장래 위중한 손해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 이유가 되었고 최고재판소는 위중

한 행정관리결정인 최종 행정관리결정을 받았을 때로 기산점을 잡았

다.527)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의 인식에 대한 피해자 측의 현실적

인 권리행사가 기대되는 시기로 “최종 행정결정을 받았을 때”부터 시효

가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나. 치쿠 진폐 소송

(1) 사실관계

   Chikuho 지역에 위치한 광산회사 및 하청회사에 다녔던 피해자들은  

진폐 흡입으로 여러 종류의 진폐증에 걸렸고 피해자들 중 사망자도 발생

하였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

526) 松本克美(주 523), 1301-1303頁.

527) 원고 측은 항소심 판단에 대하여 최초 행정관리결정을 받았을 때부터 시효

가 진행된다고 본 데에 비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피고 작업장에서

일했다고 하여 진폐증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었던

상황에도 항소심이 최초 행정관리결정을 받았을 때부터 피해자가 이때를 현

실적인 권리행사가 기대되는 시기로 본 것은 시효를 앞당겨 피해자의 구제를

외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集 48. 2号 4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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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995년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위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528) 후쿠오카 항소심은 국

가 책임을 인정하였다.529)  

(2) 판례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진폐증 소송에서 진폐법이 성립한 후 금

속 광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석탄 광산에서 착암기의 습식형화를 꾀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광산 보안법에 근거한 법령의 개정을 하지 

않고 착암기의 습식형화 등 일반적인 보안 규제를 하지 않은 데에 위법

하다고 보고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제척기간에 대해선 다음

과 같이 설시하였다. 

몸에 축적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칠 물질에 의한 손상이나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처럼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손해

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제척기간의 진행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가혹하다. 또 가해자도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성질로 보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가 나타나 손해배상의 청구

를 받을 것을 예상해야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중략) 진폐 피해를 이

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발생시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

다.(밑줄-필자)530)

528) 福岡地飯塚支判, 平成 7年 7月 20日 判時 1543号 3頁.

529) 福岡高判, 平成 13年 7月 19日 判時 1785号 89頁.

530) 판례는 “통상 산업장관은 늦어도 1960년 3월 진폐법 성립 때까지 진폐에

관한 의학적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석탄 광산 보안 규칙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

생 방지책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새로운 보안 규제 조치를 취한 후,

법에 따른 감독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분진 발생 방지 대책의 신속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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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특성상 가해 행위

가 종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

아 가해행위시가 아닌 ‘손해가 발생한 때’로 기산해야한다고 판시했다. 

(3) 판결의 의의

   앞의 진폐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관계에 따라 일

본 민법 제166조를 적용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치쿠소송은 불법행

위에 따라 일본 민법 제724조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대비된다.531)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본 민법의 제724조 후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

법행위의 20년 최장기간에 대해 그 기산점을 법조문상 ‘가해행위 때’로 

규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때’라고 규정하여 가해 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음을 나타낸

다. 이 판례는 가해 행위에서 장기간에 거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불

법행위의 기산점은 ‘가해 행위’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시’임을 확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532)

   또한 판례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불법행위의 때’를 손해의 발

생시로 ‘잠재적인 사실상의 손해의 발생’이 아닌, “해당 손해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로 손해의 표면화되었을 때(manifestation)’로 보

급, 실시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위 보안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

되었으면, 이후 탄광노동자의 진폐의 피해 확대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

다.”고 보아 보안 규제 권한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것에 국가배상법 1조 1항

의 불법이라고 보았다. 最判 平成 16年 4月 27日 民集 第58巻 4号 1032頁.

531) 제3장 제4절 1. 나. 비교법적 고찰 (2) 일본 참조.

532)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학계는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가해행위시이고 예외적

으로 손해라고 보는 이원설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는 손해의 발생을 말한다

고 보는 일원설이 있다. 松本克美교수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때’는 ‘손해 발

생시’로 보는 일원설 입장에 있다. 松本克美(주 351), 247-2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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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533) 치쿠 진폐 소송에서 문제된 진폐 질환은 직장에서 분진에 노출

됨으로써 피해자의 체내에서 잠재적으로 진폐 질환의 손해가 사실상 발

생하기 때문에 이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손

해가 잠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표면화하지 않으면 손해의 객관적 인

식가능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손해

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가해행위 시’에 시효가 진행한다면 피해자는 

청구도 해보지 못하고 청구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534)

   이점에서 치쿠 진폐 소송의 판결은 손해가 표면화되었을 때부터 기산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535)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손해가 현실화

되었을 때와 같은 취지이다. 

다.  미나마타 소송

(1)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미나마타만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미나마타만 해역의 해

산물을 섭취하고 있었다. 1956년 5월 1일, 뇌질환의 미나마타병이 공식 

보고되었다. 조사 결과, 1953년 무렵부터 미나마타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1959년 8월 현재 미나마타 병 환자 수 71명, 

사망자 28명에 이르렀다. 

533) 같은 취지에서 加藤一郎, 不法行為 法律学全集, 有斐閣, 1974, 265頁; 植林

弘, 注釈民法(19),有斐閣 2013, 381頁; 幾代通, 不法行為法, 有斐閣, 1993, 349

頁; 平井宜雄, 債権各論Ⅱ 不法行為, 弘文堂, 1992, 170頁

534) 또한 회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

안에서 이전 최고재판소 판결(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集 48. 2号 441頁.)

과 동일하게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법 소정의 관리 구분

에 대한 최종 행정관리 결정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 손해는 사망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最判 平成 16年 4月 27日 民集 第214号

119頁

535) 松本克美(주 351), 2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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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5월, 국가는 미나마타병은 DF 공장의 아세트 알데히드 제조 

시설에서 생성된 공장의 폐수가 공장 밖으로 유출되어 어패류에 축적되

었고 그 해산물을 다량으로 섭취한 피해자들 체내에 흡수되어 신체의 상

해 또는 사망 결과를 낳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 판단

   최고재판소는 국가가 미나마타병에 의한 신체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

해 이른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

가배상법에 위반된다면서536)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724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은 "불법행위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가해 

행위 때가  그 기산점이 된다. 그러나 몸에 축적되는 물질로 인해 사람들

의 건강이 해쳐지는 것에 의한 손상이나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처럼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해의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밑줄-필자) 환자의 각각 미나마타만 주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시점이 각자에 대한 가해 행위의 종료한 때이지만 미나

536) “국가가 1959년 11월말 현재, 다수의 미나마타 병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나마타 병의 원인 물질이 어

떤 종류의 유기수은 화합물이며, 그 배출원이 특정 공장의 아세트 알데히드

제조 시설임을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

을, 이 공장의 폐수에 포함된 미량의 수은의 정량 분석이 가능했던 점 등 판

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해 12월말까지 미나마타 병에 의한 심각한 건강 피

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공용 수역의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공장 폐수 등

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수역을 지정하고, 수질 기준 및 특정 시설

의 규정을 상기 제조 시설에서 공장 폐수에 대한 처리 방법의 개선, 동 시설

의 사용을 일시 중지 기타 필요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국가 배

상법 1조 1항의 목적에 위배된다.” 最判, 平成 16年 10月 15日 民集 58巻 7号

180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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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 병 환자 중에는 잠복기 있는 이른바 지발성(遲發性) 미나마타 환자

에서는 해산물 섭취를 중단하고 4년 이내에 미나마타 병의 증상이 객관적

으로 나타나는 이때가 기산점이 된다.537)

   판례는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특

성상 가해 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치쿠 진폐소송 판례538)를 인용하면서 가해 행위의 종료로부터 4

년이 경과한 때 지발성 미나마타질병 증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므로 손

해가 발생한 그때부터 시효 기산점을 삼고 있다.539)540)가해 행위와 손

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손해 발생시 내지 확정

시를 기산점으로 한 것이다.541)

라. 그 밖의 환경 소송

(1) 비소 중독소송

   피해자들은 전후 광석 작업장에서 일한 후 은퇴한지 20년이 지나 비

소중독 등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이 발생하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가해행위 후 손해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 가해 

행위 때부터 기산점을 삼는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소

멸시효가 완성되어 전혀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537) 最判 平成 16年 10月 15日 民集 第58巻 7号 1802頁

538) 最判 平成 16年 4月 27日 民集 第58巻 4号 1032頁

539) 最判 平成 16年 10月 15日 民集 第58巻 7号 1802頁

540) 1심에서도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을 미나마타병으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

해 가해 행위의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로 잡았다. 大阪地判 平成 6

年 7月 11日 判例タイムズ 856号 81頁

541) 判例タイムズ 1070号, ハンセン病訴訟熊本地裁判決 熊本地裁　判例タイム

ズ社, 2001, 1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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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때’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즉 가해 행위

가 또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가해 행위시 만일 손

해가 현실화, 표면화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장래 손해가 발생하

는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시작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되나 손해의 객관적 인식 가능하다

는 전제가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 표면화될 때까지 시

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밑줄-필자)542)

   이 판례는 만성 비소 중독같이 가해행위시 이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에 가해행위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건강 장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손해로 확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손해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시효를 그때부터 기산할 수 

있으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손해가 나타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크롬 소송

   크롬에 의한 피해 소송에서도 3년 또는 20년의 시효 기산점을 늦추

거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보아 252명의 원고는 배상을 

받았다.543)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의 “피해자 퇴

직 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

의 최장기간의 관계에서도 “그 각 장애에 대해 각각 시효가 진행하는 것

이 아닌 복수의 장해가 모든 나타나고 표면화하여 그 손해의 진행과 확

대가 멈춰지고 고정된 시점에서 피해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당 장애에 

542) 宮崎地裁 昭和 58年 3月 23日 判時 1072号 18頁 判例タイムズ493号 255頁.

543) 東京地裁, 昭和 56年 9月 28日 判例タイムズ458号 1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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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률적으로 장기의 제척기간이 시작된다.”544)고 보면서 손해배상의 

단기시효나 최장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

었다. 545)

5. 네덜란드

가. 서설

   네덜란드는 앞서 보았다시피 일반적인 규정으로 주관주의 5년의 시효

기간과 최장기간(20년 또는 위험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의 경우 30년)을 

두었으나546) 2004년 네덜란드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에 관해서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

였다.547) 그러나 이 입법은 소급효가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위험물

질에 대한 소송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석면과 같은 잠재적 손해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국가들이 석면소송에 대해 기산점의 변동을 통해 석면 피해자들을 

구제한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합리성과 공정성이라는 일반 조항 적용을 

통해서 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를 소개한다.548)

나.  Van Hese v. Schelde 소송

544) 札幌地裁, 昭和 61年 3月 19日 判時 1197号 1頁

545) 한편 108명이 아연 제련소 배출물을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 채

무 소멸시효의 원용을 권리의 남용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前

橋地裁 昭和 57年 3月 30日 判時 1034号 3頁 判例タイムズ 469号 58頁

546) Dutch Civil law Art 3:310 (1) (2) 참조.

547) Dutch Civil law Art 3:310 (5) 참조. Reinhard Zimmermann(주 145), p.

57.

548) HR 20 October 2000, NJ 2001,268; HR 25 November 2005 Rechtspraak

van de Week (RvdW) 200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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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959년 3월 16일부터 1963년 6월 7일까지 Van Hese는 Royal 

Schelde Group 조선소에서 일했다. De Schelde에서의 작업 도중 석면 

먼지에 노출되었다. 1996년 9월, 불치의 악성 종양이 폐막이나 석회암의 

석면암 형태로 진단받았는데 석면과 접촉한 지 30년이 넘은 상황이었다. 

1996년 11월 사망 후 유족은 Schelde Group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에선 최장기간 30년을 이유로 이미 1993년에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이를 기각했다. 원심 법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민법 제6조 제2

항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최장기간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으며 네덜란

드 민법 3:310 제2항의 "손해를 야기한 사건(gebeurtenis)”부터로 시효

는 진행하므로 1963년 6월 7일 석면 섬유를 흡입한 순간부터 시효가 시

작되어 30년이 경과한 1993년 6월 7일에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상소하면서 네덜란드 민법 3:310조의 “사건(gebeurtenis)”는 

석면에 노출되는 순간이 아니라 석면 입자가 신체에서 반응하기 시작하

고 종양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석면 입자의 흡입으로 손상 원인이 

있는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종양 등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났을 때

부터 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며 네덜란드 민법 제6조 제2항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석면에 

노출된 시점부터 시효를 기산해야한다고 항변하면서 3:310 BW의 객관

적 기산점은 절대 기간으로 제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

다.

(2) Hoge Raad 판단

   Hoge Raad는 2000년 4월 석면 노출 후 3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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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mesothelioma)이 발견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의 문제라고 보면

서 네덜란드 민법 3:310조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의 

가해자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 

30년의 Art. 3:310 제2항의 30년의 최장기간에 경우 객관적이고 절대적

인 성질을 가져 피해자의 정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거래 

상대방을 위해 법적 안정성이(HR November 3, 1995, No. 15801, NJ 

1998, 380)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549)

   그러나 Hoge Raad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3:310 BW는 네덜란드 민법 

제6조 제2항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550) 30년의 최장기간을 적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0년의 최장기간에 합리성과 공정성의 기준인 네덜란드 민법 6:2 BW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다.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고

려할 때 절대 수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석면에서처럼 손해가 나타났는지 불확실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석면에 노출에 의해 중피종(mesothelioma disease)이라는 손해의 경우 

그 발생이 석면의 특성상 매우 오랜 시간 존재에 대해 불확실하고 숨어 있

어 그러한 의미에서의 피해는 실제로 생겨 발생한 때에는 이미 시효가 경

과한 후이다. 시효법은 피해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를 예상하진 못하였다. 

따라서 기간 전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후

에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질병이 밝혀지기 전에 시효가 완

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밑줄-필자)551)

549) HR 28 April 2000, NJ 2000, 430. Nederlandse Jurisprudentie 430/431.

550) redelijkheid en billijkheid: Art. 6:2 [2] BW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내에서의 합리성 및 공정성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에게 행동하여야 한다. 2. 합법성과 공정성 기준에 의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무자간에 법률, 통상 관행 또는 법률 행위로 인한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551) HR 28 April 2000, NJ 2000, 430. Nederlandse Jurisprudentie 4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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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과 같은 잠재적 손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30년의 최장기간을 사

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보

면서 30년의 최장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받

을 권리(ECHR 제6조)에 부합하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네덜란드 민법 개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대해서는 최장기간을 배제하는 규정과도 일치한다고 설시하였다. 

(3) 판결의 의의

   앞서 2004년 시효법을 개정하면서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관한 청

구에 대하여 객관주의 기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개정법552)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잠재적 손해인 석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고민

이었다. Hoge Raad는 원심 법원이 피고 De Schelde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을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성 학대에 관련 최장기간에 대한 판단과553)

자국의 개정법에 주목하였다. Hoge Raad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에 대해 최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고554)

네덜란드 민법 제6조 제2항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555) 즉 현행법

Hoge Raad ECLI:NL:HR:2000:AA5635

552) Dutch Civil law Art 3:310 (5) 참조.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과 관련

하여 5년 제한 기간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관련되는 당사자가 피해와 책임자

모두를 인식할 때부터 시작된다.

553) Stubbings v Webb [1993] AC 498 (HL). Stubbings and Others v United

Kingdom (Reports 1996-IV, p.1487, NJ 1997, 449

554) HR 28 April 2000, NJ 2000, 430. Nederlandse Jurisprudentie 430/431.

Hoge Raad ECLI:NL:HR:2000:AA5635

555) 합리성과 공정성을 적용하는데 평가 요소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형

량을 전제로 (i)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금전적 손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 손해배상청구가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또

는 제 3자를 위한 것인지 여부 (ii)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의 생존

자가 기타 이유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 (iii) 피해자가 소제기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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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적용하여 30년의 최장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흡입 시”로 보

는 데엔 원심 법원과 동일하나 신체 상해에 관한 소송에선 예외적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현행 30년의 최장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556) 557)

  

다. Nefalit 사건

(1) 사실관계

    Nefalit은 1935년부터 1983년까지 석면 시멘트 생산업체였다. 원고

는 피고 Nefalit측으로부터 1976년에 생산된 Nobranda 판을 구매하여 

집 개조공사를 약 8주에 걸쳐 시행하였다. 2007년 11월 원고는 중피종 

진단을 받았는데 Nefalit의 Nobranda판을 생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윽고 원고는 2008년 피고 측에 손해배상 청

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피고 모두 30년의 최장기간이 지났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원고 측은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적용하여 최장기간의 배

제를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제6조 제2항의 합리성 및 공정성 기준에 

대해서도 Nefalit은 보험이 없으며 1985년 이후로 폐업으로 수입이 없음

을 항변하였다.

있는 범위 (iv) 시효 경과 전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고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었는지 (v) 채무자가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방어할 합리적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지? (vi) 채무자의 책임이 보험 대상인지 (vii) 손해가 발생한

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이다. Hoge

Raad는 피고 측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원고의 합리성과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는 충분조건은 아니고 De Schelde가 보험에 가입한 상황은 관련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다. Hoge Raad ECLI:NL:HR:2000:AA5635.

556) 자세한 사항은 Harriët N. Schelhaas,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II) and Dutch Law, KluwerLaw, 2006, chap.14.

prescription. 참조.

557) Eveline T. Feteris, Argument Types and Fallacies in Legal

Argumentation, Springer, 2015,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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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네덜란드 대법원은 “30년의 객관적 최장기간은 경과되었지만 HR 28 

NJ 2000, 430 판결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의하여 시효의 완성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558) 또한 보험에 대해서

도 당시 Nefalit이 민사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위험하며 또 보험에 가입했다면 장기보험을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에 대

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석면의 심각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최장기간은 지났

지만 피해자의 생명·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최장기간의 경과로 피

해자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네덜란드 민법 6:2 BW의 합리성과 공

정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559) 이 판결은 앞서 Van Hese v. Schelde 

소송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대한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HR 28 

NJ 2000, 430)을 그대로 준용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민법 

558) ECLI: NL: RBMAA: 2007: BA3241 16-04-2007

559) 한편 1971년 중개인을 통해 원고는 피고 측 Eternit로부터 집 창고를 짓기

위해 석면 골판지 시트를 구매했다. 구매 후 창고에 석면시멘트 패널 지붕을

설치하였고 이 와중에 석면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02년 5월 폐 및 복막암

인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Eternit 석면 시멘트 시트의 사용자들

에게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시효의 경과와

ⅵ)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하여 파산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네덜란드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HR

25 November 2005 Rechtspraak van de Week (RvdW) 2005, 130. 이런 면에

서는 앞서의 합리성과 공정성의 기준이 채무자의 항변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사례로 ECLI: NL: HR: 2004: AO4596, ECLI: NL: HR: 2017:

4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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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에 발생한 잠재적 손해에 대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근거로 

최장기간을 배제를 보여준 판례로써 의의가 있다. 

6. 프랑스

가. 암염 광산 소송

(1) 사실관계

   1866년 프랑스 행정 당국은 토지 개발을 위하여 암염 광산 개발회사

에 대해 소금 채취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피고 측 회사는 

소금 채취를 위해 개발한 곳을 매립하였다. 그런데 행정 당국과 매립에 

관련하여 이행을 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이어 매립지 위에 도심지가 

조성되었으나 1924년, 1928년, 1950년, 1956년 여러 차례 매립지가 침

수되는 재해를 겪었다. 마침내 1957년 시당국이 1928년에 발생한 손해

부터 1956년까지의 손해를 전보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 

전보에 관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측은 30년 넘게 광산 지역 

소유자였다는 사실과 1886년부터 매립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장기

간의 3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2) 판단

   문제는 시효의 기산점을 ‘행위 시’로 볼 것인지 ‘손해가 발생한 때’로 

볼 것인지에 있다. ‘행위 시’는 피고측 회사가 매립한 때에 하자가 발생

한 것으로 이때를 기산일로 삼으면 시효는 경과된다. 그러나 손해가 발

생한 날부터로 본다면 기산점은 매립지가 침수된 날이 되어 시효는 경과

하지 않는 것이 된다. 파기원은 “손해배상의 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발

생한 날이며 하자가 발생한(la faute a ete commise) 날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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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원고의 소제기가 시효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1928년부터 1956년까지의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처리비용의 구상

금 청구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인정하였다.560)

   이미 과실책임 소송에서 30년의 최장기간에 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던 프랑스는 잠재적 손해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여러 차례 나타났을 때 프랑스 법원은 30년의 최장기간에 대한 기

산점으로 ‘행위 시’인 하자 발생 시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임을 재차 확

인한 사례에 해당한다.561)

7. 소결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해 해악 물질에 ‘노출시’ 또는 ‘흡입시’ 

등 ‘행위 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은 ‘행위 시’와 ‘손해 발생 시’의 구분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구분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갖는 이른 바 잠재적 손해

인 석면 등 환경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손해배상은 살인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1회적 불법행위에서 손해는 즉

시 또는 몇 초 후에 발생을 입법초안자는 예상해왔다. 일본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채무동일성원칙에 따라 채무가 손해배상청구랑 동시 또는 

몇 초의 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원 채무 이행시가 바로 손해

배상청구권의 ‘이행 시’로 보았다. 잠재적 손해에 대해서도 영국의 사례

처럼 입법의 개정 없이는 시효의 기산점을 늦출 수 없다고 “해로운 물질

에 노출되었을 때”부터 청구원인이 발생한다고 여겼다.562)

   그러나 환경소송과 같은 잠복기를 갖는 손해의 경우는 행위시에 손해

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잠재적 손해는 흡입이나 

노출의 특정 시점(a point of time)이 아닌 일정 기간의(the product of 

560) Cass. civ. 2e 13 Juillet 1966, Bull. civ. II, N° 791.

561) Reinhard Zimmermann(주 145), p. 35.

562) 제2절 1. 영국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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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iod of time) 축적된 결과가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효법 역사상 행위 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한 적이 

없었기에 지연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언제를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으

로 삼을지가 관건이었다. 잠재적 손해는 무엇보다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연관이 크다. 흡입이나 노출시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누구도 인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노출되었다고 손해로 나아갈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오직 유해한 결과(injurious consequences of the exposure)가 나타

나는 시점에 비로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잠재적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발견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대표

적 사례에 해당한다.563) 피해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피해자

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564) 특히 손해가 가해행

위 불법행위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식조차 할 수 없었

음에도 불법행위 시부터 시효를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 공정성이나 손해

의 공평·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반영되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때인 ‘손해가 나타났을 때’(The time of manifestation) 또는 ‘발견할 

때’(discovery of injury)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일정 기간이 축적되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접촉한 날을 손해의 발생시로 삼을 수 없다.”면서565) ‘손해

가 나타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덴마크의 경우 손해가 

나타난 순간까지 ‘시효정지’를 인정하였고,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합리성

과 공정성에 따라 최장기간의 적용을 배제되어야 한다는 판례566)도 나

563) Melissa G. Salten(주 270), pp. 216-217.

564) Fairness and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s for Toxic Tort

Suits, Vol 96 Harv. L. Rev.(1983), p. 1685

565) Urie v. Thompson 337 US 163 (1949),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oration 684 F. 2d111(D.C. Cir. 1982)

566) 네덜란드의 Hoge Raad 2000년 4월 28일 3 : 310 BW는 석면과 같은 지연

된 손해가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배제될 수 있다. Nederlandse

Jurisprudentie 430/431. 참조 6:2 BW ( ‘redelijkheid en billijkheid’) Rein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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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제 3 절  아동 성 학대

1. 서설

   아동 성학대567)는 근래 들어 소멸시효 기산점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아동 성학대는 그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

억한다고 해도 피해 원인으로 보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568) 양

육자의 기만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 아동기의 피해자는 부모의 양육권에 

의한 합법적인 행사와 부모의 의무 위반을 구별하지 못하여 성학대 사실

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569) 또한 인식하더라도 피해자

는 성학대 사실을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억누르게 된다.570)

Zimmermann(주 91), p. 104.

567) 아동 성학대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을 성인의 성적 욕

구 또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성인과 아동간의 육체적

관계 접촉 등을 의미한다. Tyson v. Tyson 107 Wn.2d 72 (1986)727 P.2d

226

568) Des Rosiers(주 107), p.100

569) 아동 성학대에 관한 피해자의 소송은 시효의 기산점의 변동이 필요한 사안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의존은 자연발생적

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 및 사회화, 자기 정체성을 모두

부모에게 위임한다. 아동 성학대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극도의 의존성,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가 진단을 회피하려는 복잡한 심리적 증상을 겪는다. 피해

자는 성학대와 관련해 비난받을 수 없는 선의(blameless ignorant)로 위법행

위 손해에 대해 가장 혹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누른다. Melissa G.

Salten(주 270), p.209

570)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성폭력 피해자가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없다. 특히 아동의 성적 학대는 해리성 기억 상실을 초래하여 수년 동

안 자신의 기억을 잊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성학대는 종종 성인 여성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고 실제 치료를

위해서라도 성학대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뒤늦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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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아동 성학대는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는 점에선 잠재적 

손해와 유사하지만 피해사실이 피해자 개인의 심리에 의존하여 뒤늦게 

손해로 인정받는 데에는 객관성이 문제된다. 또한 양육자 중 한명이 성

학대 가해자일 때 다른 양육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부딪친다.571)

2. 영국

가. Stubbings v Webb소송

(1) 사실관계

   피해자 Leslie Stubbings는 아동기에 그녀의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 성인이 된 후 1984년 TV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장애로 인해 

억눌러 왔던 성적 학대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7년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시효법 (Limitation Act 1980)의 제한이 있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아동 성학대라는 가해행위에 대해 영국 시효법

(1980) 제2조를 적용할지572) 또는 제11조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제2조

에 해당하면 성인이 된 때부터 6년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반면 제

11조는 "의무 위반(breach of duty)"에 따른 사람의 신체 상해 불법행위

의 제소기간이 3년이지만 제33조의 시효연장의 사법재량권이 있어 시효

를 연장할 수 있었다.573)574)

Melissa G. Salten(주 270), p.217.

571) Reinhard Zimmermann(주 145), pp. 64-65.

572) Limitation Act 1980 제2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기한: 불법행위

에 기초한 소송은 그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서는 아니 된다.

573) Limitation Act 1980 제11조 신체 상해와 관련된 소송을 위한 특별 기한.

(1) 본 조항은 원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적 상해에 관해 과실, 불법방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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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bbings 사건에서 피고는 의도적인 폭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성인이 

된 후 6년의 제한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

장했다. 반면 원고 Stubbings는 심리적 상해가 있었는데 시효가 경과된 

후에야 그 상해의 원인이 성적 학대에 있음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이

는 제11조 제b항에 시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제11조를 적용하여 1984년 당시 원고가 30세로 TV프로그램

을 통해 심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학대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

었고 이때 성적 학대에 있음을 발견한 날로 보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는 의무 위반(negligence, nuisance or breach of duty)에 대한 손해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2) 이 법의 앞선 조항에 명시된 기한은 본 항이 적용되는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항에 적용되는 소송은 아래 (4) 또는 (5) 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 이후에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4) 아래 (5) 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기간은 다음부터

3년 이내다.

(a)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b) 피해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날 (나중에 있을 경우)

574) 이 사법 재량권은 1975년 시효법에 도입된 것으로 법원에게 재판을 진행하

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경우 재판 지속을 허용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으

로, 시효가 원고를 저해하는 정도 및 피고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권

한을 행사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청구자 측의 시효 경과 후 지체 기간 및 이유.

(b) 지체를 고려하여 증거의 미흡 정도

(c) 소송 사유가 발생한 후에 피고의 행위

(d) 소송 사유가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청구권자의 소송 불가능한 기간

(e) 피고인에 대한 청구원인을 알았더라면 청구자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행

했을 정도

(f) 의학적, 법적 또는 기타 전문가 조언 및 그러한 조언을 얻기 위해 청구자

가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 Limitation 1980 sec 33 (3) 참조. 그밖

에 사기·은폐·착오, 명예훼손 등에서 사법 재량권이 인정된다. Sec 32, 32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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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575) 그러나 최고법원은 성적 학대는 의도된 불법침입

(intentional trespass)로 제2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성인이 된 후로 6

년 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는 견해로 원심을 파기하였다.576)

의도적인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된 후 발생한다. 청구원인은 자신의 피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고의적 폭행 또는 무단 침입(intentional 

trespass)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영국 1980년 시효법 제11조 (1)의 신

체 상해와 관련한 ‘과실, 불법방해 또는 의무 위반(negligence, nuisance 

or breach of duty)에 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한 기

간이 6년에 해당하고 제33조에 따른 재량권이 없다.

   영국 최고법원은 만장일치로 아동 성학대를 성폭행(sexual assult)으

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불법행위 규정인 제2조의 사람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침입(intentional trepass)으로 6년의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성폭행은 제11조에서 말하는 과실, 불법방해 또는 

의무 위반(negligence, nuisance or breach of duty)에 관한 신체적 상해 

소송이 아니어서 제33조의 사법 재량이 허용되지 않고 제2조의 성인이 

된 후 6년의 제소기간 제한으로 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영국 시효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과실이나 의무위반으로 인한 성학대의 

경우 법원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제2조에 해당하는 고의에 의

한 성학대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법령 적용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를 달

575) Stubbings v Webb [1992] Q.B. 197 (CA).

576) Stubbings v Webb [1993] AC 498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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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제2조의 고의에 의한 신체 상해와 제11

조의 과실로 인한 신체 상해의 구별 적용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577) 유

럽 인권재판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정도였다.578)그러나 영국 최고 법

원은 의도적인 불법행위 및 과실에 관한 서로 다른 규정이 유럽 협약의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579) 1998년 인권법 제정 이후에도 굽히지 않았

다. 

   많은 비판에 직면한 영국의 법률 위원회(Law Commission)는 시효법 

제2조와 제11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

른다. 또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제2조에서 정지 규정에 대한 특별한 취

지나 시효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

으로 주관적 기산점을 기본으로 3년의 시효와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최

장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이후 아동 성학대 피해자

가 자신의 청구원인이 억압된 경우 “정신적 장애(mental disability)”로 

보호받을 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나. A v Hoare 소송

(1) 사실관계

   1988년 2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처

음에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

다. 그는 2004년 가석방된 그는 복권에서 상당한 금액을 획득했다. 곧이

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폭행 후 16년이 지난 

후였다. 이 청구는 이전 사건인 Stubbings v Webb [1993] AC 498 판

577) A. McGee, Limitation Periods (5th ed. 2006) no. 8; Ewould H. Houndius

(주 100), p. 143.

578) 제2절 잠재적 손해 5. 네덜란드 사례 참조.

579) Stubbings and Others v United Kingdom (Reports 1996-IV, p.1487, NJ

1997,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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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비추어 보면 시효가 완성되어 배척이 예상되었다. 

   원고는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무단 침입

(trepass)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법 

(Limitation Act 1980)의 제1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580)

(2) 판단

   2008년 A v Hoare 사건에서 이전의 Stubbings v Webb의 결정을 폐

기하면서 성학대 사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전 영국 법률위

원회(Law Commission)는 Stubbing 사건이 이례적으로 보고 사람에 신

체에 관한 침해에 대해 과실이든 고의이든 불법침입으로 인한 청구이든

지 간에 사람의 생명·신체 피해에 관한 통일적인 시효법 적용을 촉구했

었다. 영국 최고 법원은 앞선 Stubbings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임을 

인정하였다. 

   최고 법원은 Kruber v Grzesiak [1963] VR 621 소송의 예를 들면

서581)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관한 2년의 제

소기간을 신설하였지만 악의적인 고소나 명예훼손 의도적인 불법 침입 

등은 여전히 제2조의 6년 제소기간을 적용하여 단기간의 시효 혜택을 

가해자가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582) 제

580) 이 소송에는 학교에서 아동 성학대와 구금센터에서 발생한 성학대를 포함

하여 모두 여섯 개의 항소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영국의 시효법(Limitation

Act 1980) 시행 이전에 일어난 성폭행 및 아동 성학대 관한 소송으로 일반적

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6년으로 이 기

간은 시효법 (Limitation Act) 1623에서 유래되었으며 당시 시효법 제2조의

적용을 받아 6년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었다. A v. Hoare [2008] UKHL 6.

581) 법원은 Kruber v Grzesiak 소송에서 “계약과 별도의 독립적인 의무 위반

이든 계약에 수반된 의무 위반이든,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해

당 피해자에 대한 무단 침입 행위를 배제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고의 또

는 과실로 타인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혀 일반적인 의무 위반으로 일으키는

불법침입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불법행위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기까지 하였다. Kruber v Grzesiak [1963] VR

582) 제11조의 ‘과실, 불법방해, 의무위반’이란 문구는 시효법 1954년에 들어왔는



- 241 -

11조의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따른 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서 사람의 불법침입(intentional trespass)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

다. 

1975년 시효법(Limitation Act 1975)에 의해 제11조 내지 제14조는 

도입되었는데 1954년 시효법을  신체 상해에 관해 “과실, 불법방해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효는 “청구

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제14조의 요건에 의해 “안 날” 중 나중에 시작된 

날부터 3년이다. 또한 제33조는 법원에 재량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시효법이 고의적인 상해(intentional 

trespass)를 배제한 것은 고의적 불법행위자에게 단기시효기간을 적용하

지 않으려는 윤리적 정책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1975년 시효법 제11조에서 제14조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고의적 

상해(intentional trespass)를 배제하려는 근거로는 볼 수 없다.583) 시효

법의 “과실, 불법방해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584)

데 이때 법률위원회에서는 불법행위 소송의 관한 일반 제한 기한(신체 상해

를 포함하여) 6년인데 장기이고 행정 당국에 대한 소송은 1년으로 너무 단기

라고 평가하면서 특별히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대한 시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연장할 수 있는 사법부 재량권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다만

악의적 고소 및 명예훼손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불법침입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상해 소송에 포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짧은 시효기간으로 피고가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

는 차원으로 추정했다. A v. Hoare [2008] UKHL 6.

583) 이러한 판단은 이전의 몇 번의 판례와도 관련 있다. 이전에 Letang v.

Cooper 사건에서 원고는 시효의 6년 기간을 적용받고자 제2조의 불법침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과실행위로 보고 3년의 시효를 적용하였는데 여기

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시효에 의해 금지되었음이 명백하고 불법침입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사람에게 침입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의

무 위반에 해당되어 그 근거로도 (시효의 의해) 금지된다.”고 보았는데 사람

에 관한 불법침입이라고 하더라도 제11조의 의무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Letang v. Cooper [1965] Q.B. 232

584) A v. Hoare [2008] UKH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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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법원은 1975년 시효법(Limitation Act 1975)이 시효의 제한에 

구속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제11조 내지 제14조를 도입하여 

시효 기산점을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에서 피해자가 “안 날”로 변경하였

고 사법 재량권 규정도 두었다고 보았다. 최고 법원은 시효법 개정 취지

를 살펴볼 때 고의의 성폭행에 대한 피해를 과실에 의한 피해보다 불리

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원은 고의의 성폭행도 제11조의 범주

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시효 연장의 사법 재량 가능성과 주

요사실의 인식을 요건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3) 판결의 의의

   제2조의 경우 시효는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년의 시

효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제11조가 적용되면 주관적 기산점체계를 기준

으로 삼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 구제에 더 유리하다. 또한 제33조의 재

량권을 법원은 행사할 수 있다.585)

  영국 최고법원은 사람에 대한 고의적인 폭행이든 과실이든 사람의 생

명·신체 상해에 대한 모든 청구는 시효법(Limitation Act 1980) 제11조

를 적용하여 같은 기산점을 갖는다고 보고 그 피해를 안 날로부터 시효

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성학대에 대해 시효법 제11조를 적용하여 ➀ 피해가 현저

하여 ➁ 가해행위에 기인하고 ➂ 피고의 신원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아동 성학대에 대해 

585) 제11조의 제소기한인 3년이 지난 후 청구를 했을 때 소송계속의 의미가 있

는지를 청문할 재량권을 갖는다. 제14조 (2)항에서 현저한 상해에 대해 피고

가 책임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판결에 수궁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에 나가려

면 그 피해는 이 항의 목적상, 문제되는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손해

배상절차를 정당화하기에 현저한 피해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현저한 피해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Limitation Act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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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기산점을 기본체계로 삼은데 의의가 있다. 

다. 소결

   영국에서 아동 성학대에 대하여 시효법 제2조와 제11조를 구분하여 

제2조를 적용하므로 가장 문제된 사안이 S-W소송이었다.586)원고는 아

버지의 성적 학대로 아버지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성적 학대 기준으로 

마지막 행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버지에 대한 청구원인은 

의도적인 폭행(intentional assault)으로 제2조의 6년의 제소기간에 의해 

청구가 좌절되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청구원인은 친부로부터 피해자인 원

고에 대한 보호의무의 과실(negligent)로 시효법 제11조에 해당하고 제

33조를 적용하여 재량권으로 소송 계속이 가능했다. Ralph Gibson은 이

러한 결과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의외라 법률위원회의 검토사항”이라고 

논평했다.587) 이후 법률위원회는 제11조의 적용을 과실이든(negligence) 

제2조의 불법침입(trespass)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신체 상해에 대한 통

일된 기준의 적용을 권고하였다.588)

   아동 성학대는 가해자가 종종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소제기를 방해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소제기가 늦어져 소멸시

효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동 성학대에 대한 영국 법원의 제11조 적용은 

앞으로 사법 재량권이 더 커지고 채권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인식여부로 

심리적인 장애도 고려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3.  미국 및 캐나다

   미국에서도 아동 성학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동 성학대가 

586) S-W (Child Abuse : Damages) [1995] 1 FLR 862

587) A v. Hoare [2008] UKHL 6.

588) Reinhard Zimmermann(주 145),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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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대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

어 피해자의 심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아동기의 성학대 사실을 뒤늦게 인

식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지 피해자의 주관

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에 관하여 다음의 사례에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가. Tyson vs Tyson 사건

(1) 사실관계

   3살 때부터 11살이 될 때까지 성적 학대를 받은 1957년생인 Tyson

은 26살인 1983년이 되어서야 기억에서 지웠던 성적 학대사실을 치료를 

통해 떠올리게 되었고 가해자인 친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때 원고의 나이는 26세였다. 당시 워싱턴 시효법(RCW 4.16.080)에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청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the time 

the cause of action accrued)“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폭행과 

학대는 2년 이내(RCW 4.16.100 (1))였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18세가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늦어도 피해

자가 18세 이후 3년 안에는 제기되어야 했다. 피고 측은 시효경과로 소

송은 금지되었다고 항변했고 원고 Tyson은 의료과실이나 제조물 책임소

송처럼 ‘발견주의’를 적용해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효가 지난 후 피해사실

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 판단

   워싱턴 주 대법원은 의료과실의 Ruth v. Dight 소송을 예로 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비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과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경험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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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주장”만 있다면서 청구원인은 주장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터 시작되었으며 피해자의 청구는 1978년 4월에 이미 시효가 지났다

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부정확한 학문이고 조사 방법이 주로 주관적이어서 실제 관찰 가능한 증

거가 아니라는 점, 정신 분석 과정 자체가 치료에서 생성된 환자의 과거

에 대한 서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

각했다. 

   피해자인 원고의 발견주의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워싱턴 주 대법원은 

“발견주의는 정당한 청구원인을 배척하는 불공정성이 뒤늦은 청구의 위

험을 압도하는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의 발견주의 적용은 원래

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신체 상해의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사실 파인더로 하여금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결정할 수 있게 했고 따라서 때늦은 청구의 위험을 감

소시킬 수 있다.”589) 면서 가족, 친구, 학교 교사 및 심리 치료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았다.590)

   이렇듯 워싱턴 주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여기서 주목할 바는 Pearson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다.591)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를 부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피해

589) Tyson v. Tyson, 727 P.2d 226 (Wash. 1986)

590) 다수의견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원

고가 주장한 무의식 중에 묻혀있는 기억의 기억에 근거하여 심리적 치료법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주관성은 가족, 친구, 학교

교사 및 심리 치료가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도 혐의 행위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건

당시에 원고를 알고 있었던 증인들은 그녀의 감정 상태와 행동에 대한 그들

의 기억으로부터 증언하지만 17년에서 2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은 대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Tyson v. Tyson, 727 P.2d 226 (Wash. 1986)

591) E.A. Wilson, “Child Sexual Abuse, the Delayed Discovery Rule, and the

Problem of Finding Justice for Adult-Survivors of Child Abuse”, UCLA

Women’s Law Journal 12(2003) pp.171-172.



- 246 -

자가 청구원인의 모든 요건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

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발견주의 원칙은 시효 완성 후 자

신의 아동 성학대의 기억을 모두 억눌러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아동 성학

대의 피해자가 제기한 모든 고의·과실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도 적용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17년간의 발견주의 적용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592)

   반대 의견은 이전에 발견주의 적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면서 발견주의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의 가용성이 아니라 ‘근본

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아동 성학대의 심각

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발견주의 원칙의 범위가 점

점 더 확대되어 왔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다수의견이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93) 정신 의료 전문가의 증거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Ruth 소송에서 이러한 해악의 균형을 맞추어 의료과실 후 22

년이 지나 소제기로 피해를 입은 피고 측의 해악보다는 구제수단을 빼앗

긴 환자의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발견주의를 적용하였고 이 소송에서도 

구제 수단이 배척되는 데서 오는 위험부담과 소제기로 인한 해악을 이익

형량 하면 자연히 피해자의 부담하는 위험부담이 더 크므로 발견주의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 의의

592) Tyson v. Tyson, 727 P.2d 226 (Wash. 1986)

593) 다수 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는 발견주의

적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이전의 사례에선 요구된 적이 없었고 실제 이용

가능한 증거의 본질은 구제수단을 빼앗긴 원고에 갖는 위험 부담과 때 늦은

소송을 방어해야하는 피고의 위험 부담과의 균형상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발견주의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의 활용에 있는 게 아닌 ‘근본

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Tyson v. Tyson, 727 P.2d 226 (Wash. 1986)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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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의견에서 보듯 잠재적 손해나 의료과실 소송 등 이제껏 기산점

을 늦출 때 사용한 발견주의 원칙을 아동 성학대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

조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594) 이후 발견가

능성 원칙은 성학대 사건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워싱턴 주 입법부 역시 ➀ 아동기의 성적 학대는 인간의 안전과 안녕

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문제이고 ➁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충격적인 

경험으로 피해자는 성학대의 기억을 억누르거나 성적 학대와 피해를 연

결하지 못할 수 있다. ➂ 아동 성학대는 성적 학대로 그치지 않고 더 심

각한 상해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발견주의’를 규정한 입

법이 이루어졌다.595)

나. Hammer vs Hammer 사건

(1) 사실관계

   위스콘신 주 출신인 피해자는 친부에게서 성적 학대를 1969년 5살 

때부터 1978년 15세에 이르기까지 받았다. 성학대는 부계의 권위로 비

밀리에 행해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정서적인 반응

을 갖지 못하였다. 1985년 2월 여동생의 양육권을 친부가 가지려는 과

정에서 피해자는 정서적인 충격을 겪게 되었고 치료를 받던 중 과거의 

594) 그는 “성학대 사건에도 발견주의를 적용하려는 목적은 아동 성학대의 피해

자에게 보장된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학대 피해자로 하여금 성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과 피고가 가해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고통으

로 인해 청구원인의 모든 요소를 발견하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 성학대의 특징상 종종 비밀리에 이루

어지고 모욕적이어서 그 학대가 성인기에 이르러 심리치료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는 전형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억누르고 있다."고 보면서 발견

주의 적용을 촉구했다. Tyson v. Tyson, 727 P.2d 226 (Wash. 1986)

595) A SURVIVOR’S GUIDE TO FILING A CIVIL LAW SUIT, Washington

Coalition of Sexual Assault Programs, 2004,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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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수치심, 당혹감, 죄책감, 자기 비난, 부정, 우울증 등 다양

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성적 학대의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알게 

되어 1986년 4월 피해자는 친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청구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가에 있었다.596) 피해자는 발견

주의를 적용하여 피해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피고 측은 ‘발견주의’의 적용은 시효를 유명무실하게 만

들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그 불법성을 완전히는 이

해하지 못했더라도 피해를 인지하였고 적어도 15세 때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서 기각을 주장했다.597)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피해자가 성학대에 대해 피해(해악)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감

정서를 제출하였다.598)

596) 당시 위스콘신 법령(Section 893.57, Stats.)은 “명예 훼손, 중상해, 성폭력,

신체 상해, 사생활 침해, 그 사람에 대한 기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부터(the cause of action accrues)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지된다.”고 규정하였고 법령 893.16

(1)에선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에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이상 또는 형사상 구

금 상태에 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었다. 원고(Laura)는 1964년 4월 16일 출생하였고 소제기는 1986년

2월 28일이었다. 재판 법원은 1984년 4월 16일까지 자신의 주장을 제기했어

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Hammer v Hammer 142 Wis.2d 257 (1987)418

N.W.2d 23

597) 피고의 이 항변은 원고가 15세때 성학대사건에 대해 친모에게 말했던 사실

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는 성학대 사실을 부인하여 더 이상 확대되

지 않았다. Hammer v Hammer 142 Wis.2d 257 (1987)418 N.W.2d 23

598) 원고의 심리치료 담당의는 원고 로라(Laura)가 다음의 근거로 성학대의 행

위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단하였다. (1) 원고는 오랜 기간과 빈도 때

문에 성학대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였다. (2) 피고는 그녀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부과했다. (3) 성학대는 자기 자신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기보

다 오히려 수단이나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비개인화를 유발시킨다. (4) 피

고는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이고 권리라고 피해자에게 말했고, (5) 피해자는

의존하는 권위자에 의한 학대로 인하여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권위자

를 신뢰하지 못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로라 (Laura)가 거부 및

억제 대처 메카니즘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학

대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 피해를 겪지 않았다고 보았

다. Hammer v Hammer 142 Wis.2d 257 (1987)418 N.W.2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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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위스코신 주 대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15세 때 자신의 피해와 원인

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측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위스코신 주 대법원은 피해

자인 원고가 과실이나 “악의 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점

을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처음 피해(The first manifestations of injury)가 나타났다고 청구원

인이 필요적으로 시작되진 않으며 피해자가 피해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때에 비로소 시작되고599)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채무자

를 보호하기 위해 시효를 적용하려는 정당성은 성학대 같은 사례에선 설

득력이 없다. 성학대 사례는 부모 자식 간의 가장 극악한 침해로 인해 피

해자가 해악을 입는 것으로 아이의 희생을 통해 가해자인 부모를 보호하

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정의의 왜곡이다. 또한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알기도 

전에 이러한 가치 있는 청구를 금지하려는 불공정은 때늦어 진부하거나 

사기적인(fraudulent) 소송을 압도한다(밑줄-필자).600)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위와 같이 시효는 피해의 첫 번째 징후가 나

타났을 때 반드시 청구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자가 15세 

때 친모에게 학대사실을 알린 후에도 자신이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

는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잘못된 정보와 유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효기산

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01) 따라서 근친상간의 성학대의 청구원

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그 원인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했어야 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주 대법원은 보았다. 

599)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at 420, 388 N.W.2d at 149. 참조.

600) Hammer v Hammer 142 Wis. 2d 257 (1987)418 N.W.2d 23

601) Hammer v Hammer 142 Wis. 2d 257 (1987)418 N.W.2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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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앞서 Tyson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마침내 발견주의를 성학대에 적용한 

최초의 주 법원이 되었다.602) 여기서 Tyson 성학대 소송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Tyson 소송의 경우 성학대 사실자체를 심리치료를 통해 기억

한 반면에 이 소송의 피해자는 성학대에 대해 그 행위는 알고 있었으나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야기하는 피해이고 자신이 겪은 각종 

심리적 장애들이 성학대에 의한 PTSD이라는 것은 심리치료과정에서 비

로소 알게 된 것이다.

   위스콘신 법원은 “피해자가 성학대 피해사실과 그 원인을 발견하거

나 합리적인 주의의무로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학대에 관한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인 시효는 진행된다.”고 보고 피해자

가 성적인 학대와 그 인과관계를 알게 된 날 비로소 청구원인이 시작되

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대해 미국의 많은 주법원의 이론적 지지

를 얻었다.603)

다.  Johnson vs  Johnson 사건

(1) 사실관계

   일리노이 주에 피해자 데보라 존슨은 1958년 3살부터 13세에 이르기

까지 성적 학대를 받았지만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32세가 

602) P. Gerstenblith, United States,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p.

366-367.

603) 그럼에도 다른 법원에서 적용은 많지 않았는데 이는 시효에 대한 예외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된다.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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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87년 3월 심리치료를 시작한 후 피고의 행위와 그녀의 피해에 대

해 인식하게 되어 부를 상대로 성학대로, 모를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녀가 치료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기억을 

살려 피해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Tyson 사건과 비슷

하다. 피고 측은 일리노이 주 민사소송법의 13-202( Ill. Rev. Stat. ch. 

110, §13-202)에 따라 “사람의 신체상해 또는 성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원인이 발생했을 때(the cause of action accrued)부터 2년

에 기한”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는 배척된다고 주장하였다.604) 반면 원

고는 성학대 사실을 성인이 되어 심리치료 과정에서 기억한 이후부터 시

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발견주의’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시효가 성학대에 대하여 전례가 없어 현재까지 

다뤘던 다른 주들이 최소한 유형 ②의 경우에는 발견주의 원칙을 적용한

다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과거 성폭력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다른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

가 이전의 성적 학대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 이 사건

과 같이 소를 제기 전까지 피해자의 의식에서 성적 학대에 대한 기억을 억

누르는 경우 ②에 해당한다. 어떤 시점에서 소제기가 가능한지 판단을 위

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가진 사람을 상정하여 피해자가 피해와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었을 때 그 때 비로소 발견주의에 의해 시효는 시작

된다.605)

604) 또한 일리노이 법령 제13-211조에서 “법 제 13-201항에서 제 13-210항에

명시된 소권을 가진 자가 청구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18세의 미만이거나 법적

장애 또는 형사상의 구금으로 투옥되어 있다면 장애사유가 종료된 후 2년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1978년

까지 소제기를 하였어야 한다.

605) Johnson v. Johnson, 701 F. Supp. 1363 (N.D. Il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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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뒤늦은 권리행사로 인해 원고가 가지는 위험

부담과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가 없어지는 피고의 위험부담을 이익

형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의료 과실 Fure v. Sherman Hospital

소송을 참조하였다.606) Fure v. Sherman Hospital 소송에서 발견주의

를 적용하여 유족이 의료 과실과 피해자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

자는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성학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발견주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3) 의의

   법원은 유형을 나누어서  ① 유형은 원고가 아동 성학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이전의 성학대에 기인한 사실이라는 인과

관계를 모르는 경우 ② 유형은 트라우마로 인해 소송 제기 전까지 성적 

학대 기억을 상실한 경우로 나누어607) ② 유형에 대해서는 발견주의

(discovery rule)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

을 인정하였다. 

   대부분의 법원은 ① 유형 지속적인 기억이 있는 피해 사례보다 ② 유

형의 성학대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는 사례를 선호한다.608) 성학대 사실

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억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성학대 시기

에 청구의 원인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불법행위 사실, 인

606) Fure v. Sherman Hospital, 64 Ill.App.3d 259, 21 Ill.Dec. 50, 380 N.E.2d

1376 (2d Dist.1978)

607) ①유형은 사례에서 ‘발견’은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

해와 어린 시절의 사건을 점차적으로 연결하게 만든다. ②유형은 ‘발견’은 기

억이 단편적일지라도 플래시백이 설정되어 극적으로 반환되는 경우이다.

E.A. Wilson(주 591), pp. 171-172.

608) E.A. Wilson(주 591),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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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 가해자 신원 등 주요 요소는 알 수 있어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 M. (K.) v. M. (H.) 소송

(1) 사실 관계

   원고는 10살 때부터 여러 유인책과 협박을 통해 부친으로부터 지속

적인 성 학대를 받아왔다. 11세때 이를 어머니에게, 16세엔 상담교사에

게 알리려 했으나 부친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가출한 이후 피해자를 위

한 모임을 통해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의 사실과 심리적인 문제가 성

학대에 기인했음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1985년 피해자가 28세에 이르

자 친부를 상대로 성학대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Fiduciary relationship)

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성학대를 겪었으므로 5만 달러의 배상을 평결하였다. 

   그러나 재판법원은 온타리오 시효법의 제45조에 의해 청구원인이 발

생한 후(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고 청

구를 기각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소송의 쟁점은 ➀ 성학대가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불법행위인

지 여부 ➁ 성학대가 선천적 신뢰관계에서 비롯한 보호의무 위반인

지609) ➂ 시효에 발견주의 원칙(discoverability principle)에 따라 연기

609) “부모의 보호의무(Fiduciary Obligation of a Parent)로써 부모와 자식의 관계

는 선천적으로 신뢰관계에 있고, 성학대는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

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실로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경

우는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 분명한 이유로 사회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이

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과했다. 성학대 행위는 그 의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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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지에 있었다.

아동 성학대(incest)는 불법적인 폭행행위이고 보호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는 시효법의 적용을 받지만 

원고가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과 그 행위와 원고의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밑줄-필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에 들어갔을 때 시효는 시작되며 이후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다. 신뢰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령의 시효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 성 학대는 의도적인 폭행 등 불법

행위와 분리되지는 않는다.610)

  쟁점 ➀에 대하여 캐나다 최고 법원은 성학대가 의도적인 성폭행에 해

당하며 현저한 해악을 초래하는 가해행위로 불법적인 학대임을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학대에 관해 해악이 독특하고 복잡하여 피해자가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으나 피해가 잠재적이라는 특성을 인정하였다. 

  쟁점 ②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천적인 보호관계(fiduciary 

in nature)에 있으며 아동 성학대는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신뢰관계의 위반은 온타리오 주 법령의 시효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 ③에 대하여 “합리적 발견가능성 원칙은 원고가 피해와 그 원인

을 인식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청구원인을 이루는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성학대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그 행위와 피

해사실의 연관성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원인이 발생하

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

한 극악무도한 위반이다. 형평법은 부모들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해왔으며, 성

학대를 삼가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아버지의 보호의무에 아무런 장벽도 없

다.” M. (K.) v. M. (H.) [1992] 3 S.C.R. 6.

610) M. (K.) v. M. (H.) [1992] 3 S.C.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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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보았다.

(3) 의의

   캐나다 최고법원은 피해자가 질병으로서 성적 학대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성학대에 관한 시효가 진행된

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만장일치로 인용하였다. 

   최고법원은 “원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전까지 자신의 피

해를 성학대와 관련을 짓거나 성학대를 불법행위로 보지 못했다고 추정

될 수 있는 반면 피고 측은 피해자인 원고가 그 해악과 원인에 대해 인

과관계를 알았다고 증명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정을 깰 수 있다.”고 하면

서 인과관계 형성에서 원고는 피고의 성학대의 위법성에 대해 알아야 하

기 때문에 원고가 성학대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알 때 청구원인

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권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시효로 권

리행사를 실기하는 불공정에 대하여 ‘발견주의’ 채택으로 피해자의 권리

를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성학대 소송에서 최고법원은 사해적 은폐 원칙(The doctrine of 

fraudulent  concealment)이 미래의 아동 성폭력 관련 소송에 있어 시효

에 주장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611) 성학

대의 경우는 가해자가 가족 공동체에서 권위의 인물로서 피해 아동의 눈

에 성학대의 부당성을 가리고 은폐하여 비밀 유지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침묵으로 이어져 불법행위시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특성에서 사해적 은

폐와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4. 독일

611) K. Mark McCourt, “The Child Sex Abuse Lawsuit: K.M. v. H.M.”,

Sask. L. Rev. vol 56, Wntr, 1992,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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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모색을 취하고 있

다.612)개정 전 독일 민법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간의 청구권에 대해 성년

이 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613)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가

구 공동체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제 어렵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다.614)  

   또 미성년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을 때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데 

성폭력의 가해자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한다면 피

해자의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관한 엇갈린 판결이 나

와615) 독일은 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가. 개정 전 성학대 관련 판결 비교

(1) OLG Köln 판단

   1999년 동거남이었던 가해자를 상대로 성학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이 청구되었다. 개정 전 독일 민법 규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행

위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행사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언제일

까? 앞서 1994년 9월 아동 성학대를 한 동거남을 상대로 법정 대리인 

친모가 고소로 형사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첫 경찰 심문시 

법정대리인인 친모는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이 성적학대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OLG Köln 판결은 불법행위에 관한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612) Reinhard Zimmermann(주 145), p. 70.

613) 개정 독일 민법 제207조

614) 아동 성학대 사건은 최장기간이나 일반 시효규정 모두 기산점을 사건 발생

일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하게 되기 때

문이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p. 74-75.

615) OLG Köln, Beschluß vom 8. 12. 1998, VersR 2000, 332 - 13 U 105/98

(NJW-RR 2000, 558), OLG Hamm, Beschluß vom 28. 3. 2000 - 6 W 5/00

(NJW 2000,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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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모의 파트너(Lebensgefährte der Mutter)에 대한 아동 성학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안 때부터이다.

2. 구 독일 민법 §204 BGB 시효정지 규정을 혼인 또는 가족 유사관계에 

청구권에 시효정지로써 적용할 수는 없다.616)

    법원은 친모는 독일 민법 § 852 I BG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 날”

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앞서 1994년 9월에 모든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

추어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1997년 9

월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는 알고 난 뒤 3년이 지났기에 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친모 동거남 사이에 공동생활을 해왔지만 부모·자식관

계가 아니어서 구 독일 민법 §204 BGB (부모와 자녀 사이의 청구 정

지)과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시효정지 규정을 법적 확실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유추 적용도 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2) OLG Hamm 판단

   1980년 2월생인 원고는 1985년 8월에 그녀의 친모와 혼인하였으나 

원고와 입양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피고 계부로부터 1993년 4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그녀의 법정대리인인 친모에게 

알렸다. 이로 인하여 잠시 계부와 친모는 반년간 별거 후 1996년 말에 

다시 가까워졌고 1997년에는 거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98

년 이혼 후 1999년 10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아동 

616) OLG Köln, Beschluß vom 8. 12. 1998, VersR 2000, 332 - 13 U 105/98

(NJW-RR 2000,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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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사실을 안 때는 소송 제기된 날부터 3년 전이었고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효정지규정을 적용

하여 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계부(Stiefvater)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청구소

송의 시효는 그녀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계부와의 혼

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구 독일 민법 제204조에 의해 정지된다.617)

    Hamm법원은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 

독일 민법 제204조에서 제2문이 입양하지 않은 계부와 원고사이에 적용

할 수는 없고 대신 제1문의 경우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998년 법정대리인인 친모의 대리권이 끝나고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다.

(3) 판례 비교

   OLG Hamm 판결은 피해자가 계부에게 성학대를 받은 후 이를 미성

년기간인 1996년에 친모에게 알린 것은 앞의 Köln 판결과 동일하다. 또

한 OLG Hamm 판결이나 Köln 판결 모두 구 독일 민법 §204 BGB 제2

문의 경우 법적 관계의 친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양부모와 입양아에 

대한 관계에 적용이 되므로 동거남이나 계부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적용

할 수 없다는 판단도 같다. 

   다만 친모와의 사이에 법정 혼인관계에 유무만 다르다. OLG Hamm 

판결은 계부와 친모와의 결혼 유지에 의미를 두어 구 독일 민법 §204 

BGB 제1문의 경우 결혼한 배우자간의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엔 가정

의 평화를 위하여 정지되는 규정이므로 미성년이었던 원고의 법정대리인

617) OLG Hamm, Beschluß vom 28. 3. 2000 - 6 W 5/00 (NJW 2000,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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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친모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혼인생활이 유지

되는 동안엔 정지하고 1998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기에 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채 법적 혼인 

관계에 의해 판결이 갈리는 데에 논란이 일었고 결국 독일 민법 개정으

로 이어졌다.

  

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정지

(1) 제208조 신설

   개정 독일 민법에서는 미성년인 성적 결정권자가 21세가 끝날 때까

지 시효가 정지되고 가해자와 같이 공동체에 살고 있다면 공동체 생활이 

끝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24세까지 시효의 보호를 받게 된다.    

   개정 독일 민법 제208조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청구권을 적시

에 행사하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미성년

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규정이다.618) 즉 독일형법 §78b (1) No. 

1 StGB를 준용하여619) 미성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는데도 법

정대리권자가 주위 소문 등을 이유로 소제기를 꺼려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하였다. 

(2) 내용

618) 제208조(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정지)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21세가 될 때

까지 정지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시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는 그 공

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 공동생활의 종료 시까지 정지한다.

619) BT-Drs. 14/6040, 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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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욱

이 범법자와의 가정 공동생활로 인해 자기의 청구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620)18세를 넘어 21세까지 소멸시효가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18세가 된 후에

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621) 따라서 성년이 된 후 21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622)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되는 한 독일 민법 제280조의 계약 책임이나623) 독일 민법 제812조, 제

823조 등 법정청구권을 모두 포함한다. 

   독일 민법 제208조 제2문는 채권자인 성폭력 피해자와 채무자인 가

해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으로 앞서 제1

문의 후속규정이다. 가정 공동체가 지속되는 한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

에624) 채권자가 채무자와 공동생활을 한다면 21세가 넘어서도 공동생활

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제208조는 강행규정이다625) 성적 자기 결정

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하

기 쉽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이다. 여기서 공동생활(häusliche Gemeinschaft)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을 요구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양당사자의 

유일한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가정 공동체가 종결되어 그 제약으로

부터 자신의 주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시효가 정

지되는 것이 적절하다. 

   가내 공동생활의 종료로 소멸시효는 더 이상 정지되지 않는다. 가내

620) BT-Drs. 14/7052, S. 181.

621) Bamberger/Roth-Henrich, Rn. 3 zu § 208.

622) BT-Drs. 14/7052, S. 181.

623) Mansel-AnwaltKomm, Rn. 7 zu § 208.

624)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Rn. 5 zu § 208. Auflage 2015

625) Mansel-AnwaltKomm, Rn. 18 zu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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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의 종료는 공간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완전한 별거를 요구하

는데, 공동주택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휴가, 휴양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다고 해서 가내 공동생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

니다.626)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내 공동생활을 종료한 후에 아직 소

멸시효가 진행 중에 다시 가내 공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소멸시효는 다

시 정지된다. 독일 민법은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최장기간은 최대기간

(Maximum period)이 아니므로 정지, 갱신 적용이 가능하여 피해자가 

21세가 될 때까지 또는 가내 공동체 생활이 종료할 때까지 정지한 후 

최장기간이 시작된다. 

다.  OLG Oldenburg 판결

(1) 사실관계

   1976년에 태어난 원고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여러 번 원고 조

부모와 이웃이었던 피고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 원고는 2005년 4월 5

일 가족 모임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 자신도 성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송을 제

기하였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의 

발언 전까지 자신의 성적 학대사실을 완전히 기억에서 축출했다고 주장

하였다. 피고는 성적 학대사실을 부인하면서 시효를 주장했다.

(2) 판단

Oldenburg 주 고등법원은 원고가 성학대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신과의 감정을 구한 결과 피해자가 가족모임 이후에 성학대 사실을 기

626) Bamberger/Roth-Henrich,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BGB, Buch

1. Allgemeiner Teil (§§ 1-240) Rn. 5 zu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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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해냈음을 확인하였다. 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 독일 

구 민법 제852조(§852 Abs 1)의 손해와 가해자 또는 독일 민법 제199

조 제1호(§199 Abs 1)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

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2005년 4월까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과거의 성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2005년 4월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627) 독일 연방법

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성적 학대로 인한 억압된 외상의 경우에 대한 시효

피해의 결과로 퇴행성 기억 상실에 걸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시효의 진행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식이 누락되어 시효는 진행되지 않

는다.628)

   2009년 9월 3일자 정신과 감정서는 억압된 외상성 성학대 기억은 

수년이나 수 십 년 후에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

향을 미치며 어린 시절에 당한 고통일수록 그 기억을 상실하기 쉽다고 

밝혔다. PTSD는 피해자와 같은 심각한 성학대에 적용이 되며 이로 인

해 피해자는 외상성 기억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 범주엔 가해행위 가

해자 등 모든 사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는 외상성 기억상실로 이를 억눌러 일정 시간까지 성 

학대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다. 

   Oldenburg 고등법원은 “증명 부담과 기억의 상실의 증거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한다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은 불가항

력에 의한 정지에 준하여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29) 또한 피해자가 

627) OLG Oldenburg Urt. v. 12.7.2011 - 13 U 17/11, BeckRS 2011, 18398.

628) Verjährungsbeginn bei verdrängter Traumatisierung durch sexuellen

Missbrauch BGH, Urt. v. 4. 12. 2012 – VI ZR 217/11 (OLG Oldenburg)

NJW 2013,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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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여

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Oldenburg 고등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

의 성학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로 배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의의

   이 판결은 2002년 독일 민법이 제199조의 일반적 소멸시효 기산점 

기준으로 주관적 기산점으로 개정된 이후로 성학대사건에 적용한 첫 사

례에 해당한다. 독일 민법 제199조 제1항 제2호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

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인식가능성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1976년생인 피해자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성학대를 받

은 시기는 아동기에 해당하여 독일 민법상 21세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민법 제199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의 인식에 따른 

일반적 시효기산점은 1997년 이후부터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

해자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소제기를 하였다. 

   최장기간은 행위시부터 30년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데 2005년 가족 

모임으로 독일 민법 제199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지의 문제였다. 피해자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성학대 사실을 트라

우마(trauma)로 억눌러왔던 성학대의 기억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본문과 같이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된 경

629) 1. 독일 구 민법 제852조와 독일 민법 제199조에서의 청구권 및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정신적 외상(psychischen Traumatisierung)으

로 인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어떠

한 법적 조치도 불가능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OLG Oldenburg Urt. v.

12.7.2011 - 13 U 17/11, BeckRS 2011, 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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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성학대사실을 기억한 때부터 채권자의 인식한 때로 보아 그때부터 3

년의 기산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앞서 미국의 경우 PTSD로 인하여 전

문 심리 상담치료에 들어간 후에 피해사실이나 피해 인과관계를 알게 

된 후 이때를 시효 기산점으로 본 것과 동일하게 대륙법계인 독일에서

도 PTSD에 인한 성학대의 기억을 억눌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통상

의 기산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라. OLG Schleswig 판결

(1) 사실관계

   피해자는 1978년부터 1984년 12세가 될 때까지 피고에 의해 성적 

학대를 받았다. 2009년 4월 심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는 2009년 10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OLG Schleswig법원은 소멸

시효를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통하여 피고의 학대 행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원고의 치료의 역시 원고가 오랫동안 피고에 의해  

성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법정 증언하였다. 

   관련 전문의는 감정서를 통해 피해자가 수년간의 성적 학대로 인해 

PTSD의 모든 병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특

정 음악이나 냄새, 티브이에서 보여주는 장면에 대해 피해자가 메스꺼움

과 구토 등 PTSD 증상에 따른 격렬한 신체적 반응을 나타냈고 이 같은 

피해자의 PTSD 증상은 폭력적인 부친과 첫 번째 남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2) 판단

   

  2009년 10월 22일에 소가 제기되었는데 문제는 1978년부터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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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의 성학대 행위에 대한 시효경과 여부였다. 불법행위에 관한 

최장기간(제852조)은 피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행위 시부터 3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장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시효가 경과된다. 따

라서 구 독일 민법의 제203조, 현 독일 민법 제206조의 불가항력에 의

한 시효정지를 성학대에 의한 PTSD로 인한 권리행사 불가능에도 적용

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Schleswig 고등법원은 아동 성학대에 불가항력

에 의한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소제기는 기간 내에 청구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시 소멸시효 

어린 시절 성적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의한 상해

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심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때까지 피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정지한다.630)

   Schleswig 고등법원은 원고가 성적학대를 받은 이후 소 제기 이전인 

2009년 4월 중순이전까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로 고통 받

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또는 피고를 적절한 소제기나 법적 구

제를 결정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전문의의 심리치

료를 마친 2009년 4월 중순까지, 성학대 피해자는 PTSD로 인하여 피

고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몇 번 그 학대

사실을 알렸으나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적 제기를 독려

하지 않아 될 수 있는 한 학대의 기억을 억눌렀고 자신의 신체상의 문

제를 이와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보았다.631)  

630) OLG Schleswig: Verjährung von Schmerzensgeldanspruch nach

sexuellem Missbrauch in der Kindheit, OLG Schleswig, Urt. v. 20. 12.

2012 – 16 U 108/11 (NJOZ 2013, 1227)

631) NJOZ 2013, 12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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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leswig 고등법원은 원고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권

리행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치료가 완성된 2009년 4월 중

반까지 제기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였다. 주 고등

법원은 치료가 완료된 2009년 4월 중순 이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

기에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 기간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3) 의의

   이 사례는 독일 민법 제852조 불법행위에 관한 최장기간 30년에 대

하여 시효가 경과하는 1978년 10월부터 1979년 10월까지의 성학대 행

위에 관한 독일 법원의 판단이다. 독일 민법 제206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효의 정지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있다. 

   판례(OLG Karlsruhe, OLG Report 2002.4)는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의 시효정지를 인정하였는데 

Schleswig 고등법원은 성적학대로 인한 PTSD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2009년 4월 중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까지 성적 

학대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독

일 민법 제206조의 불가항력의 정지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가 시효로 배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과 

그 손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PTSD로 심리적으로 위축되

어 자신의 성학대와 관련하여 인과관계(Konsequenzen)를 인식하지 못

해 소제기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고 불가항

력의 정지를 통해 피해자를 권리 구제한  사례에 해당한다.632)

5. 일본

632) NJOZ 2013, 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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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TSD 소송

(1) 사실관계

   원고는 8살 무렵부터 약 5년 동안 피고에게서 여러 차례에 성학대 

행위를 받아 이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인증(離人

症), 성 장애 및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발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는 여러 장애

가 성적 학대에 따른 것으로 PTSD를 진단받은 2011년 4월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성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 민

법 제724조 전단의 시효와 후단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하였

다.

   1심은 “여성이 어린 시절에 삼촌에게서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

은 그때부터 PTSD를 앓았기에 상기 행위의 최종 시점을 기산점으로 소

제기까지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633) 1심 법원은 성적 학대로 PTSD가 

발생하여 성학대의 최종 시점부터 소송 제기까지 20년이 경과했다고 본 

것이다. 

(2)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를 나누어 PTSD나 이인증 등은 20년

이 경과하였으나 우울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판결을 변경하고 일부 인용하

였다. 우울증이 발병한 것은 2006년 9월이지만 원고가 성학대를 병원에 

알린 날은 2011년 2월로 이때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2011년 4월 28일에 우울증이 발병한 것을 이유로 한 불법

633) 釧路地裁, 平成 25年 4月 16日 判時 2197号 1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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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단기 3년 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완

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제724조 전단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피해자가 우울증이 발병한 것은 2006년 9월경 인정되지만, 당시 원고는 

우울증에 의한 증상의 원인이 성적 학대 행위였음을 알지 못하고 2011년 

2월 병원 주치의에게 피고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

여 항소인은 우울증의 증상이 피고로부터 본 건 성적 학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항소인이 우울증을 발병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정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은 2011년 2월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밑줄-필

자)634)

   항소심에서 손해를 PTSD와 섭식장애 그리고 우울증 모두 서로 질이 

다른 손해로 보고635) 앞서 PTSD 및 섭식장애는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발병하였고, 우울증은 ‘2006년 9월’에 발병하였기에 본 성적 학대를 받

아 PTSD, 이인증(離人症) 장애 및 섭식 장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24조 후단 제척기간의 경과로 그 청구

권이 소멸하였지만 후자의 우울증 발병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34) 札幌高裁 平成 26年 9月 25日 判時 2245号 31頁

635) “성적 학대로 2006년 9월경에 우울증이 발병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성

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PTSD 발병과 동시에 우울증, 해리성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 장애를 발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PTSD와 우울증

이 50% 이상의 비율로 합병한다는 역학 연구도 볼 수 있지만, 우울증은

PTSD로 진단 기준 주된 증상, 치료 방법이 별도의 정신 장애이며, PTSD를

앓고 있다고 해서 우울증을 당연히 발병이나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서 PTSD

를 당연히 발생하진 않는다.” 札幌高裁 平成 26年　9月 25日 判時 2245号 3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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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24조 후단 제척기간 도과여부

  피해자는 성적 학대를 받았던 1978년 1월 초순부터 1983년 1월초 당

시는 성적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636) 불쾌감, 위화감 공포감, 불안감, 무

력감을 느끼고 1983년경에는 PTSD 및 이인증(離人症) 장애를 앓았다. 

이때 성적 학대를 받아 PTSD 및 이인증(離人症)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마지막 시기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우울증은 1983년경에 PTSD 및 이인증(離人症) 장애 등 고등

학교 재학 중에 특정 불능의 섭식 장애가 발병했지만, 2006년 9월경까지 

발병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우울증이 발병한 데 따른 손해는 그 손해

의 특성상 가해행위인 성적 학대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이며, 이전에 발생했던 PTSD, 이인증 장애 및 섭식 장애에 따

른 손해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척기

간의 기산점은 손해의 발생했을 때, 즉 우울증이 발병했을 때인 2006년 9

월 무렵이다.637)

   원고가 PTSD 진단을 받은 2011년 4월이다. 원고는 이때를 불법행

위시로 주장했는데 판례는 진단은 2011년이라도 징후나 증세가 성학대

를 받은 마지막 시기부터 손해의 일부로 추단되는 이인증, 불쾌감 등을 

앓았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했다.638) 그러나 손해 중 

636) “현실감의 상실인 이인증(離人症), 1981년 1월 이후 해리 증상을 자각하였

고 1984년 1월 경 (당시 9세 10개월)까지 플래시백 증세가 있었다.” 札幌高裁

平成 26年　9月 25日 判時 2245号 31頁

637) “2006년 9월경에 우울증이 발병한 후에는 현저한 불면증 (수면 장애, 중도

각성, 악몽, 야간 공포), 의욕 저하, 짜증, 흉부 압박감, 두통, 발한을 보이며,

2008년에는 자살 충동이 강해졌는데 항소인의 우울증 증상에 따른 손해는 그

때 발생했다. PTSD, 이인증 장애 및 섭식 장애에 따른 각 손해는 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札幌高裁 平成 26年　9月 25日 判時 2245号 31頁

638) 판례는 섭식 장애에 대해서도 “섭식 장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그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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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이후 2006년 발병하여 제척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우울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였다. 즉 항소심은 손해를 나누

어 앞서 PTSD 및 이인증 섭식장애는 시효가 경과되었으나 우울증은 나

중에 발병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손해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상고했으나 

상고 기각 확정되었다.639)

(3) 판결의 의의

   항소법원은 PTSD나 우울증 등 가해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과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

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석면 소송과 같이 손해

의 특성상 가해 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당 손해의 전

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을 때”에640) 성학대 사건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성학대로 인한 PTSD 진단 후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손

해를 나누어서 우울증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았

다. 그런데 성학대 가해 행위 때인 1978년 1월 초순부터 1983년 1월초 

“당시는 성적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무력감이나 불쾌감, 이인증 등 증

세를 보여 그 원인인 성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임을 

에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1990년부터 제척기간의 기

산점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札幌高裁, 平成 26年　9月 25

日 判時 2245号 31頁.

639)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민소법상 상고 이유가 그 실

질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 오인 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상고 가능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수리 신청 역시 민소법 제318조에

속하지 않아 상고심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확정되었다. 最判, 平成 27

年 7月 8日　決定 家庭の法と裁判 ４号 66頁.

640) 성적 학대로 정신 장애가 발생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정신

장애의 발병한 때”라고 판단된 사례이다. 원심 단계에서 널리 보도되면서 사

회적 관심이 불러 일으켰다. 判例タイムズ1409号 2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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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받은 때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일본 판례는 

앞서 영·미나 독일에서 정신과 심리치료 단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6. 소결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불법행위 청

구에 대한 시효제한이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피해의 특성으로 인해 

마지막 근친상간 성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일정 동안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에 대해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구원인 발생을 피

해 당일(date of injury)로 보는 예외로서 성학대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

자가 성인이 되고 난후 몇 년이 지나 비로소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아동기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성학대는 

부모 자식 간의 보호의무의 신뢰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641) 가해자인 

양육자는 재량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에 피해자가 복종할 것을 요구하

는데 가해자인 양육자의 적극적인 기망과 관련 정보에 대한 은폐로 인함

이다. 이것은 사해적 은폐와 일치한다.642)

   피해 또는 피해원인 사실을 피해자가 PTSD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 성학대’는 앞서의 손해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손해에 대한 인식가

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균인의 관점에 따라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

면에 피해자의 정신병리학적 피해인 PTSD는 피해자의 지극히 내밀한 

심리 상황에서 온 피해로써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시효 기산

점을 잡을지가 쟁점이었다. 

641) Melissa G. Salten(주 270), p. 210.

642)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사해적인 잘못된 교육과

비밀을 강요하여 자신의 위법행위를 은폐한다. 아동 성학대를 일상적으로 겪

는 피해자는 종종 정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Margaret Fordham(주 369),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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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학대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선 법원은 ‘발생주의’가 아닌 유연한 

정의를 채택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였다.643)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

해 “지연된 발견(delayed discovery)”644)을 적용한 것이다.645) 또한 입

법을 통해서 시효 자체를 없애거나 기산점을 연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646)

   대륙법계의 독일의 경우 독일 민법 제823조와 제199조의 “안 날”에 

대해 성학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거

나 성학대를 기억하더라도 PTSD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해

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 제206조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아동 성학대 사례는 적시에 소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

애(mental trauma)’에 대해서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할 것 없이 성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나 그 피해원인에 대한 기억 상실에 대해 피해자의 성

학대에 기인했음을 진단받은 시점부터 시효를 진행하거나647) 불가항력

에 따른 시효정지를 인정하여 시효 기산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643) 따라서 PTSD를 겪은 피해자가 치료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사안마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A v. Hoare, per Lord

Hoffmann.

644) 청구원인에 대한 늦된 자각이 양육자인 부모에 의한 해악의 결과에 기인했

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Melissa G. Salten(주 270), pp.219-220.

645) Melissa G. Salten(주 270), pp. 190-192.

646) Elizabeth Adjin-Tettey/Freya Kodar(주 161), p.117

647) Melissa G. Salten(주 270),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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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해적 은폐

1. 서설

   소멸시효의 불공정성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시효가 완성된 경

우 발생한다. 사해적 은폐는 일찍이 형평법(equity)에 의해 영미법계 국

가들은 청구원인을 피해가 나타난 날(date of injury)이 아닌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의 발견(discovery of injury)”으로 시효 기

산점에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제일 먼저 적용한 사안에 해당한

다.648) 사해적 은폐행위를 시효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알고 

때늦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것은 형평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사기 및 신뢰의 위반을 포함하여 위법 부당행위에 관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적시성(timeliness)의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원고에

게 ‘피해 입은 날(date of injury)’부터 청구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

었다.649)

   과실책임 소송에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청구원인을 몰랐다면 사해

적 은폐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청구원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은폐했

다는 차이가 있다. 사해적 은폐행위의 대상은 무엇일까?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되는 주요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폐행

위는 적극적 허위 진술이나 행위로 구성되지만 신뢰관계에서는 부작위나 

비공개로도 충분하다.650) 따라서 은폐(concealment)는 피고가 원고의 

648) 부당한 영향이나 강압이 포함된 사례의 경우 시효 기간을 공평하게 완화시

킴으로써 피고의 적시에 소송을 막은 책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 적시에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영향력이나 강압이 종결된 이후로 보아야 한다.

Developments(주 268), pp.1214-1219.

649) Developments(주 268), p.1213.

650) 법원은 “소송할 권리의 사기적인 은폐를 구성하기 위해 그것이 발생된 후

에 청구원인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야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사기성 은폐

는 청구원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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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해(fraudulent)행위를 한 경우

를 비롯하여 신뢰 관계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은폐시킬 경우도 포함

한다.651)

    또한 원고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알

지 못하거나 피해와 그 원인을 알고 있지만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

는 경우 모두 주요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해적 은폐행위에 해당한

다.652)

   

2. 미국 및 캐나다

   피고의 사기나 기망으로 원고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막을 때 원고

에게 피해 입은 날부터 청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성”에 대한 

예외로 일찍부터 영미법에선 ‘피해자의 발견’을 기준으로 뒤늦은 소제기

를 받아들였다.653) 피고의 사기나 사해적 은폐행위로 시효의 기산점이 

도과한 경우 피해자의 발견으로 시효 기산점을 변경하는 사례는 Firth v. 

Richter 소송654)이나 Marengo Cave Co. v. Ross소송 655)에서도 볼 수 

(K.) v. M. (H.), [1992] 3 SCR 6

651) 판례는 “사해적인 은폐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은퇴이후 노년에 은행으로

부터 예치금으로 받게끔 해준다고 원고와 합의한 후 원고의 임금을 원천징수

한 후 기탁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으로

원고는 문맹에 정신 지체도 있었고 피고는 상당한 재력가로 경제적으로 유능

하였기에 피고에게 임금의 일정부분을 맡겨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피고의 말

을 신뢰하였다. 일부분의 원천징수하여 예금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Stetson v. French, 321 Mass. 195,

72 N.E.2d 410 (1947)

652) 왜냐하면 피고의 신원을 밝히기가 어렵고 작위·부작위 등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Christine M.

Benson(주 146), p. 801.

653) Wood v. Carpenter 판결에서 법원은 인디애나 시효법규정이 “사기에 대한

사법적 청구를 6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사람

이 그 사실을 은폐되어 몰랐다면 그 청구의 원인을 발견한 후 기간 내에 언

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Wood v. Carpenter 101 US 135 (1879).

654) 1920년 Firth v. Richter 소송 ‘Valencias’라는 오렌지 나무로 보증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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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정의와 형평법(equity)은 앞서 시효 기산점을 당사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발견주의’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656)657)

또한 실정법으로도 이를 명시화하고 있다.658)

가. Lewey v. H. C. Frick Coke Co.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매장된 석탄을 터널을 이용하여 캐내어 피고의 

토지에 옮겨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 침입(subterranean 

trespass)이나 석탄을 캐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인접한 지역에서 피고

고 구매하였는데 몇 년 후 열매를 맺었을 때 배꼽 오렌지 나무로 밝혀졌다.

법원은 보증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반 사실은 이를 발견했을 때 손

해가 발생되어 그러한 손해를 발견할 때까지 청구원인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Firth v. Richter, 196 P. 277 (Cal. Ct. App. 1920)

655) 지하 동굴을 몰래 침입하여 20년 넘게 사용한 후 이를 시효 주장을 한 사

안에서 법원은 소유자가 이를 모르고 있었고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

게 이용하여 이는 본질적으로 사기가 된다고 보았다. Marengo Cave Co. v.

Ross, 10 N.E.2d 917 (Ind. 1937)

656) 그밖에 사기나 사해적 은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Kane v. Cook, 8 Cal.

449(1857)Lightner Mining Co. v. Lane, 161 Cal. 689 (Cal. 1911); Kimball v.

Pacific Gas & Elec. Co., 220 Cal. 203 [30 P.2d 39] (1934); Waugh v.

Guthrie 37 Okla. 239 [131 P. 174, 178, LRA1917B 1253] 참조.

657)원고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데 ➀ 피고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사실

➁ 사기를 통해 주요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➂ 원고가 사기를 발견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H. (VA) v. Lynch, 2000

ABCA 97, 255 AR 359 (CA).

658) 영국 시효법 Limitation Act 1980 제32조 제1항 제b호 (사기, 은닉 또는 착

오의 경우 제소기간 연기 (1) 아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에 의해 제

한 기간이 정해져있는 행위의 경우, (a) 그 행위는 피고의 사기에 근거하거나

(b) 원고의 소권과 관련된 사실이 피고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은폐된 경

우; 또는 (c) 착오로 인한 청구의 경우 원고가 사기, 은폐 또는 착오 (경우에

따라)를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로 이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시효는

시작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민법 제3:321조 제1항 제f호(채무자가 의도적으

로 채무존재를 숨기거나 만기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이탈리아 민법 제2941조 제8호, 그리스 민법 제255조 제2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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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산 운영을 하는 데에 접근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고는 나중에 

이를 알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시효를 석탄을 캐간 때부터 

시작하면 원고의 청구는 시효에 의해 배척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발

견한 날부터 시작한다면 원고의 청구는 적시에 제기한 것이 된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

가 시작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에게 그의 토지에 매장된 석탄을 캐간 날부터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

구하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불법 침입(subterranean 

trespass)이 발생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피해를 알기도 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구제책을 없애는 것이다. 그 결과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659)

   법원은 사기나 사해적 은폐행위에 근거한 청구원인은 피해자가 사기

가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의 사기나 사해적 은폐행위에 의

해 청구원인이 시효 기간을 도과한 경우 ‘적시성의 예외로’ 피해자가 이

를 발견하였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660)

659) Lewey v. H. C. Frick Coke Co., 166 Pa. 536, 31 A. 261, 28 L.R.A. 283

(1895).

660) 이러한 판결로는 Wise v. Anderson, 163 Tex. 608, 359 S.W.2d 876

(1962); Quinn v. Press, 135 Tex. 60, 140 S.W.2d 438, 128 A.L.R. 757

(1940); American Indemnity Co. v. Ernst & Ernst, 106 S.W.2d 763 ; Glenn

v. Steele, 141 Tex. 565, 61 S.W.2d 810 (1933). Beck v. American Rio

Grande Land & Irrigation Co., 39 S.W.2d 640 ; Crawford v. Yeatts, 395

S.W.2d 413; Geochemical Surveys v. Dietz, 340 S.W.2d 114 ; Gulf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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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ashley v. Pacific Electric Railway Co. 판결

(1) 사실관계

   1930년 9월 원고는 피고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 중 유리파편을 맞아  

안구 손상을 입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피고회사에 소속된 병원에 가

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다른 병원에 가는 경우 피고 측에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의 눈은 호전되고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2년 내에 최종 점검 시엔 완벽하

게 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답을 해주었다. 원고는 2년 후, 안경 착용

을 제외하고는 치료가 완료되었고 눈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

게 되었다. 그러나 병원에선 이미 부상으로 인해 결국 백내장과 시력 상

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2년이 지나 1942년 원고는 자신의 눈의 이상증세를 느끼고 다른 병

원을 찾은 결과 이전 사고로 인해 시력이 상실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943년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기를 발견한 때부터 제소기한인 1년 이내

에 소 제기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피고 측은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신체상해의 경우 시효는 의무위반이 일어난 때이고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과 상해 결과는 은폐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러한 경우 사해적 은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판단

   법원은 피고 소속 병원이 원고에 상해에 대한 피해사실과 장해가능성

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완전 

공개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또한 병원은 적극적으로 원고가 허위 판단

Corporation v. Alexander, 291 S.W.2d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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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믿게끔 하여 원고가 독립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소송을 지체하

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의무위반행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피

고의 주장에 대해 사기(fraud) 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원고의 상해 전체의 범위와 예상되는 미래의 장애를 원고에

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원고가 다른 의사

와 상담하지 못하게 하여 시효가 경과될 때까지 사법적 구제수단을 마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상태에 대해 통고했다

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대리인인 병원의 사해행위와 허위 진단이 피고의 행위로 간주

되는지 여부는 의사들이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고 원고의 상해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사실이 있었고 따

라서 대리인은 피고의 이익을 위해 사해행위를 하였으며 이 경우 피고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661)

  법원은 시효가 때 늦은 청구에 대한 보호 장치로써 사용될 수는 있지

만 사기를 저지르는 데 적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는 의사의 허위진단과 

진술을 통해 원고가 상해로 인해 시력 상실이 온다는 사실을 숨겼고 기

간 내 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자신의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는 점이 사

법 구제의 이유라고 밝혔다. 

   

다. Guerin v. R 소송 

(1) 사실관계 

   1958년 영연방 정부 산하 인디언지부(Indian Affairs Branch)는 골프

661) Pashley v. Pacific Electric Railway Co. 25 Cal.2d 2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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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설을 위하여 원주민인 Musqueam 부족을 대리하여 Shaughnessy 

Heights Golf Club과 계약을 체결한 후 원주민의 잉여지를 임대했다. 이

것은 이전에 Musqueam 부족 연방정부와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나 부족이 승인한 조건 등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애초 원주민인 승인한 조건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662) 이

러한 사실을 1970년 알게 된 원고가 피고 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원고는 1975년 12월에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측은 부족의 

주장이 임대계약이 서명된 후 6년의 만기 시효기간인(RSBC 1960, c. 

370) 1964년 1월 22일까지 청구하지 않았기에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

다.  

(2) 판단 

   제1심 법원은 인디언지부가 부족과의 토지 사용에 대한 신뢰를 깨뜨

렸다고 보고 원고 Musqueam에게 1천만 달러 배상을 판결했고 항소심에

선 피고 측인 정부의 손을 들었으나 최고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

을 인용하였다. 

   최고 법원은 원고인 부족 Band 측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인디언 지부(Indian Affairs Branch)가 원고에게 임대 계약서 사본

을 주지 않아 부족 Band가 1970년 3월까지 임차인의 실제 계약 조건을 

알 수 없어 피고 측이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663)보았다. 

662) 연방정부 산하 인디언 지부 (Indian Affairs Branch)는 실제로 부족과 감정

인 모두에게 임대료 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정보를 알리지 않아 부족은

수정된 조건을 알 수 없었으며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 계약서 사본

을 주기를 거부했다. 1970년 3월 Musqueam 부족은 임대 계약의 실제 조건

을 알게 되면서 정부와 맺은 항복문서와 다름을 발견하고 정부가 거래의 전

체 범위를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항의했다. guerin v.

R(1984) 2.S.C.R.

663) guerin v. R(1984) 2.S.C.R. at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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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기를 발견할 때까지 또는 합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을 때까지 시효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시효 

법령의 진행을 중지 또는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사해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가 사기 또는 커먼로(common law) 위반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관련 당사자 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향한 불공정한 

행위로 충분하다.664)

정부는 원주민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의무가 아닌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665) 원주민 땅의 소유권을 원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고 원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666)

   최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함을 발견한 1970년부터 3월

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면서 1975년 12월 22일에 제기한 소송

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인디언지부가 부족 Band과 약속한 조건

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한 것을 용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평법에 위반

했기 때문에 부족 Band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심 법원이 내린 손해

배상이 채택되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법원은 평화협정 이전에 Band 원주민의 잉여지에 대한 권리는 영국 

정부와의 평화협정으로 창설되는 것이 아닌 이미 선재한 법적 권리로 보

고 원고가 피고인 “수탁자”의 위법한 권리 남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664) Kitchen v Royal Air Force Association [1958] 1 WLR 563 (CA).

665) fiduciary duty 또는 fiduciary in nature에 대하여 자산운용의무에 중점을

두어 신인의무(信忍義務)나 신탁의무로 상사법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배려의무를 포함하고 부모의 보호의무와 구별을 위하여 ‘신인의무’로 쓰

기로 한다.

666) guerin v. R(1984) 2.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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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뢰관계에서 시효의 개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

다.667) 피고의 행위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지 않지만 위탁

자인 Band 부족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형평성 사기

(equitable fraud)로 판단하였다. 즉 부족 Band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에 

기인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를 전혀 공개하

지 않고 또한 그 내용도 허위로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청구원인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보아  피해자가 이를 알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라 할 수 있다. 

3. 프랑스

   1968년 프랑스 구민법은 제1304조를 통해 착오·사기(le dol)·강압 

등을 원인으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668) 다른 특별법

의 제한이 없을 때 사기 등을 발견한 날부터 5년의 시효 기간을 규정하

였다.669) 또한 프랑스 판례는 채무자에 “사기적인 의도(l'intention 

frauduleuse)”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가. 보험계약소송

667) Developments(주 268), pp. 1217-1218.

668) 개정 프랑스 민법은 제1304-5조에 ‘정지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채무자는

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에 사기(fraude)행위를 초래한 채무자에 대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개정민법은 제1130 및

제1137조 내지 1139조와 1141조에서는 사기(de dol=Manœuvre frauduleuse,

tromperie)로 1304조에서는 사기(frude=Acte qui contrevient à la loi)로 쓰고

있다.

669) 이사회의 승인 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상법 제L.

225-38조의 무효행위와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날부터 3년이다.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은폐되었다면 시

효 기산점은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au jour où elle a été révélée)로 연기된

다.”고 밝혔다. Cass, civile, Chambre commerciale, 5 janvier 2016 14-18.688

14-18.689, Publié au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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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해자는 AGF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의 사망 후 유족에게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금은 사망사고 시 두 배 교

통사고시 3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피해자는 1982년 12

월 10일 차를 가지고 나간 후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타고 나간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1983년 3월 AGF는 피해자 유족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유족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추가 보

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AGF는 1985년 5월 31일자 서한을 통해 교통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

하였다. 수혜자인 유족이 1986년 7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 피고 측은 시효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

다고 보아 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

(2) 파기원 판단

   파기원은 피고 측 보험회사의 1983년 10월 24일자 서한에서 피해자

의 사망에 관한 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는 한 유족 측의 교통사고에 의

한 보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는 보험법 114-1조와 

114-2조에서의 2년 시효가 진행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

는 의도된 책략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지연 전략을 통해 권리를 남용하여 보험 계약의 수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사기(fraude)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보험법상의 시

효를 주장할 권리가 박탈된다.670)

670) Cass. civ. 1e. 28 oct 1991, Bull. civ. I, N°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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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법원은 피고 측 보험사의 지연 관행을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

험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기에 해당하여 시효 항변 주장이 박탈된다는 

판단하였다. 파기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

를 기각하였다.

나. 파이프 매설 소송

(1) 사실관계

   SPMR(société Pipe Line Méditérranée Rhône)회사는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의 관리 감독 임무를 OTP회사(Omnium Technique des 

Transports)에 맡겼다. 1970년 2월 19일 최종 승인 후에 시장에 제공

된 매립지는 1979년 확인결과 계약서에서 합의한 깊이만큼의 파이프라

인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1981년 SPMR 회사는 OTP회

사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OTP회사는 프

랑스 민법 1792조 및 일반 계약상의 책임에서의 수령하고 난 후 10년

이 경과하였다고 시효 항변을 주장했다. 

(2) 판단

   파기원은 피고 측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하수급 관리와 

작업을 실행하여 파이프라인의 제거와 교체가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파기원은 피고 측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 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파이프라인을 건설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 회사가 저지른 고

의적 사기행위 및 이에 인한 은폐행위(la faute dolosive commise e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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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imulation frauduleuse du vice en résultant)로 인하여 상법 제

189조의 시효와 10년간의 보증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671)

   파기원은 피고 측의 원고와의 계약 내용과 맞지 않은 파이프라인 시

공과 매설은 고의적인 사기행위이고 이에 따른 은폐행위는 계약상의 감

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기원은 피고 OTP 회사의 사해행위와 사해적 은폐행위는 상호 

계약의 최종 승인된 후 1979년이 되어서야 전문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

므로 피고 측의 수령한 후부터 시효를 진행하여 10년이 지났다고 보는 

피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4. 일본

   일본의 경우 사해적 은폐행위에 대하여 기산점을 연기하는 대신에 권

리남용으로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672) 이는 “권리행사의 가능한 때”

를 ‘법률상 장애’에 한정하기 때문에 사해적 은폐행위로 인한 권리행사의 

장애는 ‘사실상 장애’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배척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살해 후 은닉사건에서는 시효정지의 입법취지를 통해 최장기

간의 효과를 제한하였다. 이는 불발탄사건에서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

의 최장기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함에 따라 권리남용

을  적용할 수 없어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살해 후 시신 은닉 사건

(1) 사실관계

671) Cass. civ. 3e. 23 juill 1986, Bull. civ., III, N° 129

672) 제5장 제1절 2. 일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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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1978년 8월 14일, 초등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

자를 살해하고 난 뒤 가해자의 주택에 시신을 은닉했다. 피해자의 부모

는 A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집 주위에 담장을 세우고 서치라이트와 적외선 방범 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1994년경 가해자의 주택 및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가 되

자 가해자는 시신 발견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004년 8월 21일에 경찰서

에 자수했다. 가해자의 집에서 백골화가 된 시체가 발견되고, DNA 감정 

결과 2004년 9월 29일, 피해자 시신임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 4월 가

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사건 발

생 후 26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2) 판단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불법행위의 때부터 

20년을 경과하기 전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특별한 

사정의 경우 일본 민법 제160조에 비추어 그 청구권에 대해서는 동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족들이 상속 개시를 안 것은, DNA 검사에 의해 발견된 시

신이 피해자라고 확인된 2004년 9월 29일이며 그때부터 3개월의 숙려 

기간 후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이내인 2005년 4월 11일에 소

를 제기하였기에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

고 원심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673) 최고재판소도 원심의 판

단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673) 東京高裁, 平成 20年 1月 31日 平成18(ネ)5133 判時 2013号 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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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

한 경우 상속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

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청구권은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그

러나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상속

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은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것

은 현저하게 공정 ·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밑줄-필자)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는 시효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그 한도에서 민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조리(条理)에도 부합한다.674)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가 제척기간으로 본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기간과 동일하게 시효정

지를 이용하여 그 효력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였다.675)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창출

하여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효력을 차

단해야 한다는데 다수가 견해를 같이 했다. 아울러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을 시효로 보아야 한다는 田原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있다. 그는 일

본 민법 제724조 후단을 제척기간으로 보았을 때의 법 논리상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판례 변경을 주문했다. 결국 이 판결을 계기로 개정법은 제

724조 후단 20년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임을 명시화했다.

(3) 판결의 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은폐하여 가해자의 불법행

위를 피해자의 유족들이 알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때 가

674) 最判, 平成 21年 4月 28日 民集 63巻 4号 853頁

675) 判例タイムズ1268号 20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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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 사실상 

장애에 해당한다. 일본 민법 제160조의 시효정지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

용하여 최장기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676) 이는 앞서 일본 보험금 소

송이나 공탁금 소송에서 사실상 장애를 고려하여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과 동일하다.677) 즉 일본 민법 제160조의 시효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제척기간의 효과를 제한하였는데 가해자의 청구원인을 사해적으로 은폐

했기 때문에 시효가 경과될 때까지 피해자가 청구원인에 대한 객관적 권

리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사실상 장애로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 보지 않고 시효정지의 입법취지를 내세워 제척기간의 효력을 차

단하고 있다. 단순한 불법행위와 달리 불법성이 큰 사해적 은폐행위에 

대해 ‘행위 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앞서 

판례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대해 제척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와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예방접종 사건

에서 제척기간에 대해 시효정지 규정을 준용한 바 있다.678) 일본 학계에

서 일본 민법 제724조 최장기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소멸시효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판례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시효개정에 의해 

제724조 후단을 소멸시효로 보게 됨에 따라 시효정지를 통해 피해자의 

구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76) 실질적으로는 소멸시효에 관한 신의칙 위반 판례 중 '권리행사 방해형 '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상의 장애에 착안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香川崇(주 393), 61頁.

677) 最判 平成 15年 12月11日 判決 民集 57巻 11号 2196頁.

678) 最判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第52巻 4号 1087頁 과실책임 소송 3. 일본

다. 예방접종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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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반인권 국가범죄 기산점 고찰

제 1 절 신의칙의 권리남용 논의

  

1.  서설

   판례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전쟁이나 위난의 시기에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학대·살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

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679)

   불법행위의 기산점에도 제166조를 적용하여 ‘권리행사 가능한 때’를 

법률상 장애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해행위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진실화해법 

제정으로 시효는 원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

가 채무자의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판례는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객관적 장애가 있다할

지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는 진행되어 시효는 이미 경과되었

으나 채무자의 시효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이에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을 살펴보고 반인권 국가

범죄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판례 고찰을 통하

679)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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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토한다.

2. 일본

가. 신의칙의 권리남용 유형

  

   일본은 1960년 후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존재를 승

인하였다가 시효를 원용한 사안에서 신의칙의 권리남용으로 채무자가 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680) 이후 판례에서 신의칙을 이유

로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배척해왔다. 학계에선 이를 유형화시켰는데681)

   半田吉信교수가 소멸시효 원용한 사안에서 판례가 신의칙에 의한 권

리남용으로 보아 채무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안을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682)

① 소멸시효 완성 전 또는 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변제와 같은 승인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청구권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등 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 

③ 토지의 양수인이나 수증자가 토지를 인도받고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양도인이나 증여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680) 유형 ①의 1) 참조. 最判 昭和 41年 4月 20日 民集 20巻 ４号 702頁

681) 石田喜久夫, ‘判批’, 判タ334号 1976，112頁; 内池慶四郎, ‘判批’, 判評 217号

1977, 14頁，山崎敏彦, “消滅時効の援用と信義則・権利濫用”, 判タ 514号

1984, 146頁，半田吉信, “消滅時効の援用と信義則”, ジュリ872号, 1986, 79頁，

渡辺博之, “時効の援用と信義則・権利の濫用 上下”, 判評 407号 2頁，408号

1993，2頁; 松本克美(주 234), 143頁; 松久三四彦, ‘時効の援用と信義則ないし

権利濫用’, 民法学における古典と革新, 有斐閣，2011年, 69頁

682) 半田吉信, 消滅時效の援用と信義則, ジュリスト(No. 872), 有斐閣, 1986,

79-8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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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④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채

권자에게 소제기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⑤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아주 크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

저히 공평에 반하는 경우

   채무자의 시효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안 중에 ② 채권자의 

청구원인을 채무자가 고의로 은폐한 경우나 ④ 채권자가 사실상 소를 제

기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보았듯 프랑스에서는 ② 사해적 은폐행위에 대하여 시효를 주장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683) ④ 채권자가 사실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연기하여 인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근래까지 시효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 없는 경우’에 

한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안을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여부로 판단하

였는데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원용하기에는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앞설 

때 신의칙을 이용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684)

   앞으로 개정 일본 민법은 주관적 기산점을 통상 시효 기간으로 두고 

최장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개정하여 시효기산점이 예전보

다는 늦추어져 시효경과에 따른 신의칙 판단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유형에 따른 판례의 적용

683) 제4장 제4절 3. 프랑스 참조.

684) 한편 미군 불발탄처리 사건(最判, 平成 元年 12月 21日 民集 43巻 12号

2209頁)에서 판례가 제척기간을 절대기간으로 보아 당사자의 원용이 불필요

하고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에 의한 원용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 신의칙 적용이 어렵게 되자 예방접종 소송이나 살해 후 시신 은닉사건

에서는 시효정지에 준하여 제724조 후단의 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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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 완성 전 또는 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 변제와 같은 승인행위

가 있어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뢰 창출형685)

1)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의 완성

을 아는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시효 완성을 안다고 추

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

효의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시효

의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 승인을 하는 것은 시효에 의한 채무 소멸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위이며, 상대방에서도 채무자는 더 이상 시효의 원용을 

하지 않는 취지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686) .

2) 1970년 10월 29일 X Y 쌍방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 쌍방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인 1973년 10월 27일 X가 Y에 대하여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하자 1974년 10월 28일 Y가 X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

다. 그러자 X가 Y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724조 전단의 3년의 

시효 소멸을 원용한 사안에서, Y가 X의 본소 제기를 알게 된 시점에서 이

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동일한 사고에 의해 쌍방이 손해를 입은 경

우, 쌍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의해 소멸시켜 해결하려는 경우가 적

지 않다고 사료되며, 그 경우에 그 한편 당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X에 의한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고 했다.687)

685) 香川崇 교수는 신의칙 위반의 유형을 크게 권리행사방해형과 신뢰창출형

그리고 교섭개입형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앞의 권리행사방해형과 신뢰창

출형을 제2유형과 제1유형으로 보고 판례를 소개한다. 香川崇(주 393) 참조.

686) 最判, 昭和 41年 4月 20日 民集 第20巻 4号 702頁.

687) 東京地判, 昭和 51年 11月 12日 判時 860号 132頁.



- 292 -

3)  1962년 5월 16일,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X가,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피고 회사는 치료 후 직장 복귀를 약속하였

다. 1975년 3월 X가 피고로 직장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자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X의 계약상의 지위의 존부에 대해 확

인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X의 복직을 예정하는 막연한 상태로 방치해

놓고 소멸시효의 원용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688)

② 채무자가 청구권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등 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권리행사 방해형

1) 1930년경 X 선대의 소유 건물을  A(1973년 사망)가 빌린 후, 1967

년에 A가 피고에게 무단 전대하였다. 1978년에 비로소 X가 전대 사실을 

알고 피고에 대해 무단 전대를 이유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들이 임대차 계약의 해제권 대해 소멸시효를 원용하자 법원은 무단 전대

를 이유로 하는 해제권은 무단 전대 때부터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

터 10년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임차인이 무단 전대 사실을 감추거나 전

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해제권의 행사를 방해하

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신의에 반하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689)

2) 1963년 A가 B현 X마을에 위치한 농지를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였다. 

A가 C에 농지 전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C와 X시회 의원이 피고들

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인수한 토지 지가의 재평가를 요구하여 A는 농지전

용허가 신청협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74년 12월 18일 A가 X에

게 농지를 기부하고 1976년 5월 25일 가등기에 대해 권리 이전의 부기 

688) 札幌地判, 昭和 52年 10月 18日 民集 28巻 9 ～12号 1102頁.

689) 東京地判, 昭和 59年 11月 27日 判時 1166号 10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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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유하여 이 피고에 대해 농지 전용 신청협력청구권에 기초한 소

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소멸시효를 원용하자 법원은 농지전용 신청협

력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원용을 신의칙 위반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았다.690)

③ 토지의 양수인이나 수증자가 토지를 인도받고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양도인이나 증여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원고가 1949년 6월 2일에 성립된 조정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의 농지를 증여 받아 10년 이상 농지의 경작을 계속하던 중 1973년 원고

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허가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

고가 10년의 소멸시효를 원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농지 소유권 이전 허가 

신청협력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지만, 원고가 20년 동안 

농지를 점유 경작해왔으므로 피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원용을 신의칙에 반

한다고 보았다.691)

④ 여러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채권

자에게 소제기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1) 피고회사 직원 원고가 월급 공제의 방법에 의해 1970년부터 집 구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피고 회사에 돈을 적립하던 중 1992년 원고가 피

고를 퇴사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해 적립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자 피고는 소멸시효를 원용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가 행한 소

멸시효의 원용은 원고의 신뢰를 크게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

690) 名古屋高判, 昭和 61年 10月 29日 判時 1225号 68頁.

691) 最判, 昭和 51年 5月 25日 民集30 巻4号 55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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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지속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동안,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다.692)

2) 원폭 피해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을 받는 원고가 외국으로 거주를 옮기자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하

였다. 지급의무자인 피고가 소정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자 법원은 매달 말일

마다 건강 수당 수급권의 시효는 진행되나 외국에 있는 원고가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원용

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693)

⑤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아주 크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

저히 공평에 반하는 경우

1)  피고 공장에서 작업 중인 크롬 흡입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X(242

명)가 1975년부터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X들 중 4명에 대해 민법 제724조 전단의 3년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였는데 

그 4명의 소속된 ‘크롬 피해자 모임'과는 다른 단체인 ‘크롬 퇴직자 모임'

과는 피고가 단체 교섭과 1977년 10월 조정도 하고 이후에도 새로운 업

무상 질병에 대한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피

고가 4명의 피해자가 있는 ‘크롬 피해자 모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주

장하여 손해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공평의 이념에 반하

는 권한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694)695)

692) 東京高判, 平成 7年 9月 27日 判タ 907号 184頁

693) 最判, 平成 19年 2月 6日 民集 61巻 1号 122頁
694) 東京地判, 昭和 56年 9月 28日 下民集 33巻 5～8号 1128頁

695)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은 본래 채무자의 자유이기 때

문에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의 채권만 승인도 허

용된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채무를 승인한 후 다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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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국가에 의해 실시된 예방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그 결

과 심한 후유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제724조 후단의 기간 경과를 주장한 사안

에서 접종시 20년 이상의 제소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예방 접종의 결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심각한 후유증에 있는 상황에 대해 채무자에 의한 민

법 제724조 후단의 소멸시효의 원용이 권한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696) 697)

3. 우리나라

가. 신의칙 위반의 판단 기준

무자의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채무자는 그 공장에서 배출한 크롬에 의하

여 많은 사람에게 건강 피해를 야기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

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소속 단체 4명에 대해 소멸시효를 원용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다수의 피해자 중 극히 일

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므로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香川崇(주 393),

57頁.

696) 名古屋地判, 昭和 60年 10月 31日 判時 1175号 3頁 이 판례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대해 소멸시효로 보았으나 최고재판소에서는 (最判, 平成 元

年 12月21日 民集 43巻 12号 2209頁) 제척기간으로 보아 채무자에 의한 소멸

시효 원용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즉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가 부당하고 했기 때문에 후단에 대해 권리남용이라는 주

장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판례에서 (最判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52巻 4号

1087頁)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대하여 신의칙과 권리 남용이 아니라 시

효정지 규정을 이용하여 후단의 효과를 제어하고 있다. 제4장 제1절 과실책

임 소송 다. 일본 예방접종사건 참조.

697) 비슷한 판례로 예방 접종에 의해 피 접종자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어 손실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50명의 원고들에 대

해 행정적 구제 조치에 따른 급부 신청서 작성 날짜를 기산점으로 3년의 단

기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지만, 국가의 시효의 원용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했

다. 大阪地裁, 昭和 62年 9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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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이래로 우리 법원도 채무자의 시효 항변으로 인하여 “실질적 정

의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에 민법상

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원칙에 입각”하여698)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699)판례는 소멸시효에 항변에 대한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를 각 사

안별로 판단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사안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판례에서 마련한 신의칙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②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

698) 헌재 2008. 11. 27. 2004헌바54결정.

69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2332 판결(공2002하, 284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257 판결, 대법

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공1997상, 720),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공2001하, 1815),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52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공1990, 45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공1993하, 2399), 대법

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공1998상, 1578)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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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

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

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700)

   앞서 본바와 같이 보통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소멸시효 완성전의 사

유이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제1유형∽제3유형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제4유

형의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나. 기준에 따른 판례 적용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판례가 제1유형을 직접 적용한 사안은 드문 가운데 1950년 8월경 정

당한 사유가 없이 제16연대장의 즉결처분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사살

하였다. 이후 가해자가 위와 같은 즉결처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

하여, 판결문과 사형집행 기록 등을 위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ㆍ조작

한 사건에서 제1유형을 적용하였다. 

피고 소속 국가공무원인 가해자가 그 시효완성 이전에 이 사건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인격적인 법익 침해에 관한 국가배상청

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701)

70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70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 298 -

    판례는 채무자가 위조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경우

에 제1유형으로 보고 있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의 경우도 판례는 제2

유형과 제4유형으로 보고 있으나 국가측이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702)

   ②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군 의문사사건 대부분을 제2유형으로 판단하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703)

(1) 울산보도연맹사건

   이 사건은 원심에선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이다.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

702)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

1호,(2009), 398면.

703) 제2유형과 제4유형으로 본 것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108494판

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0다72599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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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기 어려워 유족들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

의 존부를 확정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

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밑줄-필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

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704)

   대법원은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

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여태까

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

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법원은 공비소탕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인이 저지른 민간인 학

살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과 같은 희생자

들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704)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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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학살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

어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그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었고, 오

히려 사건 초기 국군을 가장한 공비에 의한 학살 사건으로 진상을 은폐·조

작하였던 점(밑줄-필자), 원고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1993. 5. 3. 유족회 

결성 이후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탄원서 제출, 국회청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은 결국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만으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

태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

다고 볼 수 없는 점(밑줄-필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

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

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6. 26.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705)

   법원은 반인권 국가범죄에서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

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

게 된 다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

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

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군의문사 사건

70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 301 -

   대법원은 군의 특성상 민간과는 다른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

만 아니라 내부정보의 공개·유출 및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군 내

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군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

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하

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비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

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이 사

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것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

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9. 3. 16.자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

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밑줄-필자) 위 

2009. 3. 16.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706)

706)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부대 지휘관

들은 부대원들에게 망인 등 후임병들에 대한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

위가 있었다는 점 및 이들 행위가 지휘관들의 종용 또는 묵인 하에 일상적으

로 자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관하여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함구명령을 내린 사실, 사고 직후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조차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

리고 사건조사를 종결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

인의 행적과 사망 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 3. 16.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의 자살이 연일 계속

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사

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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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진상규명결정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객관적 장애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시효기간이 경과하

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한다면, “현저히 정

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

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만든 경우

(1)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2013년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 이제껏 제2유형의 

신의칙위반으로 보던 것과 달리 다음과 같이 제3유형의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망인들에 대하여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

었고, 피고 산하 정리위원회도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

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

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밑줄-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

용될 수 없다.707)

   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일까지 객관적 장애로 보았던 앞선 울산 보도연

맹사건 판결이나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판결과 다르게 진도민간인

70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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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사건에서는 진실규명결정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가졌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울산보도연맹사건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

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

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

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708)

(2) 거창사건

거창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경사건 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

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거나 멀지 

않은 장래에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거창사건 유족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

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

708) 울산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6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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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709)

   제4유형은 시효 주장이 앞서 다른 유형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충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시효 항변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에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의 원칙과 권리남용원칙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진실화해법이나 의문사 진상규명법 등 특별법의 진상규명이나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피해자의 

청구에 국가가 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이 제4유형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시효항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 검토

   앞서 불법행위의 경우 우리 민법 제766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에도 채권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제166조를 기본 규정으로 중첩 

적용하여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로 국한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고찰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166조와 일본 민법 제724조를 엄격하게 구

별하여 적용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음도 지적하였고 채권에 적용하는 제

166조에 대해서도 법률상 장애 없는 때부터가 아닌 “현실적으로 기대 내

지 권리행사가 요구되는 시기”로 그 범위를 넓혔다. 우리 판례 역시 제

166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권자

의 인식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

행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에만 국

709) 거창사건의 부산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0087 판결은 이외에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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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키기에 형평과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에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는 판례가 신의칙에 의한 권한남용 법리로 해결해왔다. 즉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기엔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

아 신의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기산점은 태생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 기산점이 변동될 수 없고 채권자의 구제를 위해서 객관적 사실

상 장애사유를 인정하는 신의칙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어 소멸시효에

서 해결하지 않고 “일반 조항으로의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판례가 설시한 신의칙 판단 유형과도 맞지 않는 적용 사례를 종

종 발견하게 된다. 특히 반인권 국가범죄의 경우 판례의 설시대로 보도연

맹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군의문사사건 모두 국가

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법원은 제1유형을 적용하지 않고 보도연맹사건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군의문사사건 모두 사건의 ‘진실 규명’이 밝혀진 

이후부터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 소멸시효 원용에 대

한 신의칙의 판단 제2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실화해법을 통하여 소

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피고

의 입법 조치를 기다리는 등 신뢰케 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제3유형을 적

용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제2유형으로 본 것과 대조된다. 이후 판례는 이 

판결에 따라서 제3유형으로 집단희생사건을 해결하고 있다.710)  

   이상에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다음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재심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반인권 국가범죄에서 신의칙 

권리남용이 갖는 한계를 고찰토록 한다.

71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합580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104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0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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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 고찰

가.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과 12월 12일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통해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하여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

려는 뜻을 나타내며711)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

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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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

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

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상 판결은 이제까지 신의칙 위반기준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적용

해왔던 제2유형과 제4유형을 배제하고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시에 ①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이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간을 

② 시효정지에 준하여 단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남용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례를 만들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상당한 기간”을 ③ 신의칙 위반의 판단기준 제3

유형에 첨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711)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

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

므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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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유형 변화에 따른 문제 

(1) 제3유형- 금반언의 원칙

   제3유형은 시효 완성후의 사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의칙에 의한 권

리남용으로 판단한다. 대상 판결은 진실화해법이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

건을 포함하여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개별 피해자를 특정

하여 피해 경위 등을 밝히고 피해 회복까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밝히고 있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ㆍ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실화해법은 그 법률 자체에서 

보상금 등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법문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수십 년 전의 역

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

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고,(밑줄-필자)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

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진실화해법의 입법 취

지로 볼 때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용의 의미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배상

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보았다.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 완성 후라고 

한다면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선행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상대

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는데 모순된 후행행위를 한 경우 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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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원칙이 적용된다.712)

   진실화해법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한 행위는 선행

행위가 된다. 제3유형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할 것 같은 태도로 보여 피해자들은 이를 신뢰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

시효 주장은 진실화해법 제정 취지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로 금반

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713)

(2) 제2유형의 배제

   신의칙의 판단기준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은 이제껏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제2유형 내지 제4유형으로 보아왔던 것을 제3유형으로 분류하고 

제2유형과 제4유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2유형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①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일

반조항인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전쟁기간 중에 경

찰 등에 의하여 자행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

만으로 원고들이 한국전쟁 종료 후 50년 이상이 지난 다음 진실화해법

이 제정되고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

712) 이밖에 1, 제2유형에 비해 그 불법성이 낮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제1, 제2유형은 제3유형보다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자의 소멸시

효 완성에 대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 작다. 따라서 제1, 제2유형이 문

제 된 대상 판결의 사안을 제3유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치 평가하여 같은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희송/차혜민,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법학평론 제5권

(2015.2) 352면.

713) 최광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경

희법학 제51권 제2호 (2016), 355-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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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원심 판결은 법률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 장애로 보아 신의칙을 적용한 것인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비

판하면서 사실상 장애에 해당하는 객관적 장애에 의한 신의칙 적용을 최

대한 삼가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산점에서 법률상 장애에 한정하는데서 오는 한

계 즉, 법률상 장애는 없으나 객관적 장애가 있어서 권리행사가 늦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시효로 배척되는 경우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하

여’ 신의칙의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앞서도 보았다시피 현재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 장애를 법률상 장애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장애유무로 

판단하는 외국의 시효법의 추세와는 역행된다 할 것이다. 

   한편 대상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객관적 장애사유까지 포

함하여 모든 유형을 그대로 설시하고 있다.714)

  

(3) 제4유형의 배제

   판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715) 그러나 국가와 국민

714)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

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밑줄-필자),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

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

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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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는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고 채무자의 변제 없음이 확실하

여 일반 당사자 관계와 다르다고 앞서 검토해왔다.716)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존립 이유인 국가로서 반인권 국가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채무불이

행에 더불어 불법행위까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에서 채무

자의 시효 주장과 동일하게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주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 전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717)

   제4유형은 전술한 제1유형이나 제2유형 제3유형 외에 기타 채무자의 

시효 원용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를 포섭하는 일반적인 

보충 유형에 해당한다. 거창사건의 재판부는 문경사건 및 울산 국민보도

연맹사건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은 반면 일찍이 명예회복과 피해보

상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거창사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채

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면서 4유형을 적

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718)

   그러나 대상 판결은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

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제4유형의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로써 신의칙 위반 사례로 상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제4유

형은 일본의 크롬 소송 외엔 찾아보기 힘들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

평한 경우”를 포섭하는 보충유형으로써 맞지 않고 따라서 판례의 예시 

715)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

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25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716) 이에 대해선 피고인 국가를 일반채무자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엄연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있다. 김제완(주 381), 77면.

717) 과거사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고

려할 때, 과거사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 특별한 사정은 계약관계나 개인 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관계와 달리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홍관표, “과거사 사건

의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법조 2016.2 (vol.713), 162면.

718) 부산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0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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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의한 제4유형이 적용된 채권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할 것이다.

다. 권리행사의무 존부 검토

(1) 채권자의 권리행사의무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제3유형이라고 보면서도 “권리자가 그로부

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

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라면서 상당 기간 

내에 권리행사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이 요건의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일본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 중 채

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여 판단한 사

례는 없다.719) 대상 판결은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판결을 참조 판

례로 들어 “상당한 기간 권리행사의무”를 부가하였는데 정작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신의칙 위반의 판단 기준을 

통례적으로 서술하면서720) 제2유형과 제4유형으로 판단한 것일뿐 ‘상당

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의무’ 언급은 없다.

   또한 채권자에게 ‘상당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719) 일본판례에서 소멸시효 항변에 권리남용을 이유로 배척한 사례를 ‘時効援

用’ ‘信義則’을 키워드로 검색한 741건 판례 중에 ‘상당한 기간’이 들어간 판례

는 찾아볼 수 없었다. Westlaw. japan 2018년 12월 27일 현재.

720)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

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

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

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

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

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

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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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원칙과 무기대등원칙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채권자가 채무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권 존립을 위한 

요건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효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요

건에 해당하진 않는다. 소멸시효는 본질 면에서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항변사항이다. 채무자가 시

효항변을 주장하려면 시효항변의 요건을 채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

다.721)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이 있는 이상 법원은 신의칙에 의한 권한 

남용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상당기간 내의 

권리행사”라는 법제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

니하다.722)

  

(2) 특별한 사정과 단기 소멸시효와의 충돌 

   대상 판결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

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상 판결의 진도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진실규명결정일로부

터723) 단기소멸시효 기간 안에 제기되고 진실규명 결정 후 진실화해법

721) Reinhard Zimmermann(주 91), pp.106-107.

722) 이재승(주 84), 213면.

723)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 8. 21.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

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도 2011. 11. 1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3885호)

이 발의되었으나, 그 후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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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속 법으로 배·보상법을 기대하였고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였기에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724) 보았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한 것은 당시 국회의원 임기만료까지 위

자료 등 배상 입법조치를 기다린 것을 말한다. 당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로 입법 폐기된 때는 2012년 5월 29일이다. 원고의 소제기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된 시점

인 2012년 5월 29일까지 기다렸다가 소제기를 하였는데 3년이 지난 경

우 상당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것인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후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725)에서 드러난다. 진실화해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은 2009년 2월 16일 있었고 원고들은 진도민

간인 희생사건의 소제기일보다 3주 후인 2012년 3월 7일 손해배상청구

를 하였다.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심

을 파기하였다.726)

   앞서 보다시피 대상 판결은 입법 폐기 만료일인 2012년 5월 29일까

지의 특수한 사정과 무관하게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 내의 소제기를 주

문하고 있다. 그런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진실규명결정일”과 동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19. 8. 28. 검색

724) “이 사건 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

한 2012. 2. 14.에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

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밑줄-필자),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725) 1950년 10월경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군경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

는 혐의로 상당수 민간인을 연행 감금하여 집단학살한 사건.

72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비슷하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11일 지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가 한 소멸

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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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진실규명결정일 이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아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관적 기산

점 제766조 제1항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다. 결국 민법 제766조 제1

항의 주관적 기산점 이외에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라는 이중의 

기산점을 제시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라. 시효정지 준용에 따른 문제

(1) 문제의 소재

   시효정지(Hemmung)는 앞서 본대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

가 있는 경우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효 완성 전 시효진행을 

일시 정지, 유예하는 제도이다.727)728) 대상 판결은 상당한 기간을 ‘시효정

지’에 준하여 6개월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왜 

시효정지에 준하여 상당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될까? 이러한 “상당

한 기간의 권리행사의무” 부가에 대해 시효정지를 준용하는 것이 시효정지 

취지상 맞는 것인가를 다음을 통하여 검토한다.729)

(2) 비교법적 고찰 

727) 윤진수, 민법주해 Ⅲ, 박영사, 1992, 546면.

728) 유럽계약법원칙에서도 채권 또는 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에 협상

이 진행 중일 때(제304조), 행위능력에 흠결이 있는 경우(제305조), 상속으로

인한 정지(제306조)를 인정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년 동안 시효 완성은 정지된다.

729) 앞서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각

국의 시효정지 규정만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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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독일은 일반적인 시효정지 외에 완성이 유예되는 시효 완성의 정지사

유로는 행위무능력자 (BGB §210)와 상속재산( BGB §211)을 법정하고 

있다.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는 그가 행위능력자가 되거나 대리의 흠결이 제거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에는 그에 대한 또는 그를 위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소멸시

효기간이 6개월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그 소멸시효기간

이 기준이 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청구권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상속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

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보

다 짧은 경우에는 6개월에 갈음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앞서 본대로 우리와 동일한 완성 유예 정지가 아닌 원래 

의미의 시효정지만 규정하고 있다. 제20편 소멸시효 제3장 제2절에서 시효

의 기산점의 연기 또는 시효정지의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2233조에서 조건이 있는 채무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기한이 정해진 채무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프랑스 민

법 제2234조에선 법률, 약정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가 있다. 프랑

스 민법 제2235조에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에 대해 단기 채권 외엔 시효

가 정지된다. 프랑스 민법 제2236조에서 배우자간이나 그에 상응하는 관계

도 시효가 정지된다. 재산에 관해 한정 상속한 경우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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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158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성년 피후견인에 대

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시효정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159

조에서 부부간의 권리에 관하여 6개월의 시효 완성의 유예기간(제159조)

을 두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제160조)과 천재 등

으로 인한 권리행사 장애의 경우에 3개월의 유예기간(제161조)을 각각 법

정하고 있다.730)

   판례로는 앞서 본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심신 상실의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불법행위 때부터 20년을 경과한 후에 일본 민법 제158조의 취지

에 따라 시효정지를 적용하였고731) 살해 후 시신 은닉사건에서도 일본 민

법 제160조를 준용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하였다.732) 이상에서 채권

자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시효정지제도를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다. 

(3) 우리나라

1) 179조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

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경우

730) 일본은 2018년 민법 개정을 단행하여 시효의 정지를 시효의 완성 유예로

변경하였다. 프랑스 민법에서 보여주는 시효 기산점의 연기나 개시의 정지와

는 구별되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주

였는데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다. 개정 일본 민법 참조.

731) 제4장 제1절 3. 다. 예방점종 소송 참조.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52巻 4

号 1087頁 判タ 980号 85頁

732) 제4장 제4절 4. 살해 후 시신 은닉소송 참조. 最判, 平成 21年 4月 28日 民

集 63巻 4号 8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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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에서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재판 등 시

효를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지제도를 둔 것이고 무능력자가 의무자

인 경우 그 적용은 없다고 본다.733)

2) 무능력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

고 있으나 그가 능력자가 되지 못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경우

   제180조 제1항은 제179조를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무능력자에게 법

정대리인이 있다 하여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정대리인 스스로 행사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시효

정지는 무능력자를 위한 조항이므로 무능력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엔 

정지하지 않는다.734)

3) 상속 재산에 속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

속인이 확정되지 않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

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누구를 상대로 시효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735)

733) 윤진수(주 727), 546면

734) 윤진수(주 727), 546면; 오시영, 민법총칙, 학현사, 2015, 680면

735) 윤진수(주 727), 546면; 오시영(주 734), 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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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 기타의 사변이 있는 경우

   제182조 역시 천재나 사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권

리자는 통상 시효의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

가 완성되는 것은 권리자에게 가혹하여 시효의 정지를 통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5) 부부간의 혼인 계속 중인 경우

   부부간의 권리는 혼인 계속 중에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

유로 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가 본조에 의한 시효정지의 대상이다. 혼인 전부터 가지는 권리

라도 무방하며 그 권리의 내용은 묻지 아니한다.736)  

(4) 검토

이를 [표 5-1-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36) 김홍엽, 집필대표 : 김용담, 민법총칙 주석 민법, 2010, 662면.

제한능력자 부부 상속 불가항력

독일 완성유예(6) 시효정지 완성유예(6) 시효정지

프랑스 시효정지 시효정지 시효정지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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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효정지규정을 시효

정지에 준하여 상당기간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준용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시효정지는 채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시효가 진행으로 인

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

고 보아 시효의 진행을 정지하거나 완성을 유예시키려는 태도이다. 각국

의 입법 규정과 일본의 시효정지 적용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효정지의 목

적은 채권자 보호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효정지규정을 상당기간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의 준용

은 ‘시효정지’의 기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소멸시효의 항변은 시효가 경과되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채무

자가 원용하는 것이고 이 항변이 신의칙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는 채권자의 재항변이 있다. 모두 시효 완성 후에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효정지는 시효 완성 전 채권자의 시효정지를 통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으려는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채권자의 재항변을 시효 완성전의 시효정지로 

준용하는 것은 논리 전개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신의칙의 권리남용에 관한 재항변과 시효정지 모두 ‘권리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권리행사를 기대

할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적 가치평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737)

우리나라 완성유예(6) 완성유예(6) 완성유예(6) 완성유예(1)

일본 완성유예(6) 완성유예(6) 완성유예(6) 완성유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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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심사건

1. 재심사건의 기산점 검토

가. 문제제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관련 사건과 다음의 차이를 나타낸

다. 반인권 국가범죄 중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선 권리남

용의 배척 사유중 제3유형으로 보았으나 재심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제2유형으로 본다. 즉 재심을 통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채

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738)

   판례대로라면 유죄의 판결의 존재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진행

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

다. 다만 신의칙의 권한남용 제②유형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

장을 배척하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재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산

점 관련하여 재심판결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이에 일본의 사

례를 살펴본다.

737) 신의칙에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의 존재’를 시효정지에서의 ‘권리자의 주관

적 한계나 권리행사의 상대방과의 인적 사유’와 동일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나 혼인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권리

자가 권리행사를 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희송/차혜민

(주 712), 353면.

738)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

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밑줄-필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판결 등



- 321 -

나. 일본과의 비교

(1) 학설대립

1) 직접청구설

   재심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구가능하다는 것으로 재심 필요에 대해서

는 사전에 재심에서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확정 

판결에 대해 직접 그 불법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에 재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효 기산점은 가해 행위시

부터 진행한다.739)

   이 견해에 따르면,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갖지만 이전 소의 민사·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권리 관계

를 복멸하는 것과 판결에 대한 위법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를 하는 것으로는 목적 및 심판의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로 유

죄 확정 판결의 인정 판단의 위법성 유무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별

도의 목적 관점에서 심리 판단하여도 사법 제도의 본질과 상소 재심 제

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본의 최장기간 20년

이 경과되었을 때가 문제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 법리나 정

의와 공평의 이념을 통한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무죄확정 필요설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권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으로 권

739) 古崎慶長, 判例タイムズ 505号 1983, 209頁; 原田尚彦, 判時 724号 1974, 126

頁; 宇賀克也, 判時 1070号 1983,189頁; 古崎慶長, 国家賠償法. 有斐閣. 1971,

1281頁; 遠藤博也, 国家補償法 上巻. 青林書院. 1981, 30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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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사를 방해하는 사정이 존재하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전의 유죄의 확정 판결은 불법이 될 수 없으므로 유죄 판결 및 

유죄 판결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심의 

무죄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일단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등의 법정 절차에 의한 아닌 

한 누구라도 그 재판은 오판 내지 무죄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것은 유죄 판결의 정당성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제 문

제로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을 거치지 않고는 확정 판결의 불법을 입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아 단순히 사실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재심에 의한 무죄판결의 확정

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고

재판소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판례의 태도였다.740)   

(2) 판례의 태도

   1982년 최고재판소 판결 전에는 무죄확정 필요설이 판례의 태도였다. 

불법 공소제기로 인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가해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정되는 날부터로 보았다. 자동차의 이중 충돌 

사고 소송에서도741)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인식했다하더라도 

740) 피해자는 1915년 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피의자로 체포된 후 무죄를 주

장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 확정됐다. 복역 중에 그는 계속적으로 재심을 청

구했으나 기각되었고 1969년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6차례 재심청구 끝에

재심이 인용되어 1977년 7월 강도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広島地裁, 昭和 55年 7月 15日 判時

971号 19頁; 東京地裁 昭和 47年 7月 1日　訟務月報 19巻 7号 1頁

741) 자동차의 이중 충돌 사고의 당사자 Y에 의한 허위 진술 통해 X 과실치사

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으나 X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X가 Y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Y는 민법 724조 전단의 3년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였다. 1심은

Y의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東京

地判 昭和 57年 1月 26日 判夕 464号 10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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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죄의 확정 판결

을 받았을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다.742)

   따라서 면소, 공소 기각이나743)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에 의

해 무죄확정판결을 기산점으로 삼았다.744) 그 이유는 “재심의 청구는 재

심 사유에 의하여 그 사유 발생의 증명 자체에 기간을 필요로 더욱 재심

무죄 판결의 확정까지 오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이유로 

당연히 구제되어야 할 청구권이 부정된다면 일본 헌법의 제17조 국가배

상청구권의 취지상 승인될 수 없을뿐더러 유죄의 형사확정판결이라는 불

법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정을 더하면 재심 무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745)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해도 권리

742) 最判, 昭和 58年 11月 11日 交通民集 16巻 6号 1515頁

743) 東京地裁, 昭和 39年 4月 15日 判時 371号 5頁 “일본 민법의 손해를 안 날

이란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을 때를 말하

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불법한 공소 제기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

장하려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이외의 재판 즉 무죄, 면소, 공소 기각 등 형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야 한다.”; 東京地裁, 昭和 44

年 4月 23日 判時 557号 3頁; 東京高裁, 昭和 45年 8月 1日 判時 600号 32頁　　

744) “일반적으로 무고한 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 유죄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오판에 대한 과실을 이

유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중요

하므로 유죄 판결의 실질적 확정 힘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죄 판결의 위법성

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소

송절차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의 판정 자체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는 법률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제척기간을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의 제

척기간이 진행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大阪地裁, 昭和 48年 4月

25日 判時 704号 22頁

745) 재심 무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형사 판결이 번복되기 전에 유죄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실을 주장하고 형사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권리자의 주관적인

개인 사정이 있고 객관적으로 제도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정이 존재한

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불법행위시에 발생하지만 재심 무죄 확정판결

까지 유죄 판결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죄 판결의 선고와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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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746)

   이러한 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필요하다는 판례의 태도는 1982년 

최고재판소의 판시를 통해 바뀌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확정된 판결이 

오판으로 인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심에 의하여 확

정 판결의 취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판결에 대해 직접 그 

불법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는 판시하였다.747) 이후의 판례는 무죄확정 필요설을 채택하지 않

고 직접청구설에서 20년 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고 있다.748)  

다. 검토

   앞서 보았듯이 일본의 재심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절차에서의 무

형의 집행을 불법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재심에서 무죄인지의 확

인을 필요로 한다. 재심의 청구는 기간의 정함이 아니라 재심 사유에 의하여

그 사유 발생의 증명 자체에 장기간을 요한다. 최초의 형사 판결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요구할 때 불법행위시부터 진행하여

당연히 구제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결과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취지에 어긋

나며 유죄의 형사 확정 판결을 불법으로 국가 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사정 더하면 민법 제724조의 해석으로 재심 무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제척기

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大阪高裁, 昭和 50年 11月 26日

判時 804号 15頁.

746) 香川崇(주 393), 58頁.

747) 最判 昭和 57年 3月 12日 民集 36巻 3号 329頁

748) “확정 판결은 기판력 등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에 정해진 권리 관계를 종

국적인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확정하고 있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가져올 것

이지만 이전 소의 민사 ·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권리 관계를 복멸하는 것과

판결에 관여 위법을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하는 것은 목적 및 심판의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며, 확정 판결의 인정 판단의 위법성

유무를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별도의 목적 관점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도 사법 제도의 본질과 상소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로 보아 유죄판결을 받은 때부터 20년의 제척기간

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広島高判, 昭和 61年 10月 16日 判時

1217号 32頁



- 325 -

죄확정을 필요하지 않고 직접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749) 우리의 경우, 재심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죄확정 필요설이 유력한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750) 최근 대법원은 수

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

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

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 필요설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다.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밑줄-필자)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

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751)

   대법원은752)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1이 

재심대상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

749) 직접 청구설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 이후 20년이 지나 재심 무죄가 되더라

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정의와 공정의 이념 또

는 권리 남용 및 신의칙 법리의 적용으로 해결할 것이다. 西埜章. "国家賠償

請求権と消滅時効・除斥期間 (淺生重機教授 河邉義正教授 古稀記念論文集)."

明治大学法科大学院論集 10 (2012), 130-131頁.

75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

205341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다수

75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752) 이 판결에 대하여 “고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기산점은 재심무죄 확정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으나 기산점의 변동이 아닌 신의칙 위반의 제2

유형에 따른 판결이다. 2019. 2. 7. 법률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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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재심대상사건

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했다고 보고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753) 원심은 직접청구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일본의 직접 청구설대로 소의 민사 · 형사 판결이 구분

되고 판결에 대한 위법을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는 목적 

및 심판의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며, 확정 판결의 인정 판단의 

위법성 유무를 국가배상청구에서 별도의 목적 관점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재심으로 인한 형사판결의 

취소 없이는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에 사실상 쉬이 받아들일 수 

없다.754) 판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

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청

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755) 또한 직접청구설의 경우 유죄판결

753) “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성립요건의 증

명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증명되면

재심 전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밑줄-필자)”서울고

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754) 일본의 직접청구설을 채택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다만 유죄의 확정

판결이 국가배상법 1조 1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부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

거나 사실 인정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해당해 경험법칙·채증법칙·논리법칙

을 현저히 일탈하고 판사에게 요구되는 양식을 의심받는 듯한 비상식적인 과

오를 저지른 것이 해당 재판의 심리단계에 있어서 명백하다는 등 재판관이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배제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요구한다.”고 하여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最判 昭和 57年 3月 12日 民集 36巻 3号 329頁 참조.

755)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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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기간 도과로 인한 피해자 권리구제가 소멸

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법률상의 장애에 가까운 사실상 

장애사유로서756)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757) 또 객관

적 장애사유 없는 시기부터를 기산점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무죄

확정일이 재심사건의 기산점이 된다 할 것이다. 

2. 재심사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 이후에 반인권 국가범죄 

중 대구 간첩조작사건(2013다201844판결 이하 대상 판결)에서 이와 유

사한 판례를 만들었다. 

가. 대상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7월 19일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

법 체포·구금당한 후에 구타,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다.758) 원

고는 피의 사실에 대해 허위 자백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756) 이렇게 본다면 굳이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을 원용하지 않고서도 피고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진수(주 702), 399면; 피고인들

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이 번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인한 구금,

사형 집행 등이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정,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 청산의 쟁

점”, 재심· 시효 ·인권, 2007, 290면.

75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75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328 -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1984년 6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후 유

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2)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는 위법한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후 유

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1년 1월 27일 무죄로 확정되

었다. 원고는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1년 2월 15일 형사

보상청구를 하여, 2011년 12월 13일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2년 2월 1일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

다.

(3) 판결 내용

   판결은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

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

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

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그대로 준용하였는데 여기에 다음의 사항은 

덧붙였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

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무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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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러한 장해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

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간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

고, 이때를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

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

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밑줄-필자)759)

   재심 사건에서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6개월 

내에 제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각 재심사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보안사 사건

   원고 1은 1985년 9월 군 보안사령부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당한 후 

75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330 -

구타,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시달렸다. 이에 원고 1은 피의사실에 대

한 허위 자백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1986년 7월 22일 원고 1은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판결이 확정

되어 복역하였다.760)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1월 18일 “원고 1에 대한 

간첩조작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원고 1을 41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

으로 국가는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원고 1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1년 4월 14일 재심

판결로 피해자는 무죄 확정되었다. 원고 1은 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

개월 내인 2011년 4월 27일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1년 10월 10일 형

사보상결정을 받았고,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2년 2월 

23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라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부안경찰서 사건

   부안경찰서 사건에서 원고는 2009년 3월 26일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2011년 2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를 하였다. 법원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2. 12.까지는 원고들

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이 위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09. 3. 26.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음에도 확정일부

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2011. 2.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761)

76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76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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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

였다.

(3)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R, S, U, 원고 P, 원고 Q(망 V의 자녀)는 형사보상결정

을 받았고 그 형사보상결정은 2010. 10. 13. 확정되었다. 일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T의 가족들은 T에 대한 무죄 및 면소의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1. 1. 

14.부터 6월내인 201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② 나머지 피

해자 가족들은 R, S, U 및 망 P에 대한 무죄의 재심판결에 관하여 위 형

사보상결정이 확정된 2010. 10. 13.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1. 4.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진실규명결정일

인 2007. 7. 9.부터 기산하여 보아도 이미 3년이 지난 후라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피

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

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762)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은 2011년 6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B, C, D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

해서는, 위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재심확정일로부터 6

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심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에 청구한 형사보상의 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의 소

76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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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B, C, D는 위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권리남

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763)판단하였다.

(4)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해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11.21.까

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1.5.6.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

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764)며 법원은 재심무죄판결 후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5) 청주 간첩조작사건

   청주 간첩조작사건은 피해자는 1982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 청주 수

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감금당한 후 폭행,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하였고 1982년 8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1983년 4

월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건을 말한다.765) 피해자가 죽고 난 

후 피해자의 배우자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년 1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2012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법원은 “2010.11.10. 형사보상결정을 받고서도 확정일부터 6개

월 이상 경과한 2012. 6.20.에서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이 형사보상을 청구

76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4522 판결

76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0428 판결.

76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3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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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사보상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였다.

3.  재심사건 관련 대상 판결 검토

가. 문제의 소재

   재심 무죄 확정판결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

심사건에 관한 재심 무죄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 권리를 행사하여야 피고의 시효항변을 신의칙에 의해 

배척할 수 있다는 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766)

나. 6개월의 한정으로 인한 문제

   재심사건에 대한 ‘상당한 기간’ 중 ‘6개월’이란 단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본 재심사건에 대해 대상 판결에 따른 인정여

부를 [표 5-2-3]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66) 이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 항변권 남용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 완성

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권리행사에 시효완

성 전의 권리행사와 동일한 여건을 부여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단기간의

6개월의 상당 기간을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이영창, “과거사 사건의 사실 확

정 및 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판례해설 제95호(2013), 446면 이하) 그러나 소

멸시효에 관한 완성의 주장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단지 채

무자 측에 소멸시효 항변권만 주어지는 권리행사에 대해 예외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의 권리행사가 소멸시효와 상당기간까지 더해 이중 제한

받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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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

발생일

진실규명

결정일

재심

확정일

형사보상

확정일
소제기 상당기간

대구

간첩조작

사건

1983.7.
2009.

1.19

2011.

1.27

2011.12.

19
2012.2.1 인정

모자

간첩조작

사건

1985.1.
2006.

12.21

2009.

7.9
2009.10.14 2010.5.4 부정

보안사

사건
1985.9.

2008.

11.18

2011.

4. 14.
2011.10.10 2012.2.23. 인정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1983.3
2008.

10.13

2010.

10.28

2011.8.18 2012.3.13 부정

2011.8.19 2012.3.13 부정

2011.9.28 2012.3.13 인정

납북

어부사건

1983.9 2009.5. 2011.1.13 2011.7.22 2012.3.22 부정

2009.5 2012.3.22 인정

부안

경찰서

사건

1961.1. 2008.6.3 2009.2.12 2009.3.26 2011.2.28. 부정

아람회

사건
1981.7. 2007.7

2009.5.29 2010.10.

13

2011.4.28 부정

2011.1.14 2011.4.28 인정

2009.5.29
2010.10.

13.
2011.6.17 부정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1981.3. 2009.1.5
2009.11.

21
2010.9.10 2011.5.6 부정

민청학련

사건

2010.10

2011.8

2012.1

2013.8 부정

청주 1982.3. 2009.12. 2010.11. 2012.6.20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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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보듯 대상 판결인 대구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하여 모자 사

건767)이나 민청학련 사건768) 등에서 원고들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

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

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문제된다. 

   이 경우 표에 따르면 재심무죄판결 국가손해배상청구사건 중 27% 정

도(15건 중 4건)만 권리행사가 타당하다고 여겨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을 배척할 수 있게 된다. 조총련 간첩조작사건에서 당사자 중 재심확정

일은 모두 같고 그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같은 날 제기했음

에도 형사보상확정일이 서로 달라 상당기간 내 권리행사 인정이 달라졌

다.769) 실무상 송달 늦게 받아 확정이 늦었던 당사자만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내 권리행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아람회 사건에서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늦

게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

였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고770) 다른 당사

자들의 경우 모두 배척되었다.771) 이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신

의칙 위반 제4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가?772)

76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59810 판결.

768)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

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

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

230597 판결

769)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77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77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4522 판결

772) 제4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간첩조작

사건
3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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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납북 어부사건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한 당사자의 경우 형사보상  

확정일에서 6개월이 경과해서 상당기간 지났다고 본 반면에 다른 당사자

는 재심무죄 판결이나 형사보상 확정일 없이 진실규명결정일에서 3년 안

에 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판단했

다.773) 이는 재심 무죄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형사보상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재심확정일부터 3년이 

넘을 수 없다 대상 판결과 상이하다.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만 기준으로 넉넉하게 권리행

사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각 유형별로 사안이 다른데 모두 동일하게 6개

월 단기간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가한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774)

   실제 대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동안 재심 무죄 판결로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당 기간’을 문제 삼아 배척된 적은 

없었다.775) 대상 판결 선고 당일에도 다른 재판부에선 상당기간 내에 청

구하였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776) 따라서 피해자

전원합의체판결.

77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

774) 이에 대해 다른 유형의 사유도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을 가할 수 있고 1,2,4

유형에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유형 구분 없이 6개월을 상당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김상동, “재심절

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의

허용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97호(2013), 24면 이하)도 있으나 여기서의 문

제는 왜 제3유형의 6개월 제한기간이 제2유형에도 동일하게 6개월로 해야 하

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77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03253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77825 판결 등 다수

776) 피해자는 보안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후에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

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여 1973. 7. 30.경 수뢰죄로 징역 5년 등의 일부 유

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았다. 이후 상속인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2011. 6. 3.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상속인들은 2011. 12. 6.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박정희 정권이 끝난 1980년경이나



- 337 -

에게 ‘6개월’이란 획일적인 단기간 요구는 신의칙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

려하여 판단해왔던 판례의 태도와도777) 맞지 아니하다.

다. 형사보상청구권과의 충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의 확정 판결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문에 대해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

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

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

성이 있다.”778)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1∽3년인데 이보다 더 확실

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을 1년에 한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단순

망인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1988년 경 또는 망인이 사건 재판부에 진

술서를 작성한 2007년 5월경 객관적 장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777) 김희송/차혜민(주 712), 350면.

778) 헌법재판소는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거나 권리의 행

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

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결정.



- 338 -

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라고 보아 그 청구기간을 1년

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 형사보

상법 제8조는 이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 따르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에 권한남용이라는 

재항변을 위해서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 소제기를 하거나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다면 형사보상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

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

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부터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대상 판결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에 제한되는 결

과를 낳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현행 형사보상법 제8조와 충돌을 야

기하고 있다.779)

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시효정지의 범위만 차용하여 6개월의 ‘상당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겠다는 법령에도 없는 제한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불

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산점을 형해

화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전에 가집

행선고로 미리 받았던 손해배상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2차 문제를 

야기한다. 

   앞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서 보았듯이 1.2심에서 승소를 한 원고는 

6개월 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1심 법원이 가지급한 2012년 12월 15일부터 가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환

779) 홍관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법조 2016.

2(vol.713) 1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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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법정이자까지 포함된 환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780) 패소확정이 이루어지면 부당이득 환수는 당연하다. 그러나 6

개월의 상당 기간을 제시한 판결이 나온 시점은 2013년 12월 12일이

고781) 대상 판결에 의해 1,2심에서 승소하였다가 최종심에서 패소로 인

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에 처해있는 사건들은 대상 판결에 앞서 소가 제

기되었거나 확정만 남겨 둔 사건들이었다. 

   실제 민청학련사건 중 한 소송에서(2013가합507530)는 대상 판결이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10개월이 지나서 선고된 것이어서 “객관적 장

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782)783) 그러나 항소심부터 ‘6개

월의 상당기간’을 이유로 기각되고 만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판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784) 대법원의 6개월이란 법제화되지 않은 요

건을 얼마나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6개월이라는 법제되지 않은 요건’

780) 가지급된 8억 6753만 7095원에 대하여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7. 6. 16. 2016가합534274 판결. 이밖에

도 가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제2의 피해를 받은 사

건들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042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

고 2013다20991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5981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3717

판결 등 다수

78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782)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

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

다. 서울중앙지법 2016. 12. 2. 선고 2013가합507530 판결.

783) 앞서의 소송을 낸 2013년 2월 무렵엔 ‘소멸시효 6개월’ 판결이 나오기 전이

라, 10개월 이후 나온 판결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2017년 9월 17. 한겨레

7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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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례를 통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는 것인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

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보고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

의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대상 판결 이전까지 

20년 넘게 설시해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칙 기준을 신뢰하였다. 

이 신뢰에 대하여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법

제되지 않는 요건 부과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무부과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부과 역시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법치

국가에서 도출되는 신뢰 보호 원칙상 소급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

다.785)  

제 3 절 반인권 국가범죄의 기산점

   이상 제1절과 제2절을 통하여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권리 구제에 

있어서 신의칙에 의한 권리 남용 적용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제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하여 기산점을 통한 권리 구제를 논의해본다.

1. 기산점 변동 사례의 특징

   제4장에서 기산점이 변동된 사례를 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인식 불

785)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보안처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의무적인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

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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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던 과실책임 소송을 비롯하여 ② 손해가 시효가 경과하여 뒤늦게 

나타나는 잠재적 소송 ③ 심리적 장애로 인해 뒤늦게 청구원인을 피해자

가 알게 되는 아동 성학대 소송 ④ 청구원인을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시

효가 경과되는 사해적 은폐행위 소송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변

동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 지연된(delayed) 손해의 발생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이 “발생

했을 때”(the time the cause of action accrued)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

지를 남긴다. 그 정의를 판례는 전통적으로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

위시’나 ‘부작위시’로 보았다. 피고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원고의 청구

원인을 촉발시키는 “법적 피해”(legal injury)로 간주되어 불법행위 그 자

체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기 때문에 가해 

행위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불합리하진 않았다. 

   그러나 행위(act)와 손해(damage)간의 간격이 발생하는 사례가 등장

하기 시작했다. ① 과실책임 소송이나 ④ 사해적 은폐행위처럼 가해 행

위시에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어 지체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 석면 등 환경소송에서 보듯이 가해행위 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 새로운 손해유형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행위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시효의 기산

점의 해석으로는 ‘근본적 공정성’이나 ‘손해의 공평·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786) 각국은 다음과 같이 기산점을 변동하였다. 대륙법계인 덴마

크의 경우 석면에 따른 지연된 손해에 대해 최장기간을 시효정지를 통해 

손해가 나타났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고787) 네덜란드의 경우 

786) 宮崎地裁 昭和 58年 3月 23日 判時 1072号 18頁 判例タイムズ493号 255頁

787) Højesteretsdom, 27 October 1989 Dansk Eternit Fabrik Ltd. v. Mö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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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은 경과되었지만 이를 합리성과 공정성이란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최장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어떠한 신의칙의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일본 판례에서도 ‘손해의 현실화’를 통해서 또는 

‘무능력자의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손해가 외부로 나타났을 때 즉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시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는 ‘손해를 발견했을 때(discovery of 

injury)’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 때(the time of manifestation)’부터  손

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과관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도 그러하다. 맹장절제수술의 경우 대

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피해는 맹장절제수술시 발생하였으나 수술직후부

터의 발생한 통증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14년이 지나 개복이후에야 맹

장절제수술에서 잔존 충수가 통증원인임이 밝혀졌다. Borello788)나 

Hansen 소송에서처럼 피해자의 주관적 신념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될 수는 없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 5-3-1]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피해 인지
객관적 피해 확인 인과관계

손해발생

UfR 1989A, 1108.

788)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전문가가 피해를 부정

하는 경우 시효는 진

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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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난할 수 없는 선의(blameless ignorance)

   ‘contra non valentem'은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789) 피해자는 이른바 비난할 수 없는 선의(blameless 

ignorance)에 해당한다.790)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권리 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인데 기산점 변동 사례의 채권자들은 

‘권리 위의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791) ① 과실책임 소송에서는 원·

피고 모두 시효 경과 전에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었고 ② 석면 등 잠재

적 손해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③ 성학대의 경우 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손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④ 

사해적 은폐행위는 가해자가 시효경과를 의도하였기에 피해자의 청구원

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792)

789) 권리행사의 불가능에 관한 추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이 경우 흔히 여성, 소녀, 원주민 및 다른 인종 차별 등 사회적 약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Elizabeth Adjin-Tettey/Freya Kodar(주 161), p. 103.

790) Urie v. Thompson 소송에서는 법원은 “우리의 인도적 시효법의 취지가 비

난할 수 없는 선의자(blameless ignorance)에게 적용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

다”라고 선언했다. Urie v. Thompson, 337 U.S. 163 (1949)

791) 성학대 소송에서 피해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Hammer v Hammer 142 Wis. 2d 257(1987)418 N.W.2d 23

792) 앞서 성학대 소송의 서설에서 언급하였지만 후자의 성학대 소송이나 사해

적 은폐행위 소송은 뒤늦게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은 과실책임 소송이나

잠재적 소송과 동일한 반면 피해 사실을 피해자 개인 심리나 부지(不知)에

의존하는 면에서 전자의 소송과 구별된다. 영미법계의 경우 일찍이 청구원인

에 관해 채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발견주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졌던 반

면 대륙법계는 성학대 소송이나 사해적 은폐행위에서 나타나는 채권자의 주

관적 인식에 따른 권리행사에 기산점을 인정할 것인지에 어려움이 있다. 독

일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 내지 일본의

시신 은닉사건에서 시효정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했다는 점이 이를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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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비난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방안은 무엇일까? 

특수유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모두 권리자의 인식이나 인식가능성을 기

준으로 시효 기산점을 재산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경우 ‘발견주의

(discovery rule)’ 채택과 확대를 통해서,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 채권

자의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가 나타났을 때793) 또는 프랑스

의 연금소송에서 권리행사의 자격이 되었을 때 시효 기산점으로 삼거

나794) 독일의 아동 성학대 소송에서 시효정지795)를 통해서 비난할 수 

없는 선의자의 청구를 해결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개정 시효법은 채권자가 청구원인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주관주의 기산점 체계로 규정을 바

꾸고 있다. 이것은 비난할 수 없는 선의의 채권자에 대한 고려로 해석된

다.796)

다.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성

   기산점 변동 사례의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시효 경과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이 ‘근본적 공정성’ 또는 손해배상의 ‘공

평· 타당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데 있다. 손해 발생이 행위시와 격차를 

793) 맹장수술한 후 충수 잔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권리행사 가능

할 때’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기’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수술

이 잘못되어서 신체문제를 알았을 때”(타 병원에서 개복수술을 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福岡小倉支部 昭和 58年 3

月 29日 判決 判時 1091号 126頁

794) Cass. soc. 1 avril 1997, Bull. civ. V, N° 130; Cass, soc, 26 avril 2006,

Bull. civ. V, N° 146.

795) Verjährungsbeginn bei verdrängter Traumatisierung durch sexuellen

Missbrauch BGH, Urt. v. 4. 12. 2012 – VI ZR 217/11 (OLG Oldenburg)

NJW 2013, 939; OLG Schleswig: Verjährung von Schmerzensgeldanspruch

nach sexuellem Missbrauch in der Kindheit, NJOZ 2013, 1227

796) Reinhard Zimmermann(주 91), pp. 101-102; Elizabeth Adjin-Tettey/Freya

Kodar(주 161),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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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발생하거나 청구권에 대한 인식가능성도 없는 사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불법행위시’부터 시효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근본적 공정성’797)이나 발생한 손해

의 ‘공평·타당한 분담’798)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판

단 때문이다. 

   이 법리는 시효가 경과하도록 ① 손해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는 과실책임 소송이나 ② 잠재적 손해인 석면 등 환경소송에서  ③ 또 

심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아동 성 

학대소송799)이나 ④ 채무자가 청구원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사해적 

은폐행위 소송에서 공론화되었다. 시효 경과를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배척하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간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나 

형평성에서 보여주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

다. 따라서 기산점 변동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손해의 ‘공평·타당성 법리’나 ‘근본적 공정성’을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라.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산점이 변동된 사례에는 사람의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특별한 보

797) “정의와 근본적인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에 따라 이미 입법으로 발

견주의를 규정한 것 이외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발견주의를 채택한다.”

Hansen v. A. H. Robins Co., Inc., 113 Wis. 2d 550, 335 N.W.2d 578 (1983);

Ruth v. Dight, 75 Wn. 2d 660, 453 P.2d 631 (1969);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798) 예방접종사건에서 “심신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20년의 경과에 의

해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현저하게 공정·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

으로 보았다. 最判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第52巻 4号 1087頁; 시신 유기

사건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공평의 이념

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最判, 平成 21年 4月 28日 民集 63巻 4号 853頁

799)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법에 어긋나며

불공평하다.” Tyson v. Tyson, 727 P.2d 226 (Was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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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내재해 있다. 생명·신체 침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한 구제가 필요

하다는 공감대는 석면 등 손해가 뒤늦게 발생한 소송에서 대두되었

다.800) 생명·신체에 커다란 해악이 발생하였는데도 시효 경과를 주장하

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고 손해의 공평·

타당 법리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801)

   덴마크의 경우 Phønix사건과 Cheminova 소송에서 본 거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시효 경과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802)

일본도 사람의 생명·신체 등 고도 법익에 대해선 일반 법익과 차이를 두

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안 때”를 기준으로 시효

를 진행하고 있다.803) 이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등 고도 법익에 대해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최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

가. 서설

800) “Danske Lov 5-14-4에 따른 20년의 시효는 손해가 나타나는 순간(damage

is established)부터 진행하도록 시효를 정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다. Danske Lov 시효 조항이 시효정지를 배

제하지 않기 때문에 Højesteret는 원고가 가지는 어떠한 청구든지 그것이 부

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시효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Højesteretsdom, 27 October 1989 Dansk Eternit Fabrik Ltd. v. Möller UfR

1989A, 1108.

801) A v. Hoare [2008] UKHL 6.

802) 제4장 제2절 잠재적 손해 3. 덴마크 참조.

803) 시효의 기산점을 상정할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피해자의 “안 때”에 대해

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안 때”를 요구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관계에 있

을 때 권리행사 가능한 때를 “피해자가 알 수 있었을 때”로 본다. 그러나 상

대적으로 생명에 덜 위협적인 소송(예를 들어 소음 등에 대해선) 전통적인

방식(채무동일성)에 따라 법원은 시효에서 불법행위의 채권자의 인식 또는

채무불이행에서 권리행사 가능한 때에 대하여 쉽게 시효 경과를 인정한다.

Kawasama, in Ewould H. Houndius(주 100), pp.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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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반인권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진실화

해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민법 제166조 제1

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고 보고 주관적 기산점만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804)

   헌법재판소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주관적 기산점만을 적용하는 데에

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personal injury 

claims)에 관하여는 최장기간을 배제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이 있

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행위시’ 또는 ‘손해 발생시’에 관한 논쟁에도 불

구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 청구(personal injury claims)’에는 적용 

배제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805)

   영국의 경우 법 집행위원회 (Commission of Commission)의 제안에 

따라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한 통상의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 시효만 적

용되고 최장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806) 재산 손해는 시효의 위험이 크

지 않은 반면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일반적이고 잠재적이고 장

기간 걸쳐 발생하는 영구 손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나 수술 및 재

활치료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 들어와 소멸시효에서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가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박한 시

804)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결정

805) 제3장 제2절 3. 신체상해와 최장기간 참조.

806) Limitation Act 1980 Sec 14 B. Reinhard Zimmermann; Eleanor J. Russel,

Reform of Limitation in Personal Injury Actions, 12 Edinburgh L. Rev.

(2008) pp.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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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와 정지의 가능성 및 일반 시효규정의 기산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Zimmermann 교수도 “모든 유형의 주장이 객관적 기산점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불법행위(delictual claims)의 시효는 ‘피해자의 인

식 또는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개인 상해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에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역설하고 있다.807)

   이렇듯 사람의 생명·신체 상해에 관한 최장기간의 배제는 시효의 기

산점의 변동을 가져온 사안들에 대한 확인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해당한

다. 손해배상청구에 시효를 요건으로 할 때 근거는 상호 균형상 무게를 

달리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책임을 져야할 특정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808)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

을 반인권 국가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

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

해한다고 보았다. 

    앞서 생명·신체 등 고도화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최장기간을 배제하

려는 세계적인 추세는 헌법재판소의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지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의 경과로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취

지로 나타나 객관적 기산점의 배제 및 주관적 기산점의 적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807) 따라서 발견가능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인식/ 발견가능성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심지어 인식이나 발견 가능성 기준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

었던 독일 개혁 위원회 같은 입법 개정 기관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진다. 또한

의료과실 등 채무불이행도 피해자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 Reinhard Zimmermann(주 91), p.98. at fn 182.

808) H. Koziol(주 105), no.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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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 내용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반인

권 국가범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관적 기산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반인권 국가범죄

에 관한 주관적 기산점으로 갈음한다. 

(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경우에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

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등은 진실규명결정을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

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밑줄-필자)

(2)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자 등은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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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인권 국가범죄의 객관적 기산점

   

가.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는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

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국민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 등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을 저해하여 

오랫동안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판례가 그

에 대한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시점(민법 제766조 제2항) 내지 객관적으

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민법 제166조 제1항)부터 기산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

다고 보고 있다. 

   이같이 헌법재판소의 객관적 기산점을 반인권 국가범죄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은 기존에 판례가 ‘가해행위시’를 ‘불법행위시’로 해석

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809) 제766조 제2항의 가해행위시=불법행위시는 

타당한가? 이미 우리 판례는 판례변경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고착화

된 ‘행위시’가 아닌 ‘손해의 발생시’로, 이 손해의 발생은 관념적이고 잠

재적 손해가 아니라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손해가 현실화되

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 보았다. 이제 반인권 국가범죄에서도 민법 제

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에 관한 기산점 재 산정을 요구받고 있다.

나. 기산점 변동 특징에 대한 반인권 국가범죄 적용 검토

  

   이제 반인권 국가범죄가 외국의 기산점 변동된 사례에서 보여주는 특

징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한다. 

809)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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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된 손해

   반인권 국가범죄는 1950년 전쟁 전후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연행되

어 집단 희생되거나 1960-70년대 일반 국민이 검·경찰의 고문이나 허

위 증거조작으로 국가보안법 등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이나 징역 등의 형 

집행까지 이루어진 이후 50-60년이 지나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지

난 “공권력의 행위”가 “반인권 불법행위”로 진실규명이 된 사안이다. 

   앞서 일본의 맹장수술소송이나 신생아 뒤바뀐 사건 및 Eşim v 

Turkey ECtHR소송 등에서 행위시와 손해의 발생은 간격이 있다. 행위 

시에 피해가 있었지만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시효가 경과된 

이후 ‘진단시’나 객관적으로 손해가 나타났을 때를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

단하였다. B형 감염 소송에선 행위시 바이러스가 형성될 수 있었지만 “B

형 감염으로 진단된 때”를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았다. 

   국가범죄의 경우 행위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해적 

은폐행위 소송과 같이 채무자인 국가가 반인권 국가범죄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피해자나 희생자 유족이 

가해 행위시에 피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 

지체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비난할 수 없는 선의

   시효 법언인 ‘contra non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함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시

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

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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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 

등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을 

저해하여 왔다.810)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

을 것이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볼 수 없어811) (2) 비난할 수 없는 선의에 해당한다.      

  

(3) 근본적 공정성

  소멸시효는 때 늦은 소송을 청구한 채권자의 이익과 시간의 경과로 증

거의 부담을 갖는 채무자의 이익과 법적 분쟁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얻는 시효 완성의 이익이 채권

자가 갖는 이익을 능가하는지 이익형량이 필요하다.812)

   반인권 국가범죄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전에는 국가

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십년간 이를 조작, 은폐하여 국가의 정당한 행

위로 비추어졌던 점을 감안해볼 때 피해자 측이 청구권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다거나 채무자인 국가가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의 청구가 제기되

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다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의 오·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채무자에게 근거 없는 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한다면 근본적 공정

성과 손해의 공평·타당성의 대원칙에 어긋난다.813) 헌법재판소도 반인권 

810)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

81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812) Reinhard Zimmermann(주 115), S. 857.

813) 이러한 국가의 시효 항변이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국가배

상법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므로 이

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배병호, “국가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 행정판례연구, 2013. 2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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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일반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일의적으로 불법

행위 시점부터 시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청구권을 배척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 원리에 위배된다고 보았다.814)

(4) 생명·신체 보호

   반인권 국가범죄는 각국의 기산점 변동사례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

인 생명·신체보호 법익에 해당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 신뢰관계

(fiduciary in nature)815)에서 비롯된 신인의무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국

가의 존립이유로 국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생명·신체 법익의 침해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사람의 생명· 신체 법익

이 침해된 소송에서 세계 각국은 소멸시효 기산점 변동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 보호가 훼손되는 결과를 방지해왔다. 우리 판례는 일반 

거래행위에서조차 국가와 국민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국가가 위법에 대

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816)

814)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

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

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

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

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결정

815) Guerin 사건에선 행정관리와 원주민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통치를 위임했고

행정상 국가는 신인의무를 갖는다고 보았고 M.(K.) v. M.(H.)소송에선 부모·
자녀간의 부모의 의무는 선천적인 보호의무(fiduciary in nature)로서 시효에

제한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M.(K.) v. M.(H.), [1992] 3 S.C.R. 6

816)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그와 같은 위법은 국가만이 일방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서는 필요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매수자 또는 전득자에게 손

해가 없도록 하거나 사정이 그렇지 못하여 그 위법 조치가 결과한 모든 이해

관계인의 손해를 전보하는 동시에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장차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 자가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

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고, 국가는

그에 관련된 개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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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 국가범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보도연

맹사건이 전시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또한 군부 독재정권하에서 비상사태

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권을817) 818)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가 생명·

신체 법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특별

한 보호를 위해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권리행사에 시효 기산점의 변동

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기산점 요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 위법성, 

책임,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인데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

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제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가? 

‘진실규명’이 객관적 기산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음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본다.819) 나치배상법에서 탄압을 받는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탄압이 끝난 후 8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과 

탄압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였고 피해자가 추방이나 구금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8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

에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

어서 형편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대

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817) 부산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0087 판결.

81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81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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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820)

   가해행위는 있었고 사망사실로 인한 피해도 있다. 그러나 군경의 의

한 위법행위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821) 집단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피해자들을 군경이 연행해갔다는 것과 

추후 시신으로 발견한 사실만 있어 ‘가해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가해행위자’를 국가공권력의 기관인 ‘군경’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재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후

유증이나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는 희생자들이 검경에 의한 부당한 체

포나 고문 및 유죄확정으로 인한 수형 생활에서 갖는 손해에 대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822)

증명의 문제에 관해 앞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전문가에 의

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Stoleson v. 

United States823)이나 Borello v. US Oil Co.소송,824)Hammer v 

Hammer 소송,825) Williams v. Borden, Inc., 635 F.2d 731 (10th Cir. 

820) Bundesgesetz zur Entschädigung für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Verfolgung (이하 BEG) § 15; 또한 전체적으로 피해자 자신을 독일 사회주

의 정부에서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배제되는 집단에 속하

게 만든 경우, 그 피해는 국가 권력에 의해 경제적인 성공 과정을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EG § 64 (2) 참조.

821) 헌법재판소도 “진실화해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그 유족들이 사건 이후 국가로부터 희생자들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

함으로써 집단희생의 일시ㆍ이유ㆍ경위ㆍ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

했기에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고, 진실화해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은 수사기관의 가

혹행위 등에 의한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형의 집행을 받았기에 피해자로서는

그 유죄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에 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822) 피해자가 고문을 받아 허위 조서에 서명하고 유죄판결을 받고 난 후에 고

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성과 직업 외모는 알았지만

이름과 주소를 모른 경우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나중에 알게 된 때부터 시

효를 기산하였다. 最判 昭和 48年 11月 16日 民集 27巻 10号 1374頁

823) Stoleson v. United States 629 F.2d 1265 (7th Cir. 1980)

824) Borello v. US Oil Co. 130 Wis. 2d 397 (1986) 388 N.W.2d 140

825) Hammer v Hammer 142 Wis.2d 257 (1987)418 N.W.2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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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소송826)에서 보듯 법원은 “피해와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채권자의 

주관적 신념으로 청구원인을 촉발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대륙법계인 맹장수술소송에서도 충수의 잔존이 확인된 때는 이미 앞

서의 수술계약이 완료된 지 14년이 경과한 때였다. 의료과실로 인한 통

증은 이미 가해행위인 맹장수술이 완료된 때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일견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맹장수술에서 잔존 

충수에 기인한 것임은 14년이 흘러 개복을 하여 인과관계가 밝혀진 때

부터로 청구원인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827) B형 간염 소송에서도 유아

기에 받은 집단 예방 접종으로 B형 바이러스를 가지게 되어 어른이 된 

후 B형 감염을 진단받았는데 앞서 유아기에 받은 집단 예방접종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828)  

   반인권 국가범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가해자의 신

원을 특정하고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최종 책임의 귀속을 국가로 

하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드러났다.   

(2)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국가범죄에 대한 특성에서 논의한 바대로 범죄성립에서 위법성을 평

826) 원고는 육류 포장 공장 직원이었다. 그녀의 피해는 육류 제품을 포장할 때

폴리 염화 비닐 (polyvinyl chloride, PVC)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피해 증상 당시 이 제품의 사용이 원고의 증상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증거는

없었다. 원고는 그녀의 상태가 아마 PVC 연무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유력한

의학적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고용

장소에서 가열된 PVC 포장지의 연기에 의해 피해 증상이 발생했다는 초기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고 초기부터 시효를 진행시켜 시효

경과로 인한 소제기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그녀의 이전 신념

에도 불구하고, 연기 노출과 증상의 순서에 따라 그녀의 주관적 신념이 타당

했다는 의학적 확인을 받을 때까지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고 판결했다.

Williams v. Borden, Williams v. Borden, Inc., 635 F.2d 731 (10th Cir. 1980)

827) 福岡小倉支部 1983年 3月 29日 判決 判時 1091号 126頁 자세한 사항은 제4

장 제1절 3. 일본 참조.

828) 最判 平成 18年 6月 16日 民集 第60巻 5号 199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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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데 일반 개인 범죄와 차이가 있다. 일반 개인 대 개인의 불법행위

는 위법성은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추정되

어 행위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반면, 국가범죄의 경

우 일견 공무원의 집무집행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 중 ‘법령에 의한 정

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멸은 시효 진행에도 영향

을 미친다.

   보도연맹사건의 경우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에서 ｢전국 요

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을 전국 도경

찰국에 보내고 6월 29일 ‘보도연맹원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

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의 건｣ 및 6

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하달시켜 일견 법령에 따른 정당

행위로 보여지는 데서829) 알 수 있다. 

  판례도 국가와 국민의 특수 관계에서 국가행위에 대해 국민 정서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

다.830) 학도의용군 이중 복무 사건에서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국민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로서는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에 전적인 신

829) 진실화해위원회(주 23), 766면.

830) ‘손해의 현실화’를 처음 설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어느 개인이 국가

와 어느 거래관계를 맺을 때 국가를 믿고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가 적법

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에 그와 같은 위법사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에 대한 적절하고 책임 있는 대응조치를 신속히 배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를 믿고 될 수 있는 한 기히 이루어진 거래관계의 결과에 안주하

려고 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그와 같은 위

법의 하자가 거래관계인으로서는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법사유를 곧 알 수 있고 또 의당 알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개인인 거래관계인으로서는 사실

상 그들이 자진해서 그 위법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현실적

인 문제로서는 그와 같은 위법은 국가만이 일방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

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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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둘 수밖에 없다고 본바 있다.831)

   그러므로 전시상황이나 위급상황에서 국가의 공권력의 의한 사실행위

로 당시 일반 군인에게도 즉결집행권을 주어 즉결처형이 가능했던 점이

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서 일련의 수사-구금-재판-

유죄확정- 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공권력의 행위는 피해자나 일반 평균

인에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당행위’로 비추어진다. 그러면 기산점과 

관련하여 정당행위가 복멸되는 때는 언제인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면직처분 받은 국회공무원이 제

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면

직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었는데 이때 불법행위 기산점이 문제된다. 원심

에선 불법행위를 한 날을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였으나 대법원

에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해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헌 결정일’부터 진행

된다고 보았다.832)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당행위는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국가의 행

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법률상 장애에 가까운 사실상 장애로 

추정된다.

(3) 손해의 현실화

   불법행위의 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833)  

831)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83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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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34)이는 권리행사 가능성의 관점에서 손해의 발생여부

를 판단한다는 것으로835)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는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한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때를 ‘손해가 표면화’되었다고 본다.836)837)

   기산점 변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효는 손해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

인 가능한 때부터 진행한다.838)839) 객관적으로 인식가능성 없는 손해는 

잠재적으로 발생했다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신생아 뒤바뀐 사건에서도 40년 후 ‘혈액형을 재검사했을 때’,840) B

형 감염사건에서도 예방주사를 맞은 지 수 십년이 지나 ‘B형 감염 진단

83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

6985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다수

83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

다76368 판결

835) H Koziol(주 105), no. 5/6; 内池慶四郎(주 234), 307-320頁.

836) 松本克美(주 523), 1303頁.

837) 장기시효와 관련하여 석면노출과 관련하여 인식이 발달해감에 따라 노동자

나 여기에 종사자가 미리에 암으로 발전될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아직 어떠한 병변도 갖지 못하는 피해자가 장기

시효를 정지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는 어려운 난제이다. Reinhard Zimmermann(주 145), p. 50.

838) 흡입이나 노출의 유해한 결과(injurious consequences of the exposure)가

특정 시점(a point of time)이 아닌 일정 기간의 산물(the product of a

period of time)로 해악 물질의 특정 접촉일(specific date of contact)이 피해

의 발생일(the date of injury)로 보아 소송으로 제기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는 해로운 물질로 인한 축적된 결과가 나타날 때

(manifest themselves)만 ‘피해 입은' 것으로 될 수 있다. Urie v. Thompson

337 US 163 (1949)

839) Danske Lov 5-14-4에 따른 20년의 시효는 손해가 나타나는 순간(damage

is established)부터 진행하도록 시효를 정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다. Danske Lov에 시효 조항이 시효정지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Højesteret는 원고가 가지는 어떠한 청구든지 그것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시효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Højesteretsdom, 27 October 1989 Dansk Eternit Fabrik Ltd. v. Möller UfR

1989A, 1108.

840) 東京高裁, 平成 18年 10月 12日 平成１７年（ネ）第 3216号　判時 1978号 17

頁



- 360 -

을 받았을 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있다.841) 842)

    

   우리 판례 역시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시엔 “현실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

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될 것이 확정된 때’에 ‘손해가 현실화’되었

다고 판단했다.843)그렇다면 반인권 국가범죄에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권

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라. ‘손해의 현실화’로서 ‘진실규명 결정한 날’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소멸시효 원칙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효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844) 아직 청구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제 때 소를 제기하지 않는 데에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상실시키는 반면 손해를 초래한 가해자에게 

의무를 면하게 만든 소멸시효의 결과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사자의 이

해관계에 따른 상호 균형도 나타나야 한다. 

   ‘손해의 현실화’ 법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을 ‘손해의 발생 시’

841) 또한 B형 감염에 대한 원인으로 가해행위는 예방접종이어서 그때 B형 감

염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예방접종

을 통해 B형 감염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지만 실제 손해는 B형 감염이 발병한

‘B형 감염을 진단받은 때’로 보고 있다. 最判, 平成 18年 6月 16日 民集 第60

巻 5号 1997頁

842) 미나마타 병에서도 “미나마타병 환자에서 잠복기 있는 지연성 미나마타 병

환자에서는 미나마타 병의 원인이 되는 어패류의 섭취를 중단하고 4년 이내

에 그 증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사에서 4년을 경과한 때부터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았다. 最判, 平成

16年 10月 15日 民集 第58巻 7号 1802頁

843)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

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844) H. Koziol(주 105), no.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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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으로써 특수 관계 피해자에 대해 합리적 권리구제를 하는 데 목적

이 있다.845)반인권 국가범죄는 어떠한가? 가해 행위시에 손해가 바로 발

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목적으

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물로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해

서조차 ‘행위시’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일률적으로 기산한다면 특별법의 

입법 취지 및 권리구제는 “환상”에 불과하고 나아가 진실규명 신청하고 

이에 따라 규명되어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밟은 피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846)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을 통해 

일련의 피해자에 대한 군경의 공무집행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 불법행위임이 드러난 시기

는 ‘국가기관에 의해 직무 집행행위로 비추어진 행위’가 사실은 정당한 

직무 집행행위가 아님이 밝혀진 때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때가 된다. 

   따라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상호간의 특수 관계에 비추어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 단지 관

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가 국가기관

인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의 위법한 불법행위였음을 진

실규명한 날이 ‘손해가 현실화’된 날이라 할 것이다. 

4.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 기산점 검토

가. 문제제기

845) 김제완(주 381), 68면.

846) Fairness and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s for Toxic Tort

Suits, Vol 96 Harv. L. Rev.(1983), p.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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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

산상 불이익을 말한다.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그 손

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

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847)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일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아 재산

상 손해 및 위자료 모두 발생하고 지연 손해 역시 별도의 청구 없이 불

법행위시에 발생한다고 본다.848) 그런데 최근 판례가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시와 다르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보고 지연손해도 이

에 따르는 예외 사정을 두어 문제가 된다. 

나. 외국과의 비교

(1) 독일

   독일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시는  

이행청구시가 원칙이다.849) 채권자가 이행기 도래 후 최고를 한 후에 비

로소 발생하여 채무자의 지체를 요건으로 이행기 도래 후 채권자의 최고

를 요구하고 있다. 850) 독일 민법 제280조, 제286조 제1항에서 채권자

84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848)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

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

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

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849) 김재형,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 민법

판례분석, 한국민사판례연구회, 2015. 422면.

850)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Auflage 2016 §286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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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기 도래 후 최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급부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최고로 인하여 지체에 빠진다. 이행소송의 제기 또는 독촉절차

에서의 지급명령의 송달은 최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독일 민법 제849조에 의하면, 물건의 침탈 또는 훼손으로 

그 감소가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지연이자는 가액결정

의 기준이 되는 시기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침해 또

는 손해발생시기를 가리킨다.851)

   독일 연방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손해 발생시

부터 법정이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은 외

국법에 의거한 것으로 독일 민법의 §849 BGB는 이러한 면에서 ‘자연 발

생적’ 이자에 대한 예외이며 이 규정에서 규율된 물건의 침탈 또는 훼손

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852)

   이와 같이 독일 민법에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연이

자를 불법행위시부터 기산하는 것은 예외적이지만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며, 일본 민법 제412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에 빠지

는 것으로 본다.853)

   불법행위에 대해선 불법행위와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는 다수설과 판

례이다. 그 이유로는 주로 연혁과 공평 관념을 들어 854)이미 타인의 권

851) RGZ 153, 171 ( 173 ); BGHZ 8, 288 ( 298 ) = NJW 1953, 499 ( 500 f);

BGH NJW 1965, 392 f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Auflage 2017

BGB § 849 Rn. 7

852) BGH NVwZ 1994, 409.

853) 最判, 昭和 55年 12月 18日 判決 民集 34巻 7号 88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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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불법행위로 침해했기 때문에 지연손해에 대해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손해전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855) 불법행위의 경

우 ‘원상회복의 이념'에 의해 “피해 이전 상황과 손해 전보 후 사이에 조

금도 틈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856)  또한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857)  

   학설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재량적 성격을 강조하여 구두변론 종결시

에 바로 손해액의 평가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금전평가의 기준시라는 

견해와858) 소송지연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여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청

구시부터로 보는 견해가 있다.859) 판례는 불법행위와 동시에 지체에 빠

지게 되어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부터 계산된다고 본다.860)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불

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

한 변동이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854) 我妻栄, 新訂債権総論, 岩波書店, 1964, 105頁

855) 我妻栄,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日本評論社, 1940, 208頁

856) 四宮和夫, 不法行為, 青林書, 1985, 636頁

857) 中井美雄, 債権総論講義 有斐閣 1996, 432頁

858) 藤原弘道, “損害賠償債務とその遅延損害金の発生時期(上)(下)”. 1987, 判タ

629号 11頁

859) 平野裕之, 不法行為法, 信山社, 2013, 473-474頁.

860) 最判, 昭和 37年 9月 4日 昭和34(オ)117 民集 16巻 9号 1834頁; 피해자 유

족의 유족 보상 연금은 피해자의 일실 이익의 손해에서 손익 상계 조정이 이

루어져야 것을 판시한 최근 판결도 이 입장에 있다. 最判 平成27年 3月 4 日

民集 69巻 2号 1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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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

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

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

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

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

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

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

심 변론종결 당일(밑줄-필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한다.861)

   이상과 같이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통화가치 등에 상당

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

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된다면서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변론종결 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

정이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

일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 본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전원합의

체 판결을 통해서862)이를 확인하였다. 

   판결은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파악하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 손

해배상액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을 도출한 결과는 [그

86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862)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되

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또는 국민소

득수준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위

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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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3-4]와 같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위자료의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본 점이다. 위자료

의 액수를 정하는데 사실심 변종시까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과 변

종시를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례는  

이제까지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불법행위 당시로864) 손해배상액 산

863) 원고 A에게 1，171，836，489원

{= 위자료 206,666,666원(= 원고 A 자신의 위자료 2억 원 + 원고 A가 망 BV로

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6,666,666원) + 일실손해 965,169,823원(= 급여 부분 손

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717,026,889원 + 퇴직연금일시금

248,142,934원)} 위자료 206,666,6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6.까지는 민법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밑줄-필자) 그 중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의 일부인 773,375,423원에 대하여는 2011. 1.

1.(원고가 원리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한 시점)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청학련 관련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가합34314. 판결

864)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67986 판결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행위시=
적극적·소극적 손해+ 지연손해(적극적·

소극적·정신적 손해의 지연손해금)

변론종결시= 정신적 손해

변동의 

경우

불법행위행위시=
적극적·소극적 손해+ 지연손해(적극적·

소극적의 지연손해금)

변론종결시=
정신적 손해+지연손해(정신적 손해의 지

연손해금)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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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참작할 사정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판단하여 왔다.865)866)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실이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

행위 당시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지만, 사실심의 변론종결 

때까지 사이에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고 있으며867) 피해자가 사

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

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868)”고 보아 판례는 사실심 변종시까지 경험칙상 모든 

사유를 참작하고 있다.869)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데870)871) 재산상 손해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발

86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

16904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

고 91다7798 판결

866)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

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

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

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86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86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1991,86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291 판결(공1991,97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3277 판

결(공1991,116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등

869)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을 인정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

지는 수익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

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87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다43165 판결

871) 여기에 참작되는 사유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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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액수만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므로 두 항목의 손

해 산정의 기준 시점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872)

   둘째, 위자료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중의 기준점이 문제된다. 대상 판

결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판시하면서도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옳다면 지연손해금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점으로 하

여 산정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대상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은 오히려 예외가 되어야 

한다.873)

   

라. 지연 손해의 기산점

(1) 문제의 소재

   대상 판결의 실제 쟁점은 불법행위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점에 있다.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

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사고 후 태도 물가나 통화가치의 변동 등 사고 이후의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872) 김용담(주 736), 283-284면.

87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

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 이

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략)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

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 이자를 덜 공제

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

다) 허용될 수 없다(밑줄-필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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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하여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별도에 이행의 최고 없더라도 공평 관념상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통화가

치 등의 변동을 감안하여 위자료 산정한 다음에 붙이는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시부터 발생하는 게 논리적이다. 지연손해금 역시 그 본질은 손

해배상의 일종인 것이므로 거기에 통화가치 등의 변동이 반영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874)

   한편 변론 종결시까지의 발생한 일체의 사정들이 참작사유가 되어 위

자료의 원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위자료채무액에 대한 불확실성에 지

연손해금까지 더해져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에 대

한 현실적인 고민이 따른다.

(2)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서 지연손해의 발생 시기

   우리 판례도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로 보고 있다. 875)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

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876)

874) 김용담(주 736), 284면.

87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

다9742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87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

657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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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손해 또는 손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경우 그 손해의 표면화 현실화되었을 때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보아 이때부터 기산한다고 본바 있다. 일본 진폐소송에서 위중한 

행정 결정에 상당하는 건강 상태에 따른 손해 또는 석면 관련 질환에 의

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지연 손해금 기산점에 대해 손해의 현실화를 

‘가장 위중한 행정 결정을 받은 때’ 또는 석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을 

때’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연 손해금이 산정된다.

1) 석면에 노출되어 4단계 행정관리결정 통지를 받고 사망한 피해자 망 

X1은 석면 먼지에 노출하여 석면폐 (4단계)에 걸린 것이 인정되나 X1의 

사망 및 사망 X1의 석면 분진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

는 없다. 이 경우 4단계 행정관리결정에 따른 손해액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지연 손해금 기산시기-2006년 7월 10일 (4단계 행정관리결정일) 

　손해액-손해 원금 및 이에 대해 2006년 7월 10일(4단계 행정관리결정

일)부터 지불할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877)

2)  사망한 피해자 A11은 석면에 노출하여 4단계 행정관리결정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피해자 A11의 사망 및 석면폐에 의해 인과관계도 인정되

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손해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

877) 이러한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2단계, 3단계, 4단계 행정 결정을 차례로 받

았다고 하여 당초의 손해가 양적으로 확대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각각 관

리 구분마다 질적으로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어야하며, 또한 석

면 관련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는 2단계 내지 4단계에 해당하는 건강 상

태에 따른 손해는 질적으로 다른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한다 大阪

高裁, 平成 25年 12月 25日 民集 68巻 8号 900頁; 福岡地裁, 平成 18年 8月 30

日 判時 1953号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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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산정된다. 이때 위자료 중 원고 X21와 원고 X22 각각 상속했다고 

한다면  

　지연 손해금 기산일- 2009년 12월 19일 (사망일) 

  손해액- X21와 원고 X22가 균분하여 위자료와 이에 대해 2009년 12  

    월 19일부터 지불할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아무런 최

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체에 빠진다.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878) 적극적 손해이

든 소극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이든 어떤 손해이든 간에 지연손해를 손

해 발생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결국 손해의 발생이 관건이다. 

(3) 소결

   이미 판례를 통해서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

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

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므로 그 때가 손해 산정의 시기가 된다고 본 바 있다.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 앞서 보았듯이 잠

재적 손해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손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손

해 역시 손해의 발생한 때에 지연 손해도 발생한다. 

87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18829 판결



- 372 -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해서도 지연된 잠재적 손해와 마찬가지로 손해

가 표면화 내지 현실화되었을 때부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그 기산점

으로 삼는다고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진실규명 결정일’이 손해가 현실화

되는 날이므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이에 관한 지연 손해 역시 이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 및 지연손

해는 ‘행위시’ 그러나 정신적 손해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는 ‘변론종결시’

로 보는 판례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 문제제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0년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그 실체가 드

러나 일본 정부가 제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93년

의 고노 담화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후 도의적 보상책인 아

시아 여성 기금으로 일단락 시키려 했으나 법적 조치를 바라는 피해자와

의 입장차이로 미완으로 남아있었다.879)

   2006년 아베 내각이 들어선 후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2007년 미 하원에서 대일 사과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 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에 관한 일본과의 분쟁해

결에 대한 부작위(2006헌마788)’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2015년 한일합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외면당했고 새 정부 들어서 사

실상 이를 파기하였다. 

879) 山本　健太郎, “従軍慰安婦問題の経緯 ―河野談話をめぐる動きを中心に―”,

レファレンス　平成 25年 9月号, 2013, 66-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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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약 60여 건의 일본 전후보상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배

상법의 부재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880), 한

일협정으로 인한 대일 민간인 청구권 소멸, 제척기간 도과 등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881)

2.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한일협정

(1)  서설

   2000년대 들어서서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배

척사유로 바로 양국 간 맺은 한일협정으로 대일 민간인청구권이 소멸했

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다.882) 전후 소송에서 일본재판부는 원고의 임

금채권이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한일협정으

로 인해 그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거나 소멸시효의 완성 혹은 제척기간의 

도과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게 한 한일협정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880) 자세한 사항은 이은경,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

점 논의.” 공익과 인권 18 (2018) 237면 이하 참조.

881) 岡田正則, "戦後補償訴訟と国家責任-国家無答責と立法不作為論を中心に",

法の科学31号, 2001, 129頁 참조.

882) 대표적인 것이 各アジア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補償請求控訴事件 소송이

다. 법원은 “종군 위안부로 있던 한국인이 취득할 여지가 있는 손해배상청구

권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제2조의 3항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으로 소멸되었다. 우리나라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가 취득할 여지가

있는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한일 협정 발효일인 1965년 12월 18일로부터 20

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다. 東京高裁, 平成 15年 7月 22日 判時 1843

号 3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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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협정의 내용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의 제2조 제1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

정되어 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

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3.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

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

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합의 의사록Ⅰ에서 제2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

를 보았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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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883)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

다.

(3) 검토

   제1항에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으로 쓰여 있는데 반해 제3

항에서는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조치와 청구권”으로 구분된다. 제3

항에 나타난 제1항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로 양 체결국이 국내법을 통해 실체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법률로 외교 보호권뿐만 아니라 실체적 권리조차 

소멸되는 것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한정된다. 

   청구권은 대일청구 8개 요강에 포함된 청구권과 그렇지 않은 청구권

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일 청구 8개 요강에 포함된 청구권은 한일협정

을 통해 외교보호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언 해석으로도 8개 

요강에서 제외된 청구권의 경우 국가의 외교보호권 및 개인의 대일 청구

883) ※ 대일 청구 8개 요강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 246,633,198.61g (제5차 회담시

제기) 및 地銀 67,541,771.2g(제5차 회담시 제시)의 반환 청구

②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채권의 반제청구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청구

⑤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국정부 청구 恩給 관계 (바)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⑥ 한국(자연인,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항목

⑦ 전기 諸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諸과실의 반환 청구

⑧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 시기에 관한 항목 1965. 6. 23. 동아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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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884)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1993

년 고노담화 전까지 위안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협

정 대일청구 8개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885)

   한편 일본은 전후에 한일협정과 유사한 미국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886), 러시아와의 공동선언887)을 맺었다. 이들 협정에 대한 일본 정

부의 견해는 앞으로 후술할 개인청구권에 대한 초기 입장과 유사한 관점

을 보인다. 

   원폭피폭자와 시베리아에 억류된 피해자들은 조약체결 이후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청구권이 조약 체결로 소멸되었다고 보고 자국인 일본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일본은 이에 대해 앞서 조약의 법

적 의미를 국가의 권리로 국가가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

과 협상한 결과물이라면서 “개인이 독립하여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888)고 하였다. 즉 일본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884) 일본은 ‘재산, 권리 및 이익’을 법률상의 근거에 근거해서 이미 재산적 가

치를 인정받는 실체적인 권리로 보고 이와 대비하여 '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 근거의 유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의미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애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한일

협정에 의해 일괄 타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第126回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6号　平成 5年 5月 26日 참조.

885) 第121回 参議院 予算委員会 平成 3年 8月 27日 第3号 참조.

886)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1951年）14조 b항과 19조 a항에서 “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중 일본 및 그 국민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연합국 및 그 국

민의 기타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 군사비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

다.” “일본은 전쟁에서 발생하거나 전쟁 상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취해진 행동

에서 생긴 연합국과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

하고, 또한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일본 영역에서 하나의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 수행 또는 행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다.”을 규정하였다. http://www.chukai.ne.jp

887) 第五項（未帰還日本国民に対する措置）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일본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

방 공화국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 나라 그 단체 및 국

민의 각각 다른 국가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

http://teikoku-denmo.jp 2018/8/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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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는 없다면서 조약으로 “외교보호권에 대해서만 상호 포기된 것이

기에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된 것은 아니다.”889)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따

라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 미

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청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자국민의 

배상청구를 회피하였다.

나. 일본의 대일민간인 청구권에 관한 태도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일 민간인 청구권에 속한다. 다

음은 연혁적인 고찰을 통해 일본 정부의 대일 민간인 청구권에 관하여 

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일본 법원의 태도를 살펴본다.

(1) 일본 정부의 태도

1) 1991년 참의원 예산위원회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와 맺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한일협정에서도 동

일하게 민간인의 청구권은 제외하고 외교보호권만 포기되었음을 표명했

다. 1991년 일본에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등 전후배상소송이 제기되

자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의 외교 보

호 권한을 상호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

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고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보호

권의 행사로 다룰 수는 없다는 뜻이다.”890)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대

888) 東京地裁, 1963年12月7日, 判例時報, 1964, 355号 17

889) “일소 공동 선언 제 6 항에 청구권의 포기는 국가의 자신의 청구권과 국가

가 자동으로 가지고 있고 외교 보호권의 포기이다. 따라서 국민 개인에서 소

련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参議院内閣委員会

平成 3年 3月 26日 第3号

890) 第121回 参議院 予算委員会 平成 3年 8月 27日 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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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민간인 청구권에 관해선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어 결과적으로 대일

민간인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제기를 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미의 

답변을 내놓았다. 외교보호권만 포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앞서의 

다른 협정에서 자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

도였음은 앞서 러시아나 미국과 맺은 조약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태도와 

동일하다. 891)

   또한 일본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위안부 피

해자의 첫 증언이 나오고 위안부 피해자의 소제기와 관련해 위안부 동원

에 국가가 관여했는지도 물었는데 정부측 若林之矩 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성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으나, 자

료 등이 없다. 또한 당시의 근로 당국이나 근로 동원 경찰서 등 관계자에

게도 물어보았으나 종군 위안부에 이들 기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여 

이 상황을 정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892)

   일본 정부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가 없어 국가 관여를 알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는다. 

2) 1993년 중의원 예산위원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당시 한일협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891)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도 한일협정으로 인해 외교보호권만 포기

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그대로 청구 가능하므로 반사적으로 일본정부

배상의무가 없다.”고 보았는데 당시 한일협정 교섭 담당이었던 谷田正躬은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산을 남겨 온 일본인에 대해 일본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雅粒社 編, 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法, 時の法令 別冊,

1966, 107-110頁

892) 第121回 参議院 予算委員会 平成 3年 8月 27日 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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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양국 간의 

입장차가 컸고 종전 후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관계 증명도 어려

웠던 점을 호소하면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시사한다.893)

   1993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앞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정하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

으로 내비친데 의의가 있다.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

부의 부인과 달리 한국에서 피해자의 많은 증언과 자료가 나오자 더 이

상 부인으로 일관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도의적·인도적 관점에서 대

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894) 이후 고노의 담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국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3) 1994년 중의원 내각위원회

   1993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고노담

화를 통해 사죄와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 답변을 통해 개인

청구권과 위안부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①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소위 청구권 · 경제 협력 협

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한일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한일 협정의 

893) “재산, 권리 및 이익, 청구권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이고 1항을

받아서 3항에서 말했듯 규정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국내법(재산 및 청구권

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협정 제2조

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뜻으

로, 그 외교적 보호권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만 청

구권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밑줄-필자) 개

인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第126回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6号　平成 5年 5月 26日

894) 第126回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6号　平成 5年 5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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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체에 의해 개인의 재산이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직접 소

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른바 조약의 처리 문제로, 국내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그러나 이른바 외교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협약의 구조이다. 개인 청구권은 예를 들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까지 박

탈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있다.

②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관방 장관 담화를 통해 정부

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며 심신에 깊은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

와 반성의 뜻을 나타낼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밑줄-필자) 가능

한 한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

로 언제까지라는 목표를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 단지 마냥 늦출 수만은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검토 결과를 내고 싶다.895)

   이상에서 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선 감추면서 대일 민

간인 청구권의 권리 소구 가능성은 애초 한일협정의 문언 해석대로 인정

하고 있었다. 

   1991년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대내외에 알려지게 되자, 사

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안부를 강제연행하

여 성유린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였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한 일본 정

부는 위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를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법적 책임은 한일협정에서 해결되었다

는 의미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896)

895) 衆議院内閣委員会 第1号 平成 6年 3月 25日

896)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당시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재원이 일본 국민들로

부터 거출하여 마련된 것에 반대하며 책임은 일본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조약을 통해 소위 재산 또는 배상 청구권 문

제에 대해서는 각각 법적으로 해결했고 단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했다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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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법원의 태도

   고노 담화 이후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의 주 무대는 정치권에서 소송

으로 넘어왔다. 일본 법원은 관부판결을 제외하고는 국가무답책 논리를 

원용하거나, 정부 측과 동일하게 한일협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1) 관부재판의 판결

   위안부 피해소송의 초창기에 나온 관부판결은 이제까지의 위안부 피

해 대해 유일하게 원고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 해당한다. 관부판결에서 

법원은 일본 헌법 제정 이전 제국 일본의 국가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이

와 동일성 있는 국가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

도록 보증할 조리상 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안부가 된 많은 여성들의 손해를 방치하는 것도 새로운 중대한 인권 침

해를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각 관방 장관 담화가 나온 1993

년 8월 4일 이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할 법적 작위 의무

는 위안부 원고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상 입법을 해야 일본 

헌법상의 의무로 전환되고 그 취지에 따라 국회에 입법 과제가 부여되었

다고 할 수 있다.(밑줄-필자) 따라서 1996년 8월말까지 3년 내에 입법

해야할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에 

위반된다. 또한 담화에서 입법의무를 입법과제로 쉽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에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다.897)

으로서 보상을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마음에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설립되었

고, 정부로서도 아시아 여성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거출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했다.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3号　平成 10年 9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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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단이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이후에 나

왔다는 점이다. 즉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고노담화의 결과물로 

내세워 문제가 최종 종결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일본 법원은 그것은 단

지 도의적 책임의 결과물이고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

이다.898)

   이 판결은 항소심부터 배척되긴 하였지만899) 이후 일본 내 큰 반향

을 일으겼고 마침내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은 2000년부터 국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제출되기에 이르렀다.900)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 12차례 제출되었으나 2002년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원심사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901)

897) “특히 개인의 존중, 인격의 존엄성에 근간 가치를 두고 제국 일본의 군국

주의 등에 관하여 부정적 인식과 반성을 갖는 일본국 헌법 제정 후 점점 그

의무가 무거워지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

고는 당연히 종군위안부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본국 헌법 제정

후에도 다년간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들을 방치한 채 그 고통을 배가

시켰으며 이 부작위는 그 자체가 원고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해칠 새로운 침

해 행위가 된다.” 山口地裁下関支部, 平成 10年 4月 27日　

898) 松本克美, “ハ ンセン病熊本地裁判決の立法不作為論・除斥期間論の射程-戦

後補償訴訟との関連で--”, 立命館法学277号, 2001, 645頁; 松本克美, “立法不

作為に対する国家賠償請求権と除斥期間 の起算点”, 2001, 法時 73巻 11号 109

頁 ; 松本克美, 時効と正義-消滅時効・除 斥期間論の新たな胎動, 日本評論

社，2002, 345頁

899)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면서 “본

건에 있어서 특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을 수행할 입법 의무의 존재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広島高裁, 平成 13年 3月 29日

900)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요강 “구 육·해군

의 참여하에 여성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제가 진행되어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된 사실을 근거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여성의 명예 등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

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으로써 전시 性으로 강제 피해자에 관한 문제의 해결 촉진을 도모, 관계 나

라와 우리 국민과의 신뢰 관계 조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

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 요강 참조

901) 이중 ‘전시 성적(戰時性的)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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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희생자 소송

   아시아 희생자소송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배려의무

와 이를 방기한 불법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한일협정에 언급된 “재산, 권

리 및 이익”에 해당하여 해당 조치에 따른 법률 시행으로 실체적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항소인들에 대한 국가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 채권 및 군대 위안부 관계의 항소인들이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안

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 한일 청구

권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재판 등에 의해 그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취득된 재산

적 가치를 인정받는 실체적 권리이며(밑줄-필자), 이 항소인 등의 청구권

은 모두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의 3의 "재산, 권리 또는 이익"에 해당하

고 조치 법 1조의 적용에 따라 1965년 6월 22일부터 소멸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항소인 DB는 1940년부터 1952년경까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그 손해배상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

조의 2 (a)에 해당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의 3의 "재산, 권리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 법 제1조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902)

2002년 7월 23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 심의되기까지 하였다.

http://www.awf.or.jp/k3/index.html 20019. 8. 17. 검색.

902) 제2차 세계대전 중 종군 위안부로 군대 위안부 행위를 강요한데 대해 국가

가 위안소 운영에 대한 지배적인 계약 관계를 갖고 있는 자 또는 민간 업체

와 공동 사업자인 입장에 있는 자로 매춘에 관한 관리에 있어서는 위안부 생

활 및 건강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또한 민법 715조 2 항의 감독자 책임에 준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東京高裁, 平成 15年 7月 22日 判時 1843号 32頁 各アジア

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補償請求控訴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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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송에서는 임금채권이든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든 모

두 실체법상의 “재산, 권리 및 이익”로 보아 한일협정을 통해 소멸되었다

고 보고 있다.903) 앞서 개인청구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음을 나타냈으

나 무답책법리로 배척했던 것과 구별되는데 이 역시도 다음과 같은 문제

가 있다. 

   첫째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구별된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위안부 피해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찍이 일본정부가 의회에서 설명한 바 있는 이

미 취득한 “재산, 권리 및 이익”이 아닌 말 그대로 ‘청구권’이어서 확정판

결에 의해 그 유무를 다투어 실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일협

정에서 당연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과 배치된

다.904)

   둘째 일본 정부 측에서는 개인청구권에 대하여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

보호권만 포기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민사적 소제기를 할 경우 국가가 이

를 막을 수 없다고 발표해왔던 것과도 모순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산, 권리 및 이익”으

로 보았던 일본 고등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금 

변화를 겪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법 논리를 가져온다.

3) 최고재판소의 판결

903) 이같이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사례로

종군위안부 피해자 소송이 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

배상 채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X들의 해당 채권은 1947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거주한 적이 있는 X의 채권을 제외하고 ‘재산 및 청구권

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이

하 "한일 청구권 협정 "이라 한다)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

기 때문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

국과 일본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

치에 관한 법률’(이하 "조치 법 "이라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5년 6월

22일에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東京高裁, 平成 12年 11月 30日 判決 訟務月報

48巻３号 685頁; 이외에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도 동일하다. 広島高裁 平成

17年 1月 19日 民集61巻 8号 2805頁

904) 衆議院内閣委員会 第1号 平成 6年 3月 25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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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강제로 연행되어 강

제 노동 및 감금, 강간 등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중국인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에 의해 중일 전쟁 중에 발생한 청구권은 중일 공동 성명 제5항에 의

해 재판에 소구하는 권능을 잃었다는 판시를 함으로써 전후 배상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905)

  이 틀이 정해진 것은 평화 조약을 체결 해놓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각종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사후적·개별적인 민사 재판상의 권리행

사로써 해결한다면 향후 어느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해서도 평화 조약의 목

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에서 청구권 포기의 취지가 위와 같

이 청구권 문제를 사후적·개별적인 민사 재판상의 권리행사에 의한 해결

에 맡기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의 ‘포

기’(14조 (b), 19조 (a))는906)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에 대해 재판에 소구하는 권능을 잃

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907)

905)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소련, 중국 등을 제외한 연합국 45개국과 샌프란시

스코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는 전제로서 일본

은 연합국에 대한 전쟁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연합국의 관할 영역 내에

있는 재외 자산의 처분을 연합국에 맡기고, 구체적인 전쟁 배상 약정은 각

연합국과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일본의 전후 처리의 틀을 정하였다.

이 틀은 연합국 48개국과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이 독립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중요성에 비

추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과의

사이에 평화조약 등을 체결하고 전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틀을 협약

의 기본 틀로 삼아야할 것이며 (이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이라한

다) 最高裁 平成 19年 4月 27日 判時, 1969号 28頁

906)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1951) 참조.

907) 最高裁 平成 19年 4月 27日 判例時報 1969号 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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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일본 법원은 최고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평화조

약의 틀에 의해 체약국이 아닌 한국에도 그 조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

았다.908)이후 2007년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을 이유로 일본 및 일본 기

업에 요구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한일협정의 제

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청구권’으로 보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다음에서 문제가 된다. 평화조약 

이후에 일본은 1955년부터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

해 침략 피해에 대한 배상협정을 맺어 정식 배상금을 지급하였다.909) 이

들과의 배상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배상에 관한 14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

어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중 제4조

에 기해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4조의 체약

국 간의 청구권 포기를 적용하여 체약국도 아닌 비체약국에 효력이 미치

고 거기다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빼앗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법적 

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910)  

908)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 본 건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협정 2조의 문언 본 건 협정 체결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취한 조치에

따르면,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한국 또는 그 국민의 ① 채권은 "재산, 권

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 조치 법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965

년 6월 22일에 소멸하고 ② 기타 이날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라 모든 청구

권은 동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 및 그 국민은 일본 및 그 국민에 대

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이 분명하다. 개인의 청구권을 포

함하여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한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을 따르고자 하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된다.(밑줄-

필자)” 富山地裁, 平成 19年 9月 19日 訟務月報 54巻 2号 324頁

909) 이원덕, “한일국교정상화의 재조명의 현대적 의미”, 한일국교정상화 연구,

국민대 일본학연구소,2013, 8-9면.

910) 이 같은 비판은 이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나왔었다. 일반 개인청구권

이 국가 간의 조약으로 포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중일 공동 성명 제 5항의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를 명기되지 않은 중국 국민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피해) 배상 청구권의 포기까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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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대일 민간인청구권에 관한 태도

(1) 한일협정 직후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한 일괄 배상 입법으로 인하

여 대일 민간인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을 상

대로 민간인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신

문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911) 한일협정의 합의의사록에 관해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

는 문안912)을 두고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의 대일민간청구권 관련 보상 

법률에 포함되어 소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 민관공동위원회

   그런데 이 같은 인식은 한일협정의 외교 문서가 2004년 공개되면서 

전화점을 맞게 되었다. 1999년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강제

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広島高裁 平成 16年 7月 9日 民集 61巻 3号 1452頁

911)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경제협력 3억 달

러 이상(어업협력 포함)이었다.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지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문제되었으나, “장래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가져오

는 것은 국교 정상화를 파괴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우리 측 주장을 눌러 공

적·사적 청구권이 일체 소멸되고 말았다. 1965. 6. 23. 경향신문; 한일협정 비

준저지를 위한 야당과 학생의 계속되는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를

위한 스케줄에 곁들여 제 협정에 대응할 국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소식

통에 의하면 그 중에도 ‘청구권관리법’은 이미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① 청구

권관리위원회를 민간인 경제전문가들을 망라하여 구성하고 ② 청구권관리특

별회계를 신설하여 일반 민간개인청구권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삼

았다. 1965. 6. 25. 동아일보; 대일청구권 3억 불 중 일부로 민간인이 소유한

대일채권에 대해 보상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대일청구에 관한 보상조

치법’을 서두르고 있다. 1965. 7. 3. 경향신문.

912) 1965年 6月 23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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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동원되었다 원폭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일본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때 쟁점 중 하나가 한일협정에서의 민간인 

청구권 소멸여부였다.913)

   원폭피해자들은 2002년 청구권 소멸의 근거가 되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914) 그동안 

외교 기밀문서에 해당하여 한일협정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당사

자들은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

자들에 대해 생존여부 불문하고 일본에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915) 그럼에도 보상입법에서는 사망자에 

대해서만 보상규정을 두어 원고들과 같은 강제징용 부상 피해자들에 대

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개된 문서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한일협정에 관한 해석이 필요했던 

노무현 정권은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8월 민관공동위원

회는 한일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

913) 피고 측은 한일협정이 제2조 3항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권

조치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

가 간 동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広島地裁,

平成 11年 3月 25日

914) 서울행정법원은 “청구권 협정 및 합의의사록 내용에 근거해 청구권이 소멸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나 기업들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들로서는 청구권 협정이 어떻게 합의됐고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

토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개인적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 일본이 공개 보류를 요구하고 있어

외교관계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해도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춰 이는 국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부합되는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915) 2005. 1. 1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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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ㅇ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

제를 계속 제기하겠음.916)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내용에서 보듯 한일협정은 상호간의 손해배상

에 관한 협정이 아니었음이 공표하였다. 또한 1965년 한일협정 발표 때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개인에게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917)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인권 유린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

이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3) 대법원의 한일협정 해석

   2012년 대법원은 한일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하는지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에서 최초로 한일협정이 갖는 법

적 성격과 협정의 대상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91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 결과

2005. 8. 26.

917) 일본 외무성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

미’(1965년 4월 6일 자)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65년 9월 1일 자) 등 내부문서 3건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

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2010. 3. 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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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

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

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

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손해배

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

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918)

라. 검토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해 대일 민간인 청구권의 경우 외교보호권

만 포기했다고 보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애초 사실관계를 부인해왔

었다.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하여 전세계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오자 일본은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해 책

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아시아기금 설립으로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완결되었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 법원 역시 국가무답책 또는 한일협정으로 외교보

호권은 물론 위안부 피해 문제를 포함하여 개인청구권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틀’에 의해 청구할 권능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91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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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한일협정에서의 협상은 대상자는 상호 국가로 국가의 외교권이 

협정을 맺은 것이고 개인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제까지 일본 

법원의 판단은919)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관부판결은 아시아여성기금

을 통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종결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청구권은 

한일협정에서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200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

개하며 한일협정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음

이 드러났으며, 이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손

해배상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공표하며 더 명확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을 통해서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가. 문제제기

   시효기간을 불법행위 시부터 기산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920) 특히 그 손해의 발생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피고에 의해 그 

피해사실이 은폐된 경우는 그 기산점을 변동하여 손해가 ‘객관적으로 표

919) 일본 법원은 한국인이 제기한 강제징용으로 인한 미지급임금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소송과 중국인이 제기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그 청구권에 대한 기산점을 일본 정부의 견해가 표명된 ‘1991년 8월

27일 이후’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경출입국관리법 시행 이후’로 보는데 이

는 각국과 맺은 협정이나 조약으로 인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富山地裁, 平成 8年 7月 24日; 広島高裁, 平成 16年 7月 9日

民集 61巻 3号 1452頁 참조.

920) 하재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법학연구 제37권 1호,

부산대법학연구소,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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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내지 현실화된 날’이 된다. 그렇다면 위안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관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 위법성, 책임, 인과

관계 및 손해의 발생인데 기산점의 핵심은 손해 발생에 있다.921) 위안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다음의 손해의 특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나. 참조 판례 고찰

(1) 훗카이도 강제연행 사건

   피해자는 중국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된 뒤 강제노동을 하다

가 훗카이도 산으로 도망친 후 종전도 모른 채 13년이 지나 발견이 되

었다. 1958년 2월 피해자가 피고에 대해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

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갔다. 그런데 1993년 정부 측 답변과는 달리 관련 기록을 

은폐하여 도쿄화교협회에 보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922)

   실제 일본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중국인 노동자 일본에 이입에 관하

여 전후 1946년에 전국 135개 사업장에 연행된 중국인을 취업시킨 "사

업장 보고서" 및 피고가 조사원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생성시킨 “현지 조

사보고”를 바탕으로 전쟁 범죄의 추궁에 대비 목적으로 피고가 작성한 

“중국인 노무자 취업 상황 조사 보고서” (통칭 외무성 보고서)가 있었으

나 피고 국가에선 이를 모두 소각했고 전후 일관되게 중국에 대한 강제 

921) H. Koziol(주 105), no 5/6 ; 松本克美(주 351), 260頁.

922) 피고는 전후 수십 년에 걸쳐 중국에 대한 강제 연행·강제 노동 사실을 뒷

받침하는 자료를 은폐해왔다. 이는 중의원에 참석한 정부위원의 답변에서도

나타난다. 강제연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의원의 질문에 정부 측에선 당시의

사정을 밝힐 같은 자료가 없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면서 외

무성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衆議

院 外務委員会, 第20号　昭和 33年 4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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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 강제 노동 사실을 부정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피고 국가가 피

해자에 대해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피해자의 배상요구에 대

하여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그런 피고에게 국가 제도로의 제척기간 제도를 적용하여 그 책임을 면제

하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의·공평의 이념에 크

게 위배된다.’라고 해야 하고 또한 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

가로서 손해의 배상에 응하는 것은 条理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본 건 손

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민법 724조 후단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

하는 것이 상당하다.(밀줄-필자)923)

   법원은 피고가 자료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에 응할 기

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존재를 무시하고 방치한 후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의·공평의 이념에 크게 위배된다.”며 손해의 

배상에 응하는 것은 条理에도 부합한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하였

다.924)

(2) 독가스 병기 방치 사건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독가스 

무기를 중국에 배치한 후 사용하다가 종전 후에도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

923) 東京地裁, 平成 13年 7月 12日 判例タイムズ 1067号 119頁

924) 그러나 항소심에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부작위는 소정의 공무원의 과

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

정되지만,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는 국가 無答責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도피 생활의 기간 동안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국가 배상에 대해 상호

의 보증이 없다고 보아 원판결을 취소하였다. 東京高裁 平成 17年 6月 23日

判時 1904号 8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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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보 수집과 중국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있었고 1972

년에 중국과의 국교 회복된 후에도 유기된 독가스 무기를 방치했다가 

1974년 10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17년 후 사망하였다. 이후 일본 민

법상 장기시효에 해당하는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1996년에 일본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가 배상 법상의 청구권으로서 그 

효과를 받는 것은 제척기간의 제도를 창설한 피고 자신이다. 그런데 피고

가 행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독가스 무기를 중국에 배치해 사

용하고 있던 일본군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포츠담 선언을 위반하

여 종전 전후 조직으로 그것을 유기·은닉했다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후 되

어도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중국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1972년에 중국과의 국교 회복 된 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

은 채 유기된 독가스 무기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 행위는 약간의 정당성

도 인정될 수 없다.925)

   법원은 원고들이 1986년 2월에 중국출경입경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

지는 소제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고

에서 2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2년 후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제

척기간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는 이익이 현저하게 공정, 공평

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条理에 부합한다고 보

고 2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926)

925) 일본군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제척기간

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공평의 이념에 반한

다고 보아 재판부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東京地裁 平成 15年 9月

29日 判時 1843号 90頁　

926) 그러나 2심부터 ①이러한 피해 방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일본군이 중국

에 유기한 독가스 무기로 인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작위의무가 부정되었고

②구 일본군에 의한 독가스 무기 유기, 은닉 방치한 행위는 전쟁 행위의 일

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만일 만국 평화 회의 또는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395 -

(3) 검토

   일본 판례는 전후(戰後)소송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대부분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본 바대로 국가무답책과 전후에 맺은 평화조약이나 협

정, 그리고 제척기간을 내세워 대부분의 소송을 기각하고 있는게 현실이

다. 이러한 가운데 위의 두 판례는 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제척기간에 

대해 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조리상 허용

되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특히 훗카이도 강제연행 소송에서 피고행위는 지금 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에서의 피고의 행위와 동일하게 원고를 기망하여 연

행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강제노역이나 강제성매매 그리고 전후에 이에 

대해 불법사실을 은닉하였다는 점에서 사해적 은폐행위에 해당한다. 일

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의 최장기간 20년을 개정 전 제척기

간으로 보고 신의칙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척기간에 대해

서도 현저하게 공평에 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최고재판소 판례 이

후 927) 전후 소송에 이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 기산점의 요건

(1)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

   일제강점기시 식민지 개인에 대하여 점령국 국가가 조직을 통하여 자

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

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한일협정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어야 한

권의 성립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일 공동 성명 5항에 의하여 재판에 소

구하는 권능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 확정되었다. 東京高裁,

平成 19年 7月18日 判時 1994号 36頁 및 最裁, 平成 21年 5月 26日 참조.

927) 最判 平成 10年 6月 12日 民集 第52巻 4号 108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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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 희생자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위반 및 불

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불법행위의 기산점에 대해 ‘한일 

협정 때’로 보았으나928) 일반 국민의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역시 1983년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객관적 권리행

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사실을 1991년 피해자 김학순의 기자회

견 이전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반인륜 중대범죄로 꼽

히는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에 대한 성 유린 행위는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최초로 실명으로 피해자임을 밝히기 전까진 누구도 그 

실체를 알 수도 없었고 가해국 일본은 이를 철저히 은폐해왔다.929) 왜 

일본은 위안부 피해사실을 1991년까지 숨겨왔을까? 국가 범죄는 그 성

격상 사실관계가 왜곡, 은폐되기 십상이어서 통상의 사법절차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이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한 직접 증거의 등장은 

애써 덮어왔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

다.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그해 12월 일본 정부에 대

한 법적 책임을 청구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더 이상 회피가 불가

능하다고 보고 위안부 피해 실태조사를 공언했다.930) 1993년 조사결과

를 토대로 강제동원의 위법성 인정 및 사과가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발표되었다.  불법행위의 증명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는데 반인권 

국가범죄의 경우 진상의 은폐조작이 국가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931) 원고의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는 증거편재를 심화시켜 법원에서의 

사실 관계의 확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

928) 東京高裁, 平成 15年 7月 22日 判時 1843号 32頁

929) 第121回 参議院 予算委員会 平成 3年 8月 27日 第3号 참조.

930) 방위청 방위 연구소 도서관에 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모집을 감독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1992. 1.

11 아사히 신문

931) 東京地裁 平成 15年 9月 29日 判時 1843号 90頁　훗카이도 강제연행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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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1993년 일본의 조사 결과 이전에 반인권 중대범죄인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에 대한 성 유린 행위를 가해국 일본이 철저히 숨겨왔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권리행사 가능성을 지체하게 만든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고노 담화 이후 특별법 등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시아 여성기금 발족을 통해 도의적 책임에서 끝내고 법적 책임을 회피

하였다. 1997년 당시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 전 이루어진 종군위안부 피

해자에 대한 조사결과가 군에 의한 관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위안

부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07년 아베내각이 출범한 뒤에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전에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위법행위조차를 부

인하였고 오히려 이전에 인정해왔던 개인청구권까지도 한일협정으로 모

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이른다. 이어진 2015년 12월 28일 한

일 외무회담을 통한932) 위안부 문제 합의 역시 도의적인 책임의 연장선

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다. 한·일 양국 

간에 이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는데도 한일협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이었다. 이는 기산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 소결

932)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아베총리는 위안부에 군에 의한 강제연행 사실

을 없고 다만 위안소 설립에 군이 관여한 사실만 인정하고 이미 한일협정으

로 법적 문제는 청산되었다고 발언하였다. 그는 2015년 한일 합의가 전쟁범

죄로 위안부 피해를 본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성노예 등

의 표현이 문제되는 것에 외교적인 해결을 보았다는 뜻으로 2015년 12월의

합의를 하였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이미 강제연행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조

차도 무효화시켰다. 参議院 予算委員会 第3号　平成 28年 1月 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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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현실화 

측면에서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은 손해의 발생과 관련된다. 일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원고들이 유아기에 받은 예방접종에 의한 바이러스 감

염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고심 최고

재판소는 인과관계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B형 간염의 발병(손해의 발

생 때인 진단을 받은) 날’로 기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

단했다.933) 손해의 특성상 가해행위가 종료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에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석면소송에서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시점을 최초 

행정결정이 아닌 ‘최종 행정결정을 받은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

다. 최초 행정결정으로 인해 후에 더 위중한 행정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전체 손해가 앞서 최초 행정결정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이었다.934) 또한 아동 성학대 소송에서도 성학대로 인한 우울증 발병이 

일어난 때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935) 이상 모두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인식가능성을 없을 때는 

그 손해가 표면화되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를 기산점으로 삼은 것이

다. 

   앞서 본대로 2000년대 들어서서까지 한일협정의 비공개 문서의 잔존

으로 인하여 개인청구권을 비롯하여 위안부 피해 청구권이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양국 간의 상반된 해석

은 해석 분쟁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으로 이어

졌다. 이러한 상반된 해석분쟁은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기산

점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된다. 

933) 제4장 제1절 과실책임 소송 3. 일본 라. B형 감염 소송 最判 平成 18年 6

月 16日 民集 第60巻 5号 1997頁 참조.

934) 제4장 제2절 잠재적 손해 4.일본 가. 진폐소송 最判, 平成 6年 2月 22日 民

集 48. 2号 441頁 참조

935) 札幌高裁 平成 26年 9月 25日 判例時報 2245号 31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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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한일협정 성격에 대해 법적 배상책임이 아닌 경제적 외교적 

합의인 점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손해의 현실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이

때부터 위안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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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시효의 목적은 채권자가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함으

로써 채무자와 법원을 때늦고 부실한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전통

적으로 세계 각국은 소멸시효가 ‘청구원인이 발생한’ 때로 진행한다고 보

았다. 청구원인이 언제인가에 대해 보통 계약의 채권채무의 경우 만기 

도래일, 도급에서 건물의 완공, 의무 위반일 등 객관적 기산시를 기준으

로 하였는데 이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기산시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법정채권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시’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시에 시효를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았

다. 그러나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는 지연된 손해로 인하여 기산점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손해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시에 일

률적으로 시효가 진행되어 손해가 밝혀지기 전에 시효가 완성으로 청구

권을 박탈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의 원리나 근본적 공정성

(fundamental fairness)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변

동하게 만들었다. ① 과실책임 소송이나 ② 석면과 같은 환경소송에서 

나타나는 지연된 손해, ③ 아동 성학대와 ④ 사해적 은폐소송이 기산점

이 변동된 사안에 해당하는데 (1) 지연된 손해의 발생, (2) 비난할 수 

없는 채권자의 선의(blameless ignorance), (3)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4) 생명·신체 법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를 살펴보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

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

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은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구원인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지난 참여정부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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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반인권 국가범죄의 소멸시

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에 직면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소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박탈

하는 것이 된다.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원칙에 따르

면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는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어떠한가? 반인권 국가범죄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

리 사건이 조작·은폐되어 기산점 변동 사안 중 ④ 사해적 은폐행위에 해

당한다. 사해적 은폐행위는 피고 측이 사해적으로 청구원인을 은폐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피해 입은 날(date of injury)을 시효 개시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이나 재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보듯이 일련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이

는 외관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시효 기산점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밝혀지는 시점의 고

려를 요구한다. 

   프랑스의 경우 ‘contra non valentem’ 법언에 따라 불법행위 시를 일

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권자가 권리행사 가능한 때부터 시효를 진행

하고 있고 일본도 ‘손해의 표면화’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 판례 역

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밝혀졌

을 때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2004년 진실화

해법이 시행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일련의 행위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의 현실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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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xtinction Prescription  of Anti-Human Rights Crim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here are also applied to 

anti-human rights crimes and to set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refore, the research focus was on the collection of 

cases where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as 

changed.

   I examined the jurisprudence and the rationale that appeared in 

the precedents with emphasis on the case collection. The cases of 

chang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by type.

 

   In Chapter 2, We examine the prescription of the "civilian group 

sacrifice case" and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or 

allegation of manipulation" stipulated in the Article 2, Paragraph 1, 

Clauses 3 and 4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 An 

anti-human rights crime is an act that violates the life and body of 

the people in a systematic and massive way through the national 

public authority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e. To resolve 

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you need to verify the truth. So we 

discussed the truth and significance of the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ection 2, the Democratization Act, which is pa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ovided compensation for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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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it did not provide compensation for civilian group 

sacrific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ection 3 examines the exclusion of  prescriptions in international 

law for human rights offenses. In Germany, where claims were 

delayed due to political restrictions,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ue to force majeure was applied. 

   In Chapter 3, we review the current statute of limitations by 

applying comparative law. To this end, we examined the modern 

meaning of the past and the prescriptive system in the statute 

system and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statute of the world.

   The prescription wa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tatute of law 

around the world in the 2000s, and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based on the creditor's recognition as the basic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in each country ar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based on the creditor's subjective perception as 

the prescription period is shortened.

   In the past, if prescription was aimed at legitimate stability 

through objectively apply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rrespective of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credito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if the creditor does not have 

the opportunity to know the cause of his claim. This assumes that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escriptive system. This change 

has led to consideration of th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environmental lawsuits such as asbestos lawsuits. 

   Section 2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in the prescription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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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in case of damages foreseea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of damages for damages claim,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ceeded, but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lawsuits, the 

starting point of the damages was changed to ‘when damages 

occurred.’

   Second,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appears through 'delayed 

discovery'. So, we examine about the discovery rule which is the 

subjective system. 

   Third, most prescription systems are based on short - term 

subjective and long - term objectivity. In this case, long-stop is 

usually seen at the time of the action, and as a result, if the 

damage is delayed, the starting point of the court will change. 

   In environmental litigation such as asbestos, when the 

prescription has already expired and the life or body is damaged, 

there is a tendency to solve the problem by not applying long-stop.

   Section 3, we reviewed the prescription regulations in Korea. 

First, in Section 1 of the Civil Code Article 166, when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exercise a plurality of academic views and 

cases are limited to when there is no legal disability.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illegal acts,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time 

when there is no obstacle in the law, and it is only a passive 

meaning that the time limit is not proceeded when the right is not 

exercised. Therefore, the prescription should proceed from when the 

creditor has no objective obstacle. 

   Section 5 examined the right to claim for tort and examines the 

'realization of damage' for long-term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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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around the world.

   In Section 1, negligent litigati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has 

been proceeded from the time when the victim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fault through discovery in the case law. In the case of 

Japan, which is a continental law system,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for 20 years for hepatitis B is seen as the occurrence 

of damages in the same way as potential damage in environmental 

litigation.

   Section 2 explained how each country applied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claims such as potential damage to asbestos. In the 

UK, the asbestos problem appeared early, but the court hesitated to 

apply discovery rule and was resolved by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discovery rule was applied to relieve the victims. We also 

delayed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for delayed damage. In 

addition,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d expired,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excluded because it was out of equality and justice.

   Section 3 CSA lawsuit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of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in most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characteristic of this case is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the memory of sexual abuse or 

trauma has been resurrected as adults and sued. Therefore, when 

the cause of causation and damage occurred as a legal issue, in the 

case of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scovery rule was expanded, and in this case. In the case of 

Germany,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was postponed through 

the suspension of force majeure to accept the victim. In recent 

years, Japan has also made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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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depression due to sexual abuse, similar to foreign 

cases.

   Section 4 shows the changing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for 

fraudulent cover-ups intended to expire. In particular, Guerin v. R 

decision is a typical example of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when the victim, Aboriginal, finds out the illegal activities such as 

document forgery or concealment of the state.

   Chapter 5 discusses the specific issues raised in individual cases.

 In Section 1, in the case of civilian group sacrifices and 

questionabl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urt found that the 

creditors had a duty to exercise a substantial period of rights. In 

order to examine this, I examined the case of Japan which made 

good faith standards for extinction prescription claims. As a result, 

no creditors were obliged to exercise their righ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alogy 

of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was not vali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foreign country.

In Section 2, we examined the case of Japan in relation to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in the case of reconsideration after a 

conviction of criminal convic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reconsideration is necessary and that it is possible to charge 

directly. And examined whether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should be regarded as a delayed impairment until the reexamination 

is confirmed. In addition, the 6-month limi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been examined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returning unfair advantage over the period of individual cases. 

   Section 3 examined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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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human rights crimes. Firs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ample that led to such a change in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① the occurrence of late damages ② special 

protection for life and physical interests ③ fiduciary duties based on 

trust relationships ④ blameless ignorance ⑤ causality is the main 

feature. The criteria of discoverablility are ① damage in case of 

continuous damage rather than one-time illegal act ② case in which 

damage includes pathological effect without trauma ③ After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d expired by concealing the cause of the 

claim. ④ When the victim knows that the damage occurred, but has 

not yet discovered that it was caused by the act of causation or 

illegal act.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objection criteria for national crimes against human rights were 

excluded and only subjective standards were considered. This means 

that the objective long-stop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have 

taken into account the measures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life body against the vulnerability of 

the victim's rights remedy in respect of the unknown environmental 

lawsuits regardless of the occurrence of damages.

   Las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realization of damage' based 

on objective long-stop is based on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in the case of anti-human rights crimes, the assumption 

that acts by state public power is not a legitimate act by law,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for the country.

   Until there is a decision that illegal act is due to the fact-finding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anti-human 

rights crimes are regarded as 'just act by statute', so 're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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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starts from the day when the truth is determined. 

Throug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s, 

criminals, tort, causality and damage have been identified by 

perpetrators of anti-human rights crimes.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begins at the time of the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ection 4. In the comfort women victim suits, the state 

examined the theory that there is no fault. We also examined the 

allegation that the individual claim has been terminated by the Korea 

- Japan Agreement and that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d expired

As a result, the national unresponsive policy is based on the 

anachronistic beliefs of national anomalies before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weak, and the 

individual claim can not be included in the Korea - Japan 

Agreement for the individual claim.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rresponds to suspension of the period 

until the Korea-Japan agreement, and subsequent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onstitute grounds for objective disability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comfort women 

victim.

   Therefore, the prescription of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should be counted from the time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12 that the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is not covered by the 

Korea-Jap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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