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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상속도 일반적인 상속과 마찬가지로 30억원을 초

과한 금액부터는 50%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자산은 물론 기업의 경영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주식의 가

치, 즉 기업의 가치 역시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대상이다. 기업승

계는 창업주가 이룩한 자산을 후대에 이전한다는 사적인 영역과 국민경

제의 구성원인 기업이 존속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

른 경제 주체들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사회적인 영역이 혼재하

는 영역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의 상속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승

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기업승계가 원활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승계 과정

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정부도 기존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기

업이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

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승계할

후계자를 정하고 그에게 기업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작업

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승계의 전제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민법상 재산승계제도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의 희생과 동의 없이는 기업승계를 원만하게 진

행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혜

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탁은 종래 민법에서 인정되던 재산승계제도보다 훨씬 다양하고 탄력

적인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제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탁을 활용하여 기업승계에 있어 기

존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던 문제, 특히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업주가 유언



대용신탁을 설정하여 후계자에게는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포함하는 원본수입권과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인도청구할 권

리를,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배당이익 수령권을 포함하는 수입수익권을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초과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익권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분리하여 귀속시킴으로써, 기업승계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지배권과 경영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후계자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등 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전

력을 다할 수 있고, 이로써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탁은 그 태생적인 차이로 인해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 법제도와 부

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와의 정합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탁을 이용하여 기업승계를 진행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한 결과 신탁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기업승계를 위하여 모순없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보고 규율하면

서 과잉 규제 내지 입법 불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예상하지 못한 탓에 신

탁을 한 경우에 각 지원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신탁업이 활성화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법현실과 법률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

도록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신탁의 무궁한 가능성과 다양한 기능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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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목적과�논의�범위

I. 연구의�목적

대한민국은 기업을 승계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된다. 세계 손톱깎

이 시장 1위를 지키던 국내 기업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주 회장

이 급서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였다. 콘돔시장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유니더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역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이 승계되지 못하여 결국 회사를 매각하고 말았다. 이것은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킨 경영자(이하 ‘창업주’라고 한다)나 그 가족, 기

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부당한 결과다.

본 논문은 건실하게 운영되던 기업이 창업주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되어야 하거나 그마저도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현실을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상속도 일반적인 상속과 마찬가지로

30억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50%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업의 주식 내지 사업용 자산을 처

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약 기업승계를 위한 대비가 잘 되

어 있다면 후계자를 중심으로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을 구분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의 상속제도 하에서는 창업주가 사전에 후계자를

정하여 기업승계를 치밀하게 대비하고, 창업주가 사망하면 곧바로 후계

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첫째,

유언상속에 의한 불안정한 상속 법률관계 때문이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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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할 수 있고 엄격한 요식성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후에 많은 분쟁이 있

다. 같은 이유에서 창업주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언이 온

전히 집행되지 못하거나 상속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법

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유류분 문제 때문이다. 경영에서

배제된 상속인들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후계자에게 유류분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물반환 원칙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하고, 유류분 침해액 계산에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생전증여를 고려하며, 수십년 전의 증여도 모두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므로 후계자는 상당한 수준의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이 산일되어 기업의 경영권마저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할 방안이 필요하다

는 판단에 이르러, 신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

인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후계자가 선정되고 기업을 승계하더라도 상

속·증여세는 여전히 기업승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

에 대한 지원제도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II. 논의의�범위

1. 기업승계와 관련된 연구의 범주

기업승계는 경영, 세무, 세법, 민법, 상법의 영역이 망라된 분야이다.

종래까지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이 세금 부담이라는 인식에서 주로 세무

내지 세법적인 관점에서 절세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분석과 부족한 부

분에 대한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상속·증여세 이슈는 후

계자가 정상적으로 지목되고 기업승계가 준비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다. 즉, 추정상속인들이 여럿이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애초에 기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존 상속제도

와의 관계, 특히 유류분과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도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세무 내지 세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절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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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았다. 신탁법에 기초한 접근은 2008년 일본에서 의결권 행사 지시

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이 소개되었고, 우리

나라에도 같은 방식이 소개된 이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어 왔다.

2. 본 연구의 논의의 범위

삼성그룹 편법 상속에 대한 수사1)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 하림그룹2)을 보면 대기업도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결코 순탄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규제를 통과하여 기업

승계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에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

기업은 큰 부족함을 보였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는

6,894,000개이며 이중 대기업은 약 5,000개, 중소기업은 약 6,888,000개로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3)4)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

하는 중소기업들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부의 창출,

일자리 제공, 국가 경제 및 사회의 안정화 등에 크게 기여한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기업승계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승계를 위주로 논

의한다.

기존 연구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승계를 겪게 될 창업주와 후

계자 등 관계자들은 각각의 관점이 아니라 통일된 관점에서의 접근을 요

한다. 특히, 영미법에서 유래한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부터

는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혹시 제한되는 점은

1) MBC, “에버랜드 수사, "편법상속 알았다"”, (2006. 11. 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5&oid=214&

aid=0000022467, (2021. 11. 18. 최종방문).
2) 주간동아, “편법승계 하림, 공정위 48억 과징금 제재”, (2021. 11. 8.),
https://weekly.donga.com/3/all/11/3026413/1, (2021. 11. 18. 최종방문).
3) e-나라지표, “중소기업 일반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6&param=006, 

(2021. 11. 18. 최종방문).
4)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21,077,000명이고 이중 대기업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은 약 3,637,000명,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17,440,000
명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한다. e-나라지표(주 3).

5) 김순석.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
구소(2016),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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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탁의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할 경우 기업승계 지원 제도는 여전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신탁은 유류분과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탁을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것이 기업승계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과도 어떤 의미

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방법과�순서

I. 연구의�방법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기업승계의 현황,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신탁법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유관 기

관의 통계자료 등 기존의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방법, 유사 사례 내지 입

법례를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신탁은 영미법에서 발달한 법제로서 소유권 개념을 보통법상

(common law) 소유권과 형평법상(equity) 소유권으로 분리하고 이중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영미법 고유의 제도적 산물이기 때문에,6) 물권

의 절대성, 배타성을 인정하고7)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일물일권주

의8)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이질적인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신

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시나브

로 우리의 제도로 안착하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장점이 다양

6) 영미법에서의 소유권 개념은 대륙법에서의 소유권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영미에서의 
소유권 개념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Burrows, Andrew, 「English Private Law」, 
Oxford University Press(2013), 210면 이하 참조.

7) 물권은 독립·특정된 물건을 객체로 하여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
다.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Ⅳ] 물권(1)」, 박영사(1992), 7-10면(김황식 집필부분). 

8)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즉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Ⅳ] 물권(1)」(주 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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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전환기능과 수

익권 설계의 유연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기업승계 지원 제도와 상속과 관련된 민법, 세법의 해석론

과 실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

하였다.

II. 연구의�순서

본 논문에서는 신탁을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승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기업승계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성공적인 기업

승계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 후,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승계가 부진한 이유를 살펴

보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특히 유류분 제도로 인해 기업승계에

가해지는 제한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효용과 한계를 분석한 후, 현행법체에서 기업이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법률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

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독일 등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한다. 관련하여 위

두 나라의 기업승계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승계에 영향을 주는 유류분

등 상속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각종 제

도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장점과 한계를 확인한 다음 성공적인 기업승계

를 위해 우리나라에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을 제시한다. 신탁의 의의와

기능을 검토하고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신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를 살펴 본 다음, 기존에 기업승계를 제한하던 법률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제시한다. 유언대용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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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

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이 주식 불가분의 원칙 등

기존 법체계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점이 없는지, 즉 현행 법체계와 정합

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가 보다 실질

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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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업승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기업승계의�의의와�필요성

I. 기업승계의�의의

1. 기업승계의 개념과 의의

“기업승계”9)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주식 내지 지분 보유를 통한 지배를 의미한다. 기업승

계 대상인 회사의 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므로 이하에서는 ‘주식’으로

칭한다) 내지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10) 즉 주식 보

유를 통한 회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 모두의 승계라는 개념으로 이해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주가 가진 주식 전부의 승계가 경영권의 승계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승계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을 상속인 또는 제3자인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한

다. 이처럼 기업승계는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킨 창업주가 자신이 이룩

한 경영성과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창업주가 쌓아온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영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

이 된다.11)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역할을 고려하면,12) 이

9) “기업승계”는 “가업승계”, “경영승계”등으로도 불리나 아래 본문 “2.”항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본고에서는 ”기업승계“로 지칭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로 칭하면서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후
술하는 바와 같이 “가업”보다는 “기업”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그 대상을 “중소기업”
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승계 대상자가 친족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1) 남지현, “기업승계지원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제4권 제1호, 한국
지방세학회(2017), 113면.

12)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체 수 기준 99%, 종사자 수 기준 82.7%를 차지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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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업승계의 문제는 산업기반 유지와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3) 따라서 창업주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 온 기업이

창업주가 지목한 후계자를 통해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전문성과 경영능력

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창업

주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승

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관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만약 기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창업주의 지배력은 상속

인들 사이에 흩어지게 되고, 기업이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2. 기업승계라는 용어 사용의 취지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가업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주체를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14)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중소

기업진흥법 제2조 제10호).15) 하지만 기업을 승계하는 것은 비단 중소기

업진흥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기업승계의 개

념을 정의함에 있어 그 주체를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

정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위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가업”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증세법에서 “가업상속”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1997년 당시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최대 1억원으로16) 최

대 2억원이었던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상속 공제보다 적

은 금액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가업상속”이라는 용어가 상증세법에 도

입될 당시의 “가업”은 말 그대로 “가내의 수공업”을 대상했던 것으로 추

나라지표(주 3).
13) 김희선,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중소기

업포커스 제21-10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1면.
14)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15)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이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정
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16) 상증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1억원을 
한도로 공제되었고, 위 법률 개정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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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17) 최대 500억원 상당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현재의

제도는 가내수공업을 의미하는 “가업”이 아니라 보다 더 조직적이고 규

모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이에 대하

여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기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소유

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곧 창업주의 재산

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기업승계가 개인의

자산상속을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고, 기업승계로 인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관련 회사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발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업승계의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다. 이러한 오해는 보다 개인적인 영역의 사업인 “가업”인 경우 더 심

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개인의 상속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해

보인다.

이처럼,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의미하는 “가업”18)이라는 용

어는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인

“기업”19)보다 포섭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좁고, 기업의 계속적인 운

영보다는 재산의 상속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크다. 따라

서 기업의 경영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승계”라는 용어가 보다 그

17) 당시 상증세법 개정이유로 “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
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이라고 기재하고 있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93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1688&ancYd=19961230&ancNo=05193&efY
d=1997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1. 12. 1. 최종방문).

18)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48280c2ce4e46faaa77961e30c6ae1e, 

(2021. 11. 18. 최종방문).
19)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e099493b5da4282b3fa87c1e03e2291, 

(2021. 11. 1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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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20)

II. 기업승계의�필요성

1. 문제점

창업주가 고령 등의 사유로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창업주를 대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가치와 규모가 유지

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승계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과정이다. 기업승계는

경영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한다.

2. 창업주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5%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

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1)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에 상응하여 기업 경영자의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우

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에서 6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 70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인 것으로 확인된다.22) 특히 기업의 규

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기업23)의 경우 경영자 중 60세에서 69세가 차지

하는 비율이 23.5%,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에 달하여 상대적

으로 경영자의 연령이 훨씬 고령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4)

20) 다만,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 법률에서 “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
련 내용에서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1)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

53, (2021. 11. 7. 최종방문).
22) 통계청, 2015년 경영자 연령 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C40011, (2021. 11. 7. 최

종방문). 
23)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

하는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소기업을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 등이 최대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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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승계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

기업승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주가 사망한다면,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높은 비율로 상속인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25) 생전에 미리 후계자에 대한 주식 이전 방안을 모색해

두지 않았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분산·산일되

므로 후계자가 회사를 이어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창업주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영

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내몰려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 경

우 상속인들은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

게 된다. 창업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 금액

이 상속재산의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는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

할 것이며, 이를 두고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일례로 우유나 치즈에서 남은 고급 부산물인 유청을 국산화하여 업계

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던 삼익유가공이 창업주의 ‘급서’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친인척이나 자매간 분쟁으

로 회사가 공중분해될 거라는 음해성 유머가 돌았고, 창업주와 함께하던

베테랑 직원들까지 퇴사하면서 삼익유가공은 창업주의 ‘급서’ 직후 큰 위

기를 맞이했다.26) 차녀인 현 대표이사의 성공적인 경영으로 위기를 극복

해 냈지만 만약 기업승계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였다면 당시와 같은 위기

를 겪지 않고 더욱 더 큰 성장을 이룩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24) 통계청(주 22).
25) 서병호,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29권 제17호, 한국금융연구원(2020), 17면.
26) 더벨, “'유청 국산화' 삼익유가공, 2세 담대함으로 명가 잇는다.”(2021. 11. 8.),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021022064440
10494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2021. 11. 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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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기업에 주는 영향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성장성 및 경영성과가 높아지는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승계

후 이익률이 승계전보다 0.4%-3.8%, 자기자본비율은 4.4% 정도씩 개선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7) 한편,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 차이

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수익률과 생산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조사기간 동안 가족기업

의 총자산 순이익률과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각각 2.60%, 9.03%로 비가

족기업의 -5.60%, 6.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기업의

자본생산성은 12.31%로 비가족기업의 –3.83%보다 높았으며, 노동생산

성도 78,486,000원으로 비가족기업의 23,719,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28) 가족기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그 결론을 달리하는 해외 사

례에 대한 연구도 있어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증연구 결과 가

족기업일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9)

5. 기업 관계자들의 기업승계 의지

후술할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 12. 실시한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기업승계 후계자 대상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63.2%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60세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

들 상당수가 기업승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30) 또한, 위 조사에서 기업승계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기업은 76.2%로 조사되었고, 1세대보다 2세대 이상에서, 기

업의 업력이 커질수록 그러한 중요성을 더욱 높게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31)

27) 정후식, “일본의 기업승계 현황과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11-1호, 한국은행
(2011), 10면. 

28) 남영호, 문성주,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비교 - 거래소 상장기업을 중심으
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1호, 대한경영학회(2007), 252-253면.

29) 최준규,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 제1권 제37호, 
사법발전재단(2016), 364면.

30) 중소기업중앙회,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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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창업주 중 상당수가 고령화

되어 있고, 상당수 창업주들이 기업승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분명하다.

기업승계는 창업주가 영생(永生)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되어

야 한다. 특히, 창업주가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상당기간 창업주의 곁에서 회사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이 후계

자가 되는 것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후계자가 원만하게 기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 2� 절� 우리나라�기업승계의�현황

I. 우리나라�중소기업의�기업승계�현황

1. 기업승계 현황

중소기업중앙회32)는 기업승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승계

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대

표 및 임원, 기업승계 후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

업중앙회가 2020. 12. 실시한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미만(제조

업 외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기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위 조사에서 76.2%에 상당하는 응답자가 기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하

였고, 특히, 1세대보다 2세대 이상에서, 기업의 업력이 커질수록 그러한

중요성을 더욱 높게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3) 또한 전체 응답자의

31) 중소기업중앙회(주 30), 7면.
32) 중소기업중앙회는 663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

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단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
업 진흥법』 제62조의3(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가업승계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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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가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34) 중소기업

의 창업주나 후계자들은 기업승계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해야할 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60년대에 창업된 기업이 0.1%, 70년대에

창업된 기업이 0.4%, 80년대에 창업된 기업이 2.0%, 90년대에 창업된 기

업이 7.9%에 불과하고, 1990년 이전에 창업된 기업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율이 합계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승계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5)

2. 기업승계의 내용

창업주 등 관계자들이 기업승계를 결심한 이유는 “창업주의 기업가정

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53.3%,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이 20.3%,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

이 18.3%를 차지했다.36) 그런데 기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승계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 “막

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94.5%, “기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이 55.3%

를 차지했다(복수응답).37)

기업승계를 예정한 조사 대상 중소기업 대표 내지 임원의 96.3%는 기

업승계 대상으로 “자녀”를 선택하였다. 특히 업력이 높을수록 전문경영

인이 아닌 자녀나 친족에 의한 승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

이를 통해 기업승계가 Estate Planning(상속설계)과 분리될 수 없는 문

제이자 한 번에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조사 대상 중소기업 대표 내지 임원의 75%가 기업승계

관련 정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얻고 있고, 11.8%가 협회 등 지원기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39)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승계 당사자들은 세

33) 중소기업중앙회(주 30), 7면.
34) 중소기업중앙회(주 30), 17면.
35) 중소기업중앙회,「2020년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중앙회(2020), 128-129면.
36) 중소기업중앙회(주 35), 8면.
37) 중소기업중앙회(주 35), 9면.
38) 중소기업중앙회(주 35), 19면.
39) 중소기업중앙회(주 3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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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부분 이외에 기업승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60.8%는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었을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의 업력이 높을수록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는 응답이 더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42.8%는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

나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35.9%는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21.4%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였다.40) 이를 통해 기업이 가족 등의 후계자에게 승계되었을 때 창

업주가 기업에 대하여 더욱 애착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기업승계

이전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4배 이

상, 자산이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6배 이상, 종업원 수가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5배 이상, 신규투자규모가 늘었다

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높게 나왔다.41)

3. 기업승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하여는 34.8%만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잘

모른다는 답변도 17.6%에 달하였다.42)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경험

이 있다는 응답은 38.2%에 불과하여 활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1.8%로 더욱 높았다.43) 문제는 향후에라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33.8%만 긍정적인 답을 하였고, 49.2%는 아직

모르겠다고, 17%는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

용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의 40%가 “사전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

25.9%가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를 이유로 들고 있어 위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44)

한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25%만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잘 모른다는 답변도 30.2%에 달하였다.45) 가업승계 증여세 과

40) 중소기업중앙회(주 35), 33면.
41) 중소기업중앙회(주 35), 34, 35면.
42) 중소기업중앙회(주 35), 38면.
43) 중소기업중앙회(주 35), 37면.
44) 중소기업중앙회(주 3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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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하였고 활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7.6%로 더욱 높았다.46) 향후에라도 가업승계 증

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36.2%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51.6%는 아직 모르겠다고, 12.2%는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

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보다는 이용할 의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의 44.3%가 “사전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

27.9%가 “정산하면 실익이 없어서”를 이유로 들고 있어 위 제도가 특별

히 매력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II. 우리나라�중소기업의�기업승계�관련�문제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창업주에서 자녀 등의 후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의 이전이 동반되

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이 주

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 혹은 증여를 원인으로 해야 한

다. 이 경우 주식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유류분을 침해했

다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문제도 부담하게 된다.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목적의 자산은 물론 기업의 경영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즉 기업의 가치 역시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대상이 됨과 동

시에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로 인해 기업승계가 제한되는 내용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제 3� 절� 기존�상속제도�하에서�기업승계�준비의�한계

45) 중소기업중앙회(주 35), 51면.
46) 중소기업중앙회(주 35), 50면.
47) 중소기업중앙회(주 35),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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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정상속과의�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점

기업승계 역시 상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 상속제도

와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상속법은 법정상속을 원칙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48)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된다.49) 따라서 창업주가 미리 유언

등으로 후계자를 지목하고 그에 대하여 주식을 남기는 준비를 해두지 않

으면 – 혹은 급서하여 이를 미처 대비하지 못하면 - 법정상속이 일어

나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법률에서 정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공유하

게 된다. 피상속인의 의사나 상속인의 행위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

영되지 않고, 오로지 법에서 정해진 상속의 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상

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에 대한 지배권(주식)이 분산·산

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상속이 일어나면 여러 상속인들은 주식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경영권 분쟁이 불가피할 것

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회사의 주식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머지 상속인

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었을 때에만 한정되는 일이다. 또한, 이 경우

후계자가 되려는 상속인 이외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후계자와 동일한 상

속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실상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특정인에 의한 기업승계가 불가능하다.

48)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자를, 제1009조(법정상속분)에서 상속분을 각 법률로 정하여 법정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49)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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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언에�따른�상속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점

상속법은 사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율한다. 상속법

은 사적자치에 기초하여 유언에 의한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한

다.50) 따라서 피상속인인 창업주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

첫째, 유언은 법으로 정한 사항에 한해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가

능하므로,51) 엄격한 요식성을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요건을 결여한 유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법원의 태도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둘째, 기업이 원만하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52)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역시 특례가 적용되

기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주가 사망하기 전까지 얼마

든지 변경될 수 있어 오랜 시간 불확정한 법률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창업주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

무런 효력이 없고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재산 승계가 개시된다는 점

에서 사전적인 준비절차로는 미흡하다.

셋째,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려 할 때, 수유자에

게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지만 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

수유자는 유언자 사망시에 적어도 태아이거나(민법 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 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민법 제1064조, 제

1004조)는 자격이 요구된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유언에서 정한 대

로 수유자에게 상속재산이 직접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유언자의 구체적

50) 편집대표 민유숙, 「주석 민법 [상속]」,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544면(김윤정 집필부
분).

51)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52) 일본에서 같은 취지의 논의로, 中小企業庁,「中小企業の事業承継に関する集中実施期

間について(事業承継5ヶ年計画)」, 中小企業庁(2017.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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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를 반영하거나 수유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늦추거나 조

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II. 유류분�제도로�인한�문제점

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위험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 및 배우자) 내지 3분의 1(직계존속 및 형제자매)53)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54)

따라서 피상속인인 창업주가 후계자를 지정하여 주식 등 회사의 지배

권을 넘기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

우에는 그 침해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 가령, 1인 주주인 창업주가

네 명의 자녀를 둔 경우 기업을 승계할 후계자로 지목된 상속인은 나머

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합계에 해당하는 8분의3 상당의 주식은 취득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창업주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연대하여 후계자의 경영권을 상실시킬 위험도

있다.55) 특히, 상속·증여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주식 중 상당수

를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더욱 치

명적일 수밖에 없다.

2. 원물반환원칙에 따른 지분 분산·산일 위험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56) 후계자가

다른 방법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보전해주려 하더라도 그럴 수 없고, 주

5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54)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55) 같은 문제의식으로, 김용진, “도산법적 측면에서 바라 본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8), 
678-680면.

56) 편집대표 민유숙, 「주석 민법 [상속]」(주 50), 735-737면,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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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반환해야만 한다. 법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7) 이 경우 후계자는 상속받은 주식 중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반환해야하므로, 기업의 지

배구조에 변화가 생겨 후계자가 기업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도 발생

한다.

이처럼 기업의 승계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배권 다툼 문제

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쉽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할 위험도 높아진다.

3. 반환금액의 산정시기와 관련된 문제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58) 따라서 기업

승계를 위해 수년 전에 증여했던 주식의 가치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상승했다면 그 상승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액수가 정해진다. 또

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 재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된 경우에도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후계자가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행법의 대책은 매우 불충분하

다.

4. 유류분 사전포기 불가능

우리나라는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59)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될지 여부는 반드시 피상속인인 창업주가 사망한 이후

57) 대법원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 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
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
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
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58)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항.
59) 편집대표 민유숙, 「주석 민법 [상속]」(주 50), 741-742면. 대법원도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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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야 알 수 있다. 즉 기업승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서야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으로 비화되어 해결하는 데 얼마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후계자는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언제든

지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5. 사후관리 요건과의 문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지원을 받은 경우, 후계자는 사후 관리 요건의

일환으로 주식 등 상속받은 지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감소되지

않고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이 되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한다.

종래에는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주식이 이전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것이

예상되었다. 같은 이유에서 사후 관리 요건 중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개

시일로부터 7년 동안 감소되지 않고 유지해야할 의무의 예외사유로 유류

분반환청구에 의한 지분 감소를 들고 있었다.60)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이 2016. 2. 5. 법률 제26960호로 개정되어 1인이 아닌 수인의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른 지분감소

를 예외로 보는 규정도 함께 삭제되었다. 따라서 기업승계를 준비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다면, 위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61)

6. 소결

기업승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상

속인이 존재할 것이며, 이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만약

60)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법률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
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
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었다.

61) 유류분청구로 인하여 기업승계 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
속세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견해로, 김완일, “기업승계에 대
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
소(2012), 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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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기업의 재산이 일실되고 경영

권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기업이나 후계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류분 분쟁은 후계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고 불안

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다.

제 4� 절� 기업승계�관련�특례제도와�그� 한계

I. 문제의�소재

현행 과세체계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62)을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되기 때

문에 유산취득세 방식63)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덴마크, 영국을 제외한 20개 국가에서는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64) 또한 현행 과세

체계상 상속·증여세는 30억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50%에 이른다.65) 만

약, 창업주가 후계자에게 주식을 이전할 시점에 기업의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면, 창업주의 후계자는 기업 가치의 약 50%에 상당하는 자

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인 35.8%보다 14.2%나 높은 것이

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명목 최고세율이 더 높지만, 벨

기에와 프랑스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 낮은 세율을

62)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전체를 과세물건으로 보고 그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정하여 피상속
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63) 수증자, 수유자, 상속인 등 각자가 재산의 무상이전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정하여 그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64) OECD, “The majority of OECD countries tax inheritances”, 「OECD Tax Policy 
Studies :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202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2879a7d-en/1/3/3/index.html?itemId=/conte
nt/publication/e2879a7d-en&_csp_=629b9a65616a4d96ca81e8985e607a2f&itemIG
O=oecd&itemContentType=book#section-d1e6672, (2021. 12. 27. 최종방문)

65) 상증세법 제26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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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고세율

을 갖고 있다.66) 우리나라는 명목 상속세율도 높지만 GDP 대비 상속·증

여세수의 비중도 높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로 벨기에(0.7%), 프랑스(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이며, 이는 OECD 평균(0.17%)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67) 많은 국가들

이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

하여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OECD 35

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13개국에 달하고,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기업승

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

하고 있다.68)

기업승계 문제가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

로 기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69) 기업들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회사를 매각하거나 적

대적 M&A에 노출되기도 한다. 종래 존재해오던 회사가 그 규모와 고용

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 창업주가 사망했다는 이유

만으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 등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

성요소를 매각하여 회사의 자산 상당부분이 조세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

업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규모와 고

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 경우 회사를 온전히 유지하여 승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70), 기업승계주식에 대

66) 김희선, “국내외 기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20-21호, 
중소기업연구원(2020), 3면.

67) 김희선(주 66), 3면.
68) 세법연구센터,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

구센터(2017), 171면.
69) 김희선(주 13), 1면 ; 안종석, 송은주, 정경화,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

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2014), 7-8면.
70)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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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여세 과세특례71), 연부연납제도7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

례73)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기업승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

서는 항을 바꾸어 이러한 제도들이 위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진행하도록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II. 가업상속공제�제도

1. 의의

중소기업 등의 원활할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

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

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

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74)

2. 사전 적용 요건75)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76)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①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

족할 것,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7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72) 상증세법 제71조.
73)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74)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심충진,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연구”, 예산정책연

구 제4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2015), 151-156면.
75) 국세청,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2020), 21-42면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 HANDBOOK」, 중소기업
벤처부·중소기업중앙회(2020), 95-169면.

76) 국세청(주 7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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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①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기업이 아닐 것), ③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의 요건을 갖추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위 “①” 요건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을 기

준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한정하고 있다. “②” 요건은

평균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데 위 업종별분류

에 따라 4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업종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

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등

의 100분의50(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하여 보유해야 하고, 가업의 영위기간 중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77),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

자)로 재직 하여야 한다.

다.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78)여야 한다.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 다만, 피상속

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

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하고, 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77)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
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78)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및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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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

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할 것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

을 것

만약,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사후 관리 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한다).

3. 적용 효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창업주)이 10

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

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4. 사후 관리 요건7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 관리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 관리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

야 한다.80)

구체적으로,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79) 국세청(주 75), 35-38면.
80) 국세청(주 7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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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감소된 경우,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

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

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에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III. 가업승계�주식�증여�과세특례

1. 의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

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81)

2. 사전 적용 요건82)

가.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하고,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

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만약,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

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나.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하고, ② 10년 이상 계

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

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하여야 한다.

다. 증여물건

8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
82) 국세청(주 75), 43-50면;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중앙회(주 75), 170-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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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물건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을 요한다.

라.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 효과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

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4. 사후 관리 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

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

재산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

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83)

IV. 상속세�연부연납

1. 의의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

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

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84)

2. 적용 요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과세표준 신고기

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

83) 국세청(주 75), 49면.
84) 상증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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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며, 납세담보(금전, 국채/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신

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있으면 제공 즉시 허가된 것으로 의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85)

3. 적용 효과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납부하고(3년간 거치 가능),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납

부할 수 있다(5년간 거치 가능).

V. 기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의의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율에 있어 특

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86)

나. 적용 요건87)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을 요하고,

수증자 수는 상관없이 가능하다.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

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증여 물건 요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 목적

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85) 국세청(주 75), 51-58면;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중앙회(주 75), 199-208면.
8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87) 국세청(주 75), 59-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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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창업중소기업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

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88)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다. 적용 효과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

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라. 사후 관리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

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5/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 하여 부과한다.

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 평가하지

않는 제도이다.89) 원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있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

미엄 고려하여 20% 할증평가 하지만,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VI. 기업승계�관련�특례�제도의�한계

1. 개설

8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열거한 업종이다.
89)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 국세청(주 75), 6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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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

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업승계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된 것

만으로도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혜택이 실효적이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따른

사후요건 불충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승계 지원 목적 부족

우리나라는 1997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가업

상속”이라는 단어와 공제대상 금액(가업의 경우 1억원)에서 드러나는 것

처럼 소박한 의미였다.90)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각

계의 요청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기업승계 지원제도와 취지를 같이 하면

서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현재 공제대상 금액이 5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성격은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돕

는 소박한 지원에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변화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위 제도가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망각한

탓에 “세제특례”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한 감독에만 치중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승계 지원 제도는 변화된 의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3. 엄격한 요건과 실효적이지 못한 지원 내용

많은 창업주들은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지 힘들어서(40.0%)” 또는 “사후

이행 요건이 까다로워서(25.9%)”라고 답하고 있다.91)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역시 상당수 창업주들이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로는 마찬가지로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4.3%)” 또는

“사후 이행 요건이 까다로워서(13.1%)”라고 한다.92)

이처럼 현행 기업승계 관련 지원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90) 김대홍,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 법학연구 제22권 제
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309면.

91) 중소기업중앙회(주 30), 11면.
92) 중소기업중앙회(주 30),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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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도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업종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가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작위적이

다. 둘째, 사후관리요건 중 자산유지 요건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

이 된다. 셋째, 최대한도의 공제를 받기 위해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업력이 30년이 넘은 기업이 2.1%

에 불과한 현실93)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넷째,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업승계 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회사임직

원, 전문경영인 등에게 회사를 맡길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

으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혜택을 5분의 1로 줄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개인 기

업을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간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에 더 큰 혜택을 부여

하여, 기업승계 방식을 “생전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강

제하는 문제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에서 납세담보 물건에 비상장주식은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이고,

자산의 대부분이 회사의 주식인 점에서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연부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94)

4.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막는 현실적인 여건

기존 기업승계 관련 지원제도는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요건이

엄격하여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그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원 자체가 정당한가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

도 존재한다.95) 특히, 기업승계와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보

93) 중소기업중앙회(주 35), 135면. 
94) 김희선,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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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아니므로

기업 소유주 일가에게만 부여되는 특혜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자

칫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정부로서도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혜택 부

여를 꺼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95) 김순석(주 5), 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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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교법적 연구

제 1� 절� � 문제의�제기

앞서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일본 등 제조업

이 강한 나라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하고, 위 중소기업은 세대를

거쳐 기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기술력을 축적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위 국가들도 최근 기업승계가 과거보다 원활하지 못

한 상황에 처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기업과 강소기업이 많고 이들의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는지, 만약 우리

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제도와 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일본

I. 기업승계�현황

일본은 “시니세(老鋪)”96)라는 말로 대표되는 창업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곳곳에 존재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수기업을 보유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97)

일본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는데,98)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이 1995년

96) 2대 이상 대대로 번영하여 내려온 유명한 가게를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업
을 가리키며 영어로는 “Old Company”를 지칭한다.

97)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일본 3,113개사(43.2%), 독일 1,563사(21.7%), 프랑스 
331사(4.6%), 영국 315사(4.4%), 네덜란드 282사(4.0%)로 확인된다, 정후식(주 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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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에서 2015년 66세로 높아져 지난 20년간 19세가 증가하였다. 2015년

부터 2020년까지 약 30.6만 명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새로이 70세에 도달

하였고, 약 6.3만명은 75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99) 2015년을 기

준으로 기업 경영자의 평균 은퇴 연령이 68.9세이므로100), 2025년을 기준

으로 은퇴 적령기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60%인 2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01)

하지만 2007년 이후 경영자 교체 건수가 3만 5,000건에서 큰 변동이

없어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60세 이상 경영자의 50%가 폐업을

예정하고 있고, 그중 개인사업자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통상 후계자 육성기간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를 준비하고

완료하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필요하고, 경영자 평균 은퇴연령이

70세 전후임을 감안하면, 60세부터는 기업승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50% 이상이 기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70대, 80대 경영자 중에도 기업승계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02)

이처럼 장수기업으로 대표되는 일본도 최근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기업승계�관련�제도�검토

1. 개관

일본은 기업승계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

98) 박희원,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62호, 
KDB 미래전략연구소(2019), 52면

99) 中小企業庁(주 52), 17면.
100) 친족 간 경영자 교체 기준, 친족 이외의 경영자 교체 시 평균 은퇴 연령은 63.2세로 

분석하였다. 中小企業庁, 「2021年版 中小企業白書では 下巻」, 中小企業庁(2021), 
314-315면. 

101) 중소기업연구원, “일본과 독일의 중소기업 승계지원 정책과 시사점”,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제1권 제5호, 중소기업연구원(2018), 3면.

102) 中小企業庁(주 5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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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문과 비조세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조세부

문에는 2018년 법인 사업자 대상 사업승계세제 특례, 2019년 개인 사업

자 대상 사업승계세제 특례를 도입하여 사업 승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

였다. 비조세 부문 지원 시책으로는 사업승계보조금 지원이나 중소기업

성장 지원펀드 등의 금융지원 정책이 있고, 자금조달 시 신용보증제도나

특정 경영 승계 준비 시 관련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 외에

유류분에 관한 특례, 사업승계 포럼, 사업인계 지원사업 센터 등을 통하

여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2. 유류분 등 상속제도 검토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상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977년 신설된 유

류분 제도가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는 등 상속제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우리와 달리, 최근 큰 폭의 개정103)을 통해 법현실에 부합하

는 내용으로 변화되었다.104) 특히 유류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 기

존에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감쇄청구를 하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일본 개정 민법 제1046조),105) 둘째,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수

유자 또는 수증자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 그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 개정 민법 제1047조 제5항).106) 셋째, 유류분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를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

여 중 상속 개시 전 10년간 행한 것만으로 한정하였다(일본 개정 민법

제1044조 제3항).107) 이러한 변화를 통해 후계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더라도 보유 중인 주식을 상실하거나 유류분 침해액을 변제하지 못

해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

103) 일본 개정 상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이소은, “일본 개정 유류분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33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2019) ; 곽민희, “2018년 일
본 개정 상속법 개관”, 안암법학 제57호, 안암법학회(2018) 참조.

104) 이소은(주 103), 172-173면.
105) 沖野眞已・堂薗幹一郎, “［対談］相続法の改正をめぐって”, ジュリスト #1526 , 有斐閣

(2018), 31면.
106) 法務省,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 法制審議会部会資料 26-2, 8면.
  https://www.moj.go.jp/shingi1/shingi04900346.html, (2021. 11. 7. 최종방문).
107) 法務省, “民法(相続関係)部会 資料20”, 積残しの論点について(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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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법에도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를 인정하여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

들이 자발적으로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일본 개정 민법 제

1043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승계와 관련한 특례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후계자에 대한 생전증여 주식을 제외하고(‘제외합

의’,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 제4조 제1항 제2호)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사전에 고정하는 제도(‘고정합의’,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도입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해 기업승계가 지장을 받을 가

능성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기초로 유산세 방식을 더한 형태

로 법정세율을 10-55%까지 적용하는데, 혈족이 아닌 경우 상속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여 혈족에게 상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생전증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3년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생전증여시 저세율의 증여세를 납부토록 하고,

이후 상속 시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납부부담을

상속개시 시까지 이연시켜주고 있다.108)

3. 기업승계 지원 제도 검토109)

가. 2005년 사업계속펀드 조성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반정비기구(SMRJ)110)를 통해 지역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계속펀드

를 조성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5.1. 최

초 조성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조성되고 있다.

나. 2008년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기업

승계 이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8) 김희선(주 66), 9면.
109) 김대홍(주 90), 278-298면; 문은희,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583호, 국회입법조사처(2019), 2-4면; 신상철, “중소기업 사업승계 현황 및 제
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19-10, 중소기업연구원(2019), 30-36면.

110)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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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류분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합의를 통해 생전증여 주

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하고, 생전증여 주

식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할 수 있게 하여,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식가

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후계자의 경영의욕 저

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111)

둘째, 상속 등으로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회사 주식의 80%에 대하

여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112) 후계자가 상속에 의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후계자가 상

속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된 의결권 주식

총수의 2/3에 대해 80%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이

후 일정기간 고용과 경영을 지속하면 납세유예된 세액의 납부의무가 면

제된다.113)

셋째, 상속에 의해 분산된 주식 또는 영업용 자산의 매입, 상속세 납부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액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

의 대출지원을 강화했다.114)

다. 2009년 산업활력법115) 개정시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 신설

기업승계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기업승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JFC116)의 특별

대출, 중소기업투자를 육성하여 SBIC117)의 기업승계 기업 관련 주식보

유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SBIC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지분

이 분산되어 후계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낮은 경우 장기 안정주주가 되어

후계자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활력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

111) 정후식(주 27), 14면.
112) 정후식(주 27), 15면.
113) 中小企業庁, 「経営者のための 事業承継  マニュアル」, 中小企業庁(2017), 32-33면.
114) 정후식(주 27), 15면.
115) 정식 명칭은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법｣으로, 1999년 일

본경제의 장기침체극복을 목적으로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산
업 활력 재생을 위해 제정되었다.

116) Japan Finance Corporation, 2008년 일본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업이다.
117) Small and Medium Business Investment & Consultation CO., LTD.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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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업승계 시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해준다.

라.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일본 정부는 기업승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사업인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센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산업활력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

로, 승계상담, M&A 자문 및 중개 등을 담당한다.

마. 2018년 법인 사업자 대상 사업승계세제 특별조치

일본은 입법을 통해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2018년 4월 1일, 법인 사업자 대상 사업승계세제의 특별조치를 도입하였

다.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수 상

한선을 철폐하는 등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118)

구체적으로, 납부유예 비율을 80%에서 100%로, 대상자산을 비상장 중소

기업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로 제한했던 제한을 폐지했고, 사

후요건으로 상시 종업원 고용을 5년간 평균 80% 이상 유지 의무를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유예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바. 2019년 개인 사업자 대상 사업승계세제 특별조치

개인 사업자119)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때

에 과세되는 상속세ㆍ증여세가 유예ㆍ면제되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이는

법인 사업자 대상 사업승계 세제와 유사하다. 사후 관리 요건으로 상속

세의 신고기한부터 5년간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회사의 대표자 자격

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 종업원 수의 80%를 유지해야 하며, 상속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 3� 절� 독일

I. 기업승계�현황

118) 신상철(주 109), 31-32면.
119) 소규모사업자인 개인사업주에 한정함. ‘소규모사업자’는 中小企業基本法(｢중소기업특

별법｣) 제2조 제⑤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 20인 이하[상업(도·소매업)·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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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하고 작은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독일이 다른 나

라에 비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

다.

독일 중소기업 중 13.7%인 51만 1,000개의 중소기업이 향후 5년간 기

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어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중요한 과제이다.120) 2016

년 현재 중소기업 소유주 중 약 39%가 55세 이상으로 곧 은퇴와 기업승

계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고121), 향후 2년 내 독일 중소기업의 6%에 해

당하는 23만 6,000명의 중소기업 소유주가 기업승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기업승계를 원하고 있는 위 중소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6.4%인 200만 명, 8만 9,000명의 견습생 및 도제를 고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전체 매출의 7%에 해당하는 3,110억 유로의 매출을 기

록하고 있다.122) 2020년-2022년 사이에는 중소기업의 7.4%인 약 275,000

개의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소

기업 소유주의 54%가 가족에게 기업을 승계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난

30년간 기업승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같게 나타나고 있다.123)

360만개의 중소기업 중 93.6%가 가족기업이며, 매년 평균 3만개 정도가

인수인계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2년 내 승계 예정인 중소기업 중 42%가 후계자를 찾지

못하였고, 향후 3-5년 내 승계 예정인 중소기업 중 43%만이 후계자가

결정되었거나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124)

120) Rosemarie Kay, Olga Suprinovič, Nadine Schlömer-Laufen und Andreas 
Rauch, “Unternehmensnachfolgen in Deutschland 2018 bis 2022”, Daten und 
Fakten Nr. 18. Institute für Mittelstandsforschung(2018), S. 16.

121) Schwartz, Michael, “Germany‘s SMEs continue to break records – sectoral 
transformation poses new challenges”, KfW SME Panel 2017, KfW Group(2017) 
p.12.

122) 중소기업연구원(주 101), 8면.
123) 독일 중소기업연구원(Ifm-Bonn)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 중 최대 2명이 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고,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정의하고 있
다. Rosemarie Kay, Olga Suprinovič, Nadine Schlömer-Laufen und Andreas 
Rauch(주 120),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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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승계�관련�제도�검토

1. 개관

독일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활용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각각 상속

인과 수증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

준의 구간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7-50%)이 적용되고, 상속인 또는 수증

인이 친인척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지는데, 특이한 점은 우

리나라와 달리 직계비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체계를 보유하고 있

다는 점이다.125)

2. 유류분 등 상속제도 검토

독일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126) 상속인에서 제외되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127)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가 행사하는 유류

분 반환청구권은 금전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주식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28) 또한 유류분 사전 포기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129)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

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류분 반환의 대

상인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시부터 10년까지로 한정되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내의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오래될

수록 반환범위가 줄어든다.130) 이에 반하여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자

의 특별수익은 이러한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

이다.131)

124) 중소기업연구원(주 101), 9면.
125) 김희선(주 66), 8면.
126) 독일 민법 제1937조.
127) 독일 민법 제2303조.
128) 김진우, “생전 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2021), 224-225면.
129) 독일 민법 제2346조 제2항; 고상현, “독일 민법상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 

가족법연구 통권 제52호, 한국가족법학회(2015), 353면.
130) 독일민법 제2325조 제3항; 최준규(주 29), 387면. 
131) RGZ 69, 389; KG NJW 1974, 2131, Bamberger·Roth Kommentar zum BGB 

3.Aufl.(2012)/Mayer §2327 Rn.3; Staudinger Kommentar zum BGB(2006)/Olshau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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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승계 지원 제도 검토

가. 2009년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승계 지원세제

독일의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기업승계시 시가(Gemeinen Wert)가 아닌 장부가치

(Buchwert)로 기업재산에 대한 자산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

라 연부연납도 가능하였다. 그 이후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감면

대상 기업재산의 범위도 확대하였다.132)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한 위헌판결133)

2014. 12. 17.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기본적으로 헌

법에 합치되고 일자리 보장과 같은 공익으로 충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된

다고 판시하면서도, 정치하지 않게 규정한 상속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첫째, 사업무관 자

산의 경우 50%에 다다르는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도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상한액이 과도하여 위헌이며, 셋째,

근로자가 20명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임금유지 의무로부터 면책시키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134)

다. 현행 독일의 기업승계 지원세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 7월 1일에 상증

세법이 개정135)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증세법 조항 중 비과세 요건(Befreiung)에 대한 제13a조와 비과세

대상 자산(begünstigtes Vernögen)에 대한 제13b조가 개정되었다. 추가

로 상속재산가액이 2천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Großerwerb) 적용되

는 제13c조와 개별적 감면필요성 심사규정(Verschonungsbedarfsprüfung)

인 제28a조가 신설되었다.136)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규모기업의 상속세

§2327 Rn.8;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Aufl.(2013)/Lange §2327 Rn.6.
132) 서보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 가업상속공제와 회생절차를 중

심으로 - ”,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96-97면. 
133) BVerfGE 117, 1. 
134) BVerfG-Beschluss v. 17. 12. 2014, 1 BvL 21/12. BStBl. II 2015, S. 50.
135) BGBl. I S. 2464, ErbStG n.F. in der am 01.07.2016 geltenden Fassung durch 

durch Artikel 1 des ErbStRAnpG G. v. 04.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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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한, 급여총액유지 규정 개정, 기업재산과 관리자산의 개념 재정립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2천6백만 유로(한화 약 356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공제필요성 심사를 통해 상속세 감면혜택을 제공

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85%와 100% 중에서 선택 가

능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급여총액유지 의무와 관련해 의무 면

제 대상을 근로자 5명 이하인 사업체로 축소하고, 20명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선택한 공제율에 따라 급여총액유지 의무비율을 차등

해서 적용한다.137)

제 4� 절� � 비교법적�연구의�시사점

I. 기업승계�지원�제도와�관련하여

비교 대상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상속세 부과 방식이 다르고 실효세율에 차이

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등 기

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어 상속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는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즉 창업주의 사망에도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존속이

위기를 맞을 일은 없는 것이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경우 일본과 독일 모두 최대 100%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실질적이며, 우리보다 요건이 완화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창업주 등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특례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제 금액을 비율이 아닌 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업승계의 필요성

136) BVerfG, Urteil vom 17. Dezember 2014, 1 BvL 21/12, BVerfGE 138, 136 = 
NJW 2015, 303.

137) 85% 공제율 적용 시 사업승계일 이후 5년 동안 기존 총급여의 400% 이상을 유지해
야 하고, 100% 공제율 적용 시에는 사업승계일 이후 7년 동안 7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임동원, “독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KERI Brief 17-24, 한국경
제연구원(2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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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준비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상속세의 비율에

차이가 생기고, 기업의 영위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정하여 매우 이

례적인 요건이 추가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해외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제요건도 완화되어 있는 점

도 우리와 다르다 하겠다. 특히, 사후요건의 경우 최소 기업경영 기간을

독일은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짧고, 지분보유 최소 의무

기간도 독일과 일본 모두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다. 고용유지기간의

경우 2019년 법개정으로 7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본(5년)이나

독일(5년-7년)보다 엄격하다.

이처럼, 연구 대상인 국가는 중소기업의 승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고 여러 세대를 이어 기업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중소기업이 기업의 수나 종사자 수만 많은 것이 아

니라,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 강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개편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혜택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

다면 “부의 대물림”을 위한 특혜로 오인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기업승

계는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기업이

존속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영역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

가 있다.

II. 유류분�등�기존제도와�관련하여

1. 해석론과 입법론적 해결 가능성과 그 한계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인 나라들은 우리와 유사한 상속제도를 갖고 있

고, 유류분 제도 역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유류분의 사전 포기,

가액반환 가능, 반환대상인 생전증여의 기간 제한, 반환대상인 생전증여

의 가액 확정 등을 통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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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개정을 통해 유류분반환의 방법을 원물반환이 아

니라 금전반환으로 변경하고(일본 개정 민법 제1046조),138) 유류분반환청

구에 대한 지급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일본 개정 민법

제1047조 제5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산입에

관해서 상속개시 전 10년간 행해진 것만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일

본 개정 민법 제1044조 제3항 전단),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일정한 경우

에만 특별수익에 포함되도록 정하였다(일본 개정 민법 제1044조 제3항

후단).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

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후계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더라도, 일정

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졌고, 유류분을 반환하더라도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일정한 유예

기간 이후에 반환할 수 있게 되어 경영권 확보에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상속사전포기 계약을 통해 유류분권 포기의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고(독일 민법 제2346조 제2항), 유류분을 금전청구권으로 인정

하며(독일 민법 제2303조), 10년이 초과된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독일민법 제2325조 제3항 제2문), 10년 이내의 것이라도 피상

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줄이고(독일민법 제2325조 제3항

제1문), 유류분 반환의무 유예제도를 두어 반환 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 어느 나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즉 후계자가 기업의 지배권

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주식을 생전 증여나 주식으로 취득하는 데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계자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승계

대상인 기업의 주식을 후계자에게 절대적으로 몰아주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비롯된 것이고, 주식을 분할할 수 없는 이상 후계자에 대한 주식 쏠

138) 法務省(주 106), 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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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과 그로부터 배제된 상속인간의 유류분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139)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설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그 자유를 제한함으

로써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140)

2. 신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후계자가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등에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

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주식을 후계자에게 부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을 후계자에게만 집중시켜야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신탁을 활용하면, 전환기능을 통해

주식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지 않더라도 혹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충분

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후계자가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후계자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 결과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 유류분이 침해

되지 않았으므로 –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

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관하여 보다 구체

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139) 일본의 경우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전에 약 8% 기업이 상속분쟁을 경험했다고 한
다, 事業承継協議会, 相続関連事業承継法制等検討委員会 中間報告, 2007. 6., 4면,

https://www.chusho.meti.go.jp/zaimu/shoukei/2007/download/070629shokeihousei
_houkoku.pdf, (2021. 11. 7. 최종방문).

140) 최준규(주 29),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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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제 1� 절� 문제의�제기

기업승계는 창업주가 이룩한 자산을 후대에 이전한다는 사적인 영역과

국민경제의 구성원인 기업이 존속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경제 주

체들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사회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영역이

다. 같은 이유로 개인의 상속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승계를 지원

하기 위한 공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

의 민법상 재산승계제도에 의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희생과 동의 없이는

기업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자칫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141) 기업승계는 단순

히 물건의 소유권 등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

체적 법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상속이라는 법률관계뿐만 아

니라 기업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면

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신탁은 종래 민법에서 인정되던 재산승계제도보다 훨씬 다양하고 탄력

적인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

다. 기업승계에 있어서 신탁은 기존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던 문제, 특히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를 통

한 기업승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신탁의�의의와�기능

141) 종래 유류분반환 청구에 의한 주식 상실을 사후요건 미비의 예외사유로 인정했던 시
행령 규정이 개정된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를 당해서 주식을 잃게 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구 상
증세법 시행령(2016. 2. 5. 법률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었다.



- 48 -

I. 신탁의�의의

1. 신탁의 개념

신탁은 타인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기는 법률관

계이다.142) 신탁법은 이러한 신탁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

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

다(신탁법 제2조).

이에 대하여 신탁법에 대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위임, 증여 또는 부담

부증여, 임치 등 기존 제도와 유사하므로, 신탁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제도와 신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

가 있다.143) 위 견해는 신탁법이 유래한 영국144)이나 미국145)에서도 신탁

의 개념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고, 1992

년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협약』이나 1999년 제안된

『유럽신탁법원칙』에서 신탁의 특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개념

지우려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면서, 신탁의 구체적인 모습은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독립한 신탁재산이 존재하고 그 귀속주체가 수탁

자이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나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신탁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행위를 할 권능과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146)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신탁법 규정에 의하면, 신탁에

142)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2021), 4면.
143)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2016), 1면.
144) Parkinson, Patrick, “Reconceptualising the Express Trust”, Cambridge Law 

Journal, Vol.61. No.3(2002), p. 657.
145) Scott, Austin Wakeman and Fratcher, William Franklin, 「The Law of Trust

s」, 4.ed., Vol. I, Little, Brown and Company(1987), Para.2.3. 
146) 최수정(주 14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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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거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한다거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을 위하여 이전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신탁관계를 통해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수

탁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임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의 본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47)

신탁관계로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법률관계에 상

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이유에서 신탁의 성립에 관하여 많은 논의

가 있고148), 신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의제신탁, 묵시적으로

신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신탁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신탁관계를 설정할 것을

전제로 논의하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한 답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

로 한다.

요컨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

정의 재산을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신탁의 기원

신탁은 보통법과 형평법이 병존해온 영미에서 형성되었고, 재산을 제3

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재산을 수익자를 위해 보유하도록 하는 중세의

“use”에서 기원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49) 11세기부터 기본적인 형태

로 존재해 오다가 13-14세기 영국 중세시대 봉건제도 하에서 발달했는

데, 특히 12세기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장기간 전쟁에 참여하여 재산

을 맡겨둘 필요가 많아져서 왕성하게 활용되었다.150)

147)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2016), 
17-18면.

148) 오영걸, “신탁의 변용적 계수 및 그 법리적 과제들”,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101-102면 ; 허준석, “신탁 성립에 관한 연구 - 성립 요
건과 범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9), 7-8면. 

149) 이계정(주 147), 20-21면.
150) 최수정(주 143), 15-18면;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2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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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보통법의 원칙을 적용한 보통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보통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개시영장(writ)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소송개시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쉽지 않아 권리구제에 큰 흠결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형평법원은 보통법이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리

들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인정하고 이를 분리하여 그 중 일부를 가

진 사람의 권리를 물권의 일종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평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151)

신탁의 경우, 재산을 맡은 사람인 수탁자에게는 보통법상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는데 수탁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

평법원은 위탁자 내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근

거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152) 형평법원은 소유권

의 속성을 분리하여 각자를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권리다발이론에 따른

판단이 이어지면서 신탁이라는 제도까지 창설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

다.153)

이처럼 영미에서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수익

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립되어왔고, 수익자에게 일종의 소

유권(형평법상의 소유권, equitable title)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

과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임관계에 기한 고도의 충실의무는 수익자의 소

유권에 의해 강제될 수 있게 된다.

3. 우리 법체계와의 관계

영미에서의 신탁은 소유권의 내용적 분할과 그로 인한 충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하는 신임관계의 설정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154)

즉 신탁은 하나의 재산에 보통법상의 소유권(legal title, 명의자로서의 소

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equitable title,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원)155)을 중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151) Worthington, Sarah, 「Equit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2006), p.22 이하
152) 이계정(주 147), 22-25면.
153) 이계정(주 147), 22면.
154) 이계정(주 147), 36-37면.
155) 형평법상의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Worthington, Sarah, 「PROPRIETARY 

INTERESTS IN COMMERCIAL TRANSA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199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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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6) 영미법은 토지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이익인 이스테이트(estate)

개념을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므로 소유권을 다양한 관점

에서 분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157)

그런데 로마법에서 기원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①

차별성(differentiation), ② 단일성(singularity), ③ 배타성(exclusivity)을

갖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그 분할을 인정하기가 어렵다.158) 같은 이유에

서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갖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 별도의 소

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처럼, 신탁은 대륙법체계와 소유권의 개념을 달리하는 영미법에서

정립되고 발전되어온 역사적 산물이므로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159) 특히 우리가 차용

한 일본 신탁법은 위와 같은 신탁의 기원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로 기존

의 제도에 신탁을 이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탁을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으로 구성하고, 의제신탁을 부인하여 계약취소로 해결하게 하며, 수

익자의 물권적 권리를 부인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구성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0)

다만 우리나라 신탁법에서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은 신임관계에 기한

재산관리의 일환으로서 그에 따른 제한이 따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은 일부 물권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화된

채권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영미의 전통이 변형된 형태로나마 실현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

는 각 업무영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관리를 받

면 이하.
156)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7권, 한국민사법학회

(2016), 104면.
157) 이계정(주 147), 26-32면.
158) 이계정(주 156), 121면;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서, ① 관념성, ② 전면성, ③ 혼일성, ④ 탄력성, ⑤ 항구성을 특성으로 한다. 편집대표 
김용덕, 「주석 민법 [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2019), 565-567면(이계정 집필부분).

159) 이계정(주 156), 121면.
160)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2021),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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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므로 수탁자가 신임의무를 위배하거나

그로 인해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4. 우리 법체계상의 수익권

가. 수익권의 의의와 내용

수익권이 무엇인지 관하여는, 수익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총체를 수익권으로 이해하는 견해161)와 수익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제

외하고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만을 수익권으로 이해하는 견해162)가 대립

한다. 신탁법에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비용상환의무(신탁법

제46조 제4항)나 보수지급의무(신탁법 제47조 제4항)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신탁법 제46조 제4항 단서)하고 있는데, 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담

하는 의무인 비용상환의무 내지 보수지급의무가 수익권에 포함되는 것이

라면, 법문에 굳이 수익권 포기시 별도로 그 취급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는 점에서 신탁법은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 일체만을 수익권으로 이해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3) 즉 수익권은 신탁의 수익자 지위에서 누리는

권리들의 총체를 말한다.164)

수익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신탁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분

류하는 방법에 관한 견해도 다양하다.165) 신탁법에서 ‘수익채권’에 대하

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협의의 수익권으로 보고, 나머지

권리들을 광의의 수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166) 협의의 수익

권은 신탁원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본수익권,

신탁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수입수익권167),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신탁재산인도청구권을 내용

161) 최수정(주 143), 110-111면.
162) 이근영, “신탁법상 수익자의 수익권의 의의와 수익권포기–신탁법 제42조 제3항을 중

심으로”, 민사법학 제30호, 한국민사법학회(2005), 187면.
163) 이계정(주 156), 105-106면.
164) 오영걸(주 160), 285면.
16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2007), 450-452면은 주주권과 같이 자익권, 공익권으로 분

류하고, 이근영(주 162), 189-190면은 협의의 수익권과 광의의 수익권으로 분류한다. 
166) 이계정(주 156), 105면.
167) 이에 대하여는 “이익수익권”이라 표현하는 견해[오영걸(주 160), 15면], “수익수익권”

으로 표현하는 견해[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 「信託法」 제3판,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304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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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168) 광의의 수익권은 직접적으로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재산보호권과 수탁자를 감독하기 위한 수탁자감독권을 내용으로 한

다.169)

나. 수익권의 법적 성질

신탁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재산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수익권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에

앞서, 우리 신탁법에서 수익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법

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내용의 수익권까지 설계할 수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권리의 이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신탁법에 수익권과 관련하여 규정된 조문의 성질도 달

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의 신

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수익채권이라 한다(신탁

법 제62조).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고, 수익채

권은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170)

현행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를 채권으로 보는 견

해,171) 특수한 채권으로 보는 견해,172) 물권에 가깝게 강화된 채권으로

보는 견해,173) 수탁자에 대한 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물권을 동시에 가

지는 사원의 지위와 유사한 사원권으로 보는 견해174)등 여러 견해175)가

168) 이계정(주 156), 105-107면.
169) 이계정(주 156), 106-107면.
170) 최수정(주 143), 110면.
171) 오영걸(주 160), 285-288면.
172) 남동희,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사법 제15호, 사법

발전재단(2011), 132면.
173) 이연갑,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2009), 195면.
174) 이중기(주 165), 448면.
175) 그 외에도 수익권은 채권인 수익채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이고, 수익

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물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수익권의 보호를 위한 신탁법의 
정함에 따라 단순한 채권자 이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수익권의 성질을 단
편적으로 채권이나 물권, 혹은 막연히 특수한 권리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이
해할 때 신탁법상 수익권에 관한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
다[최수정(주 143),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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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한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수익권이 채권으로서의 성질

을 일부라도 가진다는데 의문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76)

다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채권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물권의 특징인

방해배제청구권177)을 인정하고 있고,178)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인

정하여179) 역시 물권의 특징인 도산 및 강제집행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권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있으면 임차

인이 방해예방 또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력한 견해도 제시

되고 있다.180) 이처럼 일정한 채권은 물권이 갖는 위와 같은 특징을 보

유할 수 있는데, 하나 이상의 물권의 특징을 보유한 채권은 물권화된 채

권으로 볼 수 있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181) 이에 의하면, 수익권은 신

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의 도산격리 효과가 인정(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2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되는 점, 신탁재산

이 공시 대상(신탁법 제4조 제1항, 제2항)인 점, 수익자에게 취소권(신탁

법 제75조)이 인정되는 점,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여

지가 있는 점 등에서 물권화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182)

생각건대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신임관계에 기

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향수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수탁자의 권리와 수

17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177) 물권적 청구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다. 편집대표 김용덕, 「주석 민법 [물권 1]」(주 158), 644면.
178)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555-556면(박

해식 집필부분).
179) 대법원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

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
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
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6.21.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법정담보물권의 성격까지 인정하고 있다.

180) 김재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431면.

181) 이계정(주 147), 143-146면.
182) 이계정(주 147), 146-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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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권이 공시되는 점 그리고 영미에서 신탁이 성립되어온 역사를 고려하

면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적인 특징을 갖는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 신탁의�기능

1. 신탁의 다양한 기능

가.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 전환기능

신탁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제도 중의 하나이다.183) 신탁

은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귀속시키고자 할 때 증여처럼 단순히 재산

권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개입시켜 제3자

에게 수익권의 형태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여할 수 있다.184) 민법에도

대리, 위임, 조합, 유언집행 등 다양한 재산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신탁은 다른 재산관리제도와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

히 이전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185) 이를 민법의 기존 제도와

구분되는 신탁의 독자성으로 보고, 신탁은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키는

형태에 ‘형식적인 재산귀속자’와 ‘실질적 이익향수자’를 구분하면서 이익

향수자(수익자)를 위하여 ‘재산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갖는다

는 견해186)가 있고, 적절한 설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익자

에게 신탁재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수익권이라는 변형된 재산상 이

익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다른 재산관리제도와 구별되는 신탁

의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전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도산격리기능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의 이전은 재산관리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신

탁법의 대원칙(이익취득금지원칙, 신탁법 제36조)187)에 따라, 수탁자는

183)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주 167), 91면.
184) 최수정(주 143), 26-27면.  
185) 이계정(주 147), 153면.
186) 四宮和夫, 新版 信託法, 有斐閣(1989), 1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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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을 수익자를 위해 보관, 관리하게 된다. 이처

럼,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온전히 이전했다는 점에서

위탁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

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도 인정되고 있다.188) 이로써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로

부터 독립성을 갖게 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

며, 수탁자 개인에 대한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신탁법 제22조), 수탁자가 파산해도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신탁법 제23조). 이를 신탁의 도산격리기능이라 한다.189) 이러한 신

탁의 도산격리기능은 재산보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 담보적 기능

신탁재산이나 그에 관한 수익권의 행사를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탁의 담보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190)

라. 재산관리기능

신탁설정으로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후에 수탁자

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면서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관리기능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191)

마.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기능

신탁은 민법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재산승계수단인 증여, 상속을

대신하여 신탁법에 의한 재산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전신탁으

187) 이계정(주 147), 153면.
188) 이계정(주 147), 152-153면.
189) 이계정(주 147), 243-244면.
190) 한민,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Business Financial Law 제5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1), 52면.
191) 오영표,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

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은행법학회(2012),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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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익권과 신탁원본까지 수익자에게 승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을 대신하여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

다.192)

2. 전환기능의 구체적인 모습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

익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수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93) 따라서 신탁

은 전환기능을 통해 재산권의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목적에 맞

게 재산권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수익권을 구성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이다.194) 전환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첫째, ① 권리자가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을 때 또는 보다 전문

적인 관리를 원할 때 제3자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권리자의

재산관리능력이나 경제적 신용, 법인격을 수탁자의 그것으로 전환하는

‘권리자 전환기능’, ② 어떠한 재산권도 신탁에 의해 신탁수익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권리로 전환되는 ‘재산권 전환기능’, ③ 재산권으로부터 받

을 이익을 신탁을 통해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미룰 수 있는 ‘시간 전환

기능’으로 분류하는 견해다.195)

둘째, ① 재산권자가 재산관리력, 경제적 신용력, 자연인성이 결여될

경우 제3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김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자 속

성의 전환기능’, ②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복수이거나 법인격 없는 단체일

경우 이를 단일주체로 하거나(혹은 반대로 단일주체를 복수로 하거나)

조정자를 창출해내는 ‘권리자 수의 전환 기능’, ③ 재산권의 이익향수 시

점을 미래로 연기시키는 ‘재산권향익의 시간적 전환 기능’, ④ 기존의 재

산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상태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재산권의 성

질과 상태의 전환 기능’으로 분류하는 견해다.196)

셋째, ① 신탁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위탁자의 의사에 구속하는 것을

192)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신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한샘,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신탁
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2021) 참조.

193) 최수정(주 143), 27면. 
194)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주 167), 91면.
195) 최수정(주 143), 28-29면.
196)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주 167), 9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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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의사동결기능, 수익자연속기능, 수탁자연속기능, 이익분배기능

으로 구성되는 ‘장기적 관리기능’, ②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괄하여 관리·운용하는 ‘재산의 집단적 관리기

능’, ③ 사익재산을 공익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익재산에서 공익재산으로

의 전환기능’, ④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동시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분별관리되는 ‘도산격리기능’으로

분류하는 견해다.197)

각 학설은 모두 신탁이 전환기능을 통해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자의

기준을 통해 분류하였다. 다만, 보다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① 법률행위 주체와 관련된 권리자의 속성 전환 기능, ② 법률행위 대상

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성질 전환 기능, ③ 법률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시

간 전환 기능으로 분류하는 첫 번째 견해에 찬동한다.

3.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의 구체적인 모습

가. 재산승계수단으로의 도입 경위

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언검인절차(probate system)198)

를 거쳐야 한다. 유언검인절차에서 유언검인법원은 유언의 유효성을 결

정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관리 감독과 분배까지 처리한다.199) 즉 원

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공적 기관이 관리하여 채권채무를 정

리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언검인 절

차는 상속재산을 배분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속재산(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의 2-4%가 비용으로 소비되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

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인이 공개되어 제3자도 법원을 통해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

197)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주 167), 94-114면.
198)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는 미국 변호사협회, 유언검인절차, 
https://www.americanbar.org/groups/real_property_trust_estate/resources/estate

_planning/the_probate_process/, (2021. 6. 18. 최종방문).
199) 김상훈, 「미국상속법」, 세창출판사(2012), 1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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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안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는 때 자기 몫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이전 받아 상속인 보호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

다.200)201)

이런 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유언검인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

대용신탁202)이 소개되었다. 노만 데이시(NORMAN F. DACEY)는 “유언

검인절차를 피하는 방법(HOW TO AVOID PROBATE!)”이라는 책을

통하여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유언검인절차 없이 상속인들이나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였다.203) 이후 유언검

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탁에 의한 재산승계가 알려져 현재 미국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재산승계가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다.204)

2) 우리나라의 경우

구 신탁법(2011. 7. 25. 개정 전)은 재산승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탁에 관하여 매우 간략한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었다.205) 영미법 개념

에 친하지 않은 우리 법체계의 특성과 신탁법상 명문규정의 부족으로 모

든 것이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은 신탁제도의 적극적

인 활용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입법자는 2012. 시행된 개정 신탁법을 통

해 재산승계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탁을 도입하면서 근거 조

항들을 신설하였다.206)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대하여,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

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

200) 미국의 상속법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
다. 캘리포니아주의 구체적인 유언검인절차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유언검인
제도,

 https://www.scscourt.org/self_help/probate/property/probate_overview.shtml#al
l, (2021. 6. 15. 최종방문).

201) 이계정(주 147), 34면.
202) 미국에서의 유언대용신탁은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을 말한다.
203) Dacey, Norman F., 「How to Avoid Probate!」, Crown Publishers(1965).
204) 이계정(주 147), 103면.
205)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206) 이화연,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과 상속 – 신탁의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활용가

능성과 유류분 반환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65집, 법원도서관(2017), 
471-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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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신탁

을 이용한 유언기능의 수행”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07)

다만, 현재 신탁법에도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하여 각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 여전히 규율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4. 전환기능을 활용한 유연한 재산승계 설계

영미에서는 신탁을 재산적 거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도산위험의 회피, 조세편의 기능, 신뢰의 체제, 신탁설계상의 유연성 등

이 거론된다.208) 같은 이유에서 신탁은 재산관리나 재산승계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신탁제도에 “위탁자의 의사존중”과 “내용상의 유연성

(flexibility in design)”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다.209) 이는 앞서 말한 신탁의 전환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제도

와 구별되는 신탁의 독자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신탁은 소유권이라는 고정된 권리를 수익권으로 전환하여 여러 명에게

나누거나(권리자의 속성 전환 기능), 여러 단계의 권리로 나누거나(신탁

재산의 성질 전환 기능), 여러 시간에 나누어 행사할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 전환 기능) 등의 유연한 모습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신탁

은 훨씬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210) 이처럼, 신탁제도는 다

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의 자산설계 및 상속

과 관련하여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제 3� 절� 유언대용신탁의�활용211)

207) 법무부(김상용 감수), 「신탁법 해설」, 법조협회(2012), 468면.
208) Langbein, John H.,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Yale L. J. (1997), 176면.
209) 정소민, “신탁의 설정에 관한 소고 – 공통참조기준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9-50면.

210)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2006), 566면 ; 
정한샘(주 192), 47면. 

211) 신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승계 내지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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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산승계�수단으로�활용될�수� 있는�신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신탁법 제3조제1항1호), 위탁자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신탁법 제3조제1항3호) 또는 위탁자의 유언(신탁법 제3조제1항2호)

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때 유언의 방식을 사용하면 유언신탁, 나머지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하면 유언대용신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언신탁

은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만 유언으

로 정할 수 있는 점,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한 현재 대법원 입장에 의할

때 피상속인의 진의가 확인되어도 요건에 반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 유언의 효력 내지 집행에 관한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언상속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고, 신탁선언에 의한 유

언대용신탁은 사후수탁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등의 불편함이 있어 상속의 수단인 신탁은 주로 신탁계약에 의한 유언대

용신탁이 이용되고 있다.

II. 유언대용신탁의�설정�

신탁계약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으로 체결되므로, 유언과 달리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철회가 불가능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종료

할 수 있다(신탁법 제99조 제1항). 일단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고

(신탁법 제88조 제1항), 특약이 있으면 위탁자 단독으로 신탁내용을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하다(신탁법 제88조 제1항 단서). 한편, 신탁의 수익자는

탁으로 최근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사업신탁도 그 중 하나이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
법은 신탁법과 달리 사업신탁을 허용하지 않으며(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본고의 
주된 목적은 신탁을 통한 기업승계를 위한 유류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므
로 사업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사업신탁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이영경, “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
위논문(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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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신탁법 제59조 제1항),

특약을 통해 위탁자가 단독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정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단서).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주도하여 신탁내용을 계속해서 다듬

고 수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처분의지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거액을 상속받을 경우 수익자의 학습의

욕, 근로의욕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입학을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 학위취득, 취업(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을 조건으로 정

할 수도 있다), 결혼, 자녀 출산 등을 조건으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

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수익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금액(예컨대, 수익자의 전년도 소득의 30%)을 수익액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마이클잭슨은 1995. 11. 1. “Michael Jackson Family Trust”를

설정하고 2002. 3. 2. 최종 수정을 마쳐 무려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치밀

하게 신탁을 설계했고, 자신의 재산처분 의지를 사후에도 철저하게 관철

시켰다.212) 마이클잭슨 신탁은 성공적이고 전형적인 유언대용신탁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마이클잭슨 신탁은 생전에는 본인이, 본인이 사망하거나 불능의 상태

가 되는 경우 오랜시간 함께 일해 온 변호사, 회계사, 음악감독이 공동으

로 수탁자가 되고, 본인, 자선단체, 어머니 캐서린, 자녀들이 수익자가 되

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위 신탁으로 인한 수익은 본인의 생전에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본인 사망 시에는 상속재산의 20%는 어린이 자선단

체에 기부하고, 상속세, 병원비, 장례비, 변호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상

속재산의 50%는 어머니 캐서린 잭슨을 위해 ‘캐서린 잭슨 신탁’213)으로

분리 운영하며, 잔여 상속재산은 변호사와 음악감독이 공동 수탁자가 되

212) lexisnexis, “An In Depth Review of Michael Jackson's Trust”, (2010. 6. 3.), 
https://www.lexisnexis.com/legalnewsroom/estate-elder/b/estate-elder-blog/posts/an

-in-depth-review-of-michael-jackson-s-trust-part-1 (2021. 11. 1. 최종방문).
213) 캐서린 잭슨 신탁은 어머니를 수익자로 정해서 그녀가 평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사망 후에는 자신의 자녀 3명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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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이클 잭슨 자녀신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이클 잭슨 자녀신탁’은 신탁재산을 세 자녀에게 1/3씩 동등하게 분

배하되, 자녀들은 21세가 되어야 상속재산의 운용 수익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신탁 원본은 각 자녀의 30세 생일에 1/3,

35세 생일에 남은 잔액의 1/2, 40세 생일에 잔액 전부를 지급하며, 30세

이전이라도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머니 캐서린 잭슨의 동의와 수탁자들의 판단으로 신탁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인 사망시 어머니, 자녀 또는 후손이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에

는 20%의 자선 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 재산은 조카 3명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그 지급방식은 ‘마이클 잭슨 자녀신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이처럼 마이클 잭슨 신탁은 상속인들이 처하게 될 여러 상황을 반영하

고 마이클 잭슨의 사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려하여 무려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밀하게 설계되었다. 마이클 잭슨은 그로부터 7년 후

급서하였는데, 상속설계에 관하여는 최선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

에 최소한 상속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매우 평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처분 의지

를 사후에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II. 유언대용신탁의�장점

1. 개설

종래 민법상 재산승계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고 불안정한 법률상태가 유지되며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재산

승계제도가 갖는 대부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장점

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위탁자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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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상의 유연성

신탁은 위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행태로 신탁을 설계할 수 있

는 설계상의 유연성이 확보된다. 다른 재산승계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인

전환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탁은 유언과 달리 재산이전의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온전하게 반영하여 위탁자의 사후에

도 자신의 재산처분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죽은 자의 지배, dead hands

control)이 가능하다. 예컨대 상속인 별로 재산의 이전시기와 비율을 달

리 정할 수 있고, 대학입학, 공직진출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차등화 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보호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유언이나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

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재산이 이전

된다.214) 이때 미성년자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낭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도 재산이 한번에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

리, 운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피상속

인이 희망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될 위험에 노출

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앞서 마이클잭슨 신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상속재산의 이전 시기와 액수를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누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에 유리하다.

4. 가치상속의 실현

가치상속이 가능하다.215) 유언은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것은 유언장에

남기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사후 매장장소나 매장

방법에 관한 것을 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216)

214) 민법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73조).
215) 이계정,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서울대

학교 법학 제61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105면.
216)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유체·유

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의 본체가 되는 것이므
로, 유체·유골도 재사용재산에 포함되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 소유권에 기
하여 유체·유골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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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익자가 수익을

얻는 것과 연결하여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준수하도록 정할 수 있으

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가치상속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재

산승계를 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피상속인이 희망하

는 가치의 준수를 재산승계의 조건으로 정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상속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5. 분쟁의 예방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으로 인해 유언

장의 효력,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사례에서 유언자의 진의에 부합함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217)

또한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 그것이 최후에 작성된 것인지 확

인되기 전에는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대부분 변호사 또는 신탁업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게 되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특약으

로 사후 1차 수익자 중 생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신탁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특약에 반하여 위탁자

가 사후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218) 유언대용신탁이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될 경우 계약

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219)

한편, 유언장이 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예금 지급, 등기 이전 등을 위해

결국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속재산 이전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두면, 수탁자가 집

행자로서 직접 상속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

의절차 없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이 가능하여 유언 집행 과

21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218)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상고기
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19)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법학연구 60,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9. 8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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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6. 후계형 유증의 실현

후계형 유증은 어떤 사람에게 귀속된 유증재산이 일정 기간 후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게 하는 취지의 유증이다.220) 이러한 취지의 유증에 대

해서는 유언은 즉시적 처분의 색채가 강하여 물권법정주의와 상속질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어왔고,221) 그것의 유효성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런데 신탁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222)함으로써 그

에 관한 학설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223) 따라서 유언대용신탁

의 내용에 제1수익자가 사망하면 제2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도록

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반영하면 후계형 유증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224)

7. 소결 - 기업승계에 있어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장점

앞서 살펴본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승계에 있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① 위탁

자인 창업주의 주식을 수탁자가 보유하므로 당해주식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② 창업주가 생존해있는 동안 수익자를 창업주로 하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③ 창업

주의 급서가 발생하더라도 공백 없이 신속하게 후계자에게로 경영권 이

전이 가능하고, ④ 유언이 아니므로 후계자 지정의 효력 둘러싼 다툼을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25)

IV. 유언과의�관계

220) 권재문, “부동산의 후계유증에 대한 재평가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가등기의 활용 가
능성”,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한국법학원(2015), 336면. 

221) 최수정(주 210), 588면 ;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가족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2009), 110-111면. 

222)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3) 이화연(주 206), 485-486면.
224) 이계정(주 215), 107면.
225) 권종호,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방안”,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 한국비

교사법학회(2011), 1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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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가. 상속재산 분배의 확실성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에게 주식을 유증

하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언제든 이를 철회할 수 있어 피상속

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후계자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일방적인 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후계자는 위 계약의 성립으로 확정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나. 상속재산 분배의 신속성

유언은 유언집행자가 취임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시간이 소요되고226), 유언집행자가 전문가가 아닌 가족

인 경우가 많아 더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언대용신

탁은 이미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수익자에게

배분될 수 있다.227)

다. 상속 관련 분쟁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 최후의 유언인지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므로

그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수탁자가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

을 이전받기 때문에 중복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이 존재하기 어려워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문제될 여지가 적다.

라. 상속설계의 유연성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내용만 유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내용으로라도 설계가 가능하

226) 유언집행절차는 ① 집행자취임 및 상속인⋅수유자에 대한 집행자취임통지, ② 유언장
의 공개, ③ 재산목록의 작성, ④ 유언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집행완료시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27) 통상 금융자산은 사망일로부터 1일, 부동산은 사망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배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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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해 무한한 설계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마. 재산보호 및 관리

유언은 유언 대상인 재산에 관하여 유언자의 생전에는 유언자가, 유언

자의 사후에는 수유자가 이를 관리해야할 부담이 있다. 제3자를 통한 관

리가 가능하나, 이는 유언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야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탁자가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바. 상속재산의 이전시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상속재산이 이전된다.228) 관련하여

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229) 이에 반하여 유언대용신탁은 신탁행위로 상

속재산의 이전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위탁자의 사정이나 수익자

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 2차 상속 가능성

현행법상 유언에 의한 후계형 유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한 경우 유증받은 수유자가 사망하면, 유언자

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상속재산은 수유자의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분

배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1차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 2차 수익자가

누가될 지를 미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1차 수익자가 얻게 되는 수익

은 1차 수익자의 상속관계와 무관하게 2차 수익자에게 이전되게 된다.

2. 유언과의 우선순위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

요가 있다. 이 문제는 민법상 상속제도와 신탁법상 상속제도의 우열 문

제가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경우

를 본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230) 유언

228)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
229)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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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으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민

법 제1109조)231) 유언자가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종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만이

유효하게 된다.

다음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를 본

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로 이전하므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신탁재산은 유언자의 소유가 아닌 상태가 된다. 그

런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으므로(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232), 다른 내용의 유언은 유언의 목적

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

당하여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만

효력이 인정된다.

결국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대용신탁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 4� 절� 유언대용신탁과�유류분과의�관계�검토

I. 문제의�소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230)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31)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32) 민법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
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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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민법 제1112조), 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

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

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233)

현행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반사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약이 유언대용신탁에도 적용되는지 만약 적

용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유언

대용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신탁하기만 하면 유류분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므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에 방안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유류분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

던 재산(상속재산)과 증여된 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

유라는 점에서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것을 증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은 피

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수익권은 피상속인이 생존 당시 이행된

것이 아니라 사망하면서 비로소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34)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 문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하급판결의 시사점과 주의할 점을 살펴본

후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233) 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7헌바144 결정.
234) 안성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신탁연구 

제3권 1호, 한국신탁학회, 2021, 184-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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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설의�논의

1. 긍정설

다수설은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즉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

(신탁원본) 또는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수익권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만, 신탁재산과 수익권 중 어느 재산이 반환대상이 되는

지, 그것이 상속재산으로서 반환대상이 되는지 증여로서 반환대상이 되

는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한다.

첫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반환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위탁자

는 언제라도 신탁을 종료하고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복귀시킬 수 있

어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235)

둘째, 신탁재산이 증여로서 반환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신

탁재산이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

만, 수탁자를 제3자로 보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유언대용신탁이 이루어졌

거나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신탁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

이다.236)

셋째, 수익권이 상속재산으로서 반환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신탁재산

은 이미 수탁자의 소유로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지만, 유

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은 수익권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이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237)

넷째, 수익권이 증여로서 반환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수익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실질관계가 상속인이 수익

권 상당의 증여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238)

235) 정소민(주 219), 226면 이하.
236)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제2판, 박영사(2016), 267면 ; 이화연(주 206), 497

면.
237) 엄복현, “신탁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가

족법의 최신동향’ 자료집, 한국가족법학회(2018), 90면.
238) 이계정(주 147), 324-325면; 정구태,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 유류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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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설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이미 수탁자에

게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없고, 민법 제1113조에서 말하

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이행된 것이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증여로도 볼 수 없

다는 것이다.239)

3. 검토

학설의 논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수익권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실질관계를

기존 법체계에 존재해온 특정한 법형식으로 정확하게 포섭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이는 소유권의 개념을 달리하는 영미법계에서 발전해온 신탁

이 대륙법계 체계인 우리 법체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법체계정합성

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앞서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탁의 역사나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교적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만드는 부정설에는 찬성하기 어렵고, 유언대용신탁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긍정설 중에서

도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반환대상이 된다는 입장이 가장 법률행

위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근거는 별도의 항으로 후술하겠

다.

III. 하급심�판결의�분석

1. 문제점

최근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를 전면적으

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제9권 제1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2018), 661면.
239) 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

회(2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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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룬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하급심 판결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이 설정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

시하였고, 일정한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위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위 판결의 시사점과 주의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판시내용

가. 1심 판결240)

1심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원고들에 대한 금전 채권 1억 1,000만원만 있다고 인정하

고, 망인의 생전 증여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및 현금 4억 300만원, 원

고 1에 대하여 부동산 및 현금 3억 800만원, 원고 2에 대하여 부동산 및

2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Ÿ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피고와 대습상속인인 원고 1, 2, 3

만 있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둘(피대습자 포함)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Ÿ 피상속인은 2014. 4. 29. H은행과 금전 3억 및 3개 부동산을 신탁

재산으로 하여 생전수익자 피상속인, 사후 수익자를 피고로 신탁을

설정하였다.

Ÿ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4. 4. 30. H은행 명의로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은 2017. 11. 11. 사망하였다.

Ÿ 사망 당시 원고들에 대한 금전채권 1억 1,000만원 이외에 유증이

나 상속채무 부존재하였다.

Ÿ 피고는 2017. 11. 23.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고, 2018. 4. 30. 현금 3억원을 인출하였다.

Ÿ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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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억 8,200만원, 원고 3에 대하여 부동산 및 현금 6억 1,100만원 상

당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4. 4. 29. H은행과 생전수익자를 피상속인, 사후수익자를 피고

로 설정한 신탁재산(금전 3억원 및 3개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인 증

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위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은,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

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41)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H은행에 이전되어 대내

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H은행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신탁재산

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14, 1113

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

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

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

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

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

지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

시된 2017. 11. 11.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수탁자인 H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

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H은행에 귀속되어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

241) 이 부분은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위 쟁점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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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데,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1114, 1113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

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

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1114조에 포섭되

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수

탁자인 H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

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1114조에 따라 산입

될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은 각 원고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였다.

나. 항소심 판결242)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문구만 수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

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이 사건 신탁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경우와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

유류분액을 계산한 다음, 어떤 경우에도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

을 초과하고 있어 유류분 침해가 없다고 하며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이 유

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위와 같은 접근은 항소심 법원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242)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선고 2020나113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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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만 하고,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 판단은 대법원

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4. 판결의 배경

판결문에 현출되지는 않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대습상속인인 원고

들의 피상속인과 피고에 대한 폭행, 협박 전과가 제출되는 등 원고들의

패륜적인 행동이 드러났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내면서 유언대용신탁

된 재산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유류분침해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유언대용신탁의 설정 과

정에서 H은행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내지 신

탁원본 이외에 수익권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하급심 판결에서는 현재 학계에

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논점을 검토한 후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243)한 것이 아니라 변론주의의 한계에

따라 일부 쟁점에 한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5. 하급심 판결의 시사점과 주의점

가. 시사점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산정에 있어

신탁원본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

를 수탁자로 하고 유류분침해에 대한 쌍방의 고의가 없으면 설정 후 1년

이 경과한 유언대용신탁은 이후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유류

분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나. 주의점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하급심 판결이 법원의 입장을 대변한

다거나 앞으로도 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첫째, 위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이므

로 언제든지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둘째, 본 사건에 특유한

243) 하급심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나, 제3자에 대한 증
여이므로 1년이 경과한 이상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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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패륜 내지 상당한 특별수익에 따른 권리구제 필요성 부존재 사

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 판결에서는 변론주의에 따른 한계로

인해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과의 관계에서 현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이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유류분침해에 대한 고의,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은 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이었

다.

현재 하급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유류분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 사망으로 수익권 취득)가 아

니라 같은 항 제2호(피상속인 생전에 수익권 취득) 방식의 유언대용신탁

을 설정하면 상속인에 대한 수익권의 생전증여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

IV. 검토

1. 비교법적 접근

가. 미국

미국의 상속법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으로 정하는데, 신탁재산과 유

류분의 관계도 주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보통법상의

부부재산제도를 취하고 있는 주 중 조지아 주를 제외한 주는 선택분

(elective share, 우리나라의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사한 제도)이라는 이름

으로 생존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244) 위와 같이 배우자의 선

택분을 인정하는 주 중 여러 주에서는 배우자의 선택분의 청구 대상에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 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한 제도)

된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다.245) Uniform Probate Code (1969 UPC),

244) 윤진수,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33권 제1
호, 한국가족법학회(2019), 35면.

245) 정한샘(주 192), 218-219면 ; 플로리다, 아이오와, 메인주, 메사츄세츠, 미주리, 뉴저
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등 9개 주가 신탁에 유류분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nouye, Alex S. and Rizzo, Elisa Shevlin, “SURVIVING 
SPOUSE’S RIGHTS TO SHARE IN DECEASED SPOUSE’S ESTATE”, The 
American College of Trust and Estate Counsel(2021),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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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Trust Code (UTC)를 통해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에 철회가

능신탁된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고, 여러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나. 유럽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 제10장 제2:402조에서 신탁에 대한

상속법의 우선 적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246) 따라서 신탁재산과 유류

분의 관계에서 유류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

다. 시사점

미국, 유럽은 일정한 경우에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각국의 상황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교법적 검토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신탁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존재하던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신탁의 역사를 고려한 접근

일본의 경우 1910년 신탁이 도입된 이후 신탁업은 고리대금업으로 흥

행하였고, 신탁은 부정적이고 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247)

미국에서 신탁이 활용된 것도 유언검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

다.248) 신탁은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대륙법계 체계에 정확하게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함과 동시에 기존

https://www.actec.org/assets/1/6/Surviving_Spouse%e2%80%99s_Rights_to_Share
_in_Deceased_Spouse%e2%80%99s_Estate.pdf?hssc=1, (2021. 12. 1. 최종방문)

246) 정한샘(주 192), 220면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X. – 
2:402: Priority of rules of succession law Where the trust is to take effect on 
the truster’s death, the trust is subject to the prior application of those 
rules of succession law which determine:

(a) how the deceased’s estate is to be disposed of in satisfaction of the funeral 
costs and debts of the deceased; and

(b) (i) whether the truster was free to dispose of any part of the fund, (ii) 
whether any person has a claim in respect of any part of the fund by 
reason of a family or other connection to the deceased, and (iii) how such 
claims are to be satisfied.

247)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주 167), 18-20면.
248) 이계정(주 147),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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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오용되어 온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

다.

하지만 신탁은 영국이 전세계에 기여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될 정도

로 우수하고 유망한 제도이며, 경직된 법체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

선한 바람이다. 따라서 신탁이 기교적인 법형식으로 기존 제도를 잠탈한

다는 인식을 주기 보다는 영미법에서 기원한 신탁이 대륙법계인 우리나

라 법체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양 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신탁

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유언대용신탁의 목적과 실질을 인정하고 수요자들이

신탁을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존 법체계에서의 접근

신탁은 영미법의 산물로서 대륙법체계가 강조하는 소유권의 완전성 개

념,249) 물권법정주의,250) 물권과 채권의 준별251)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질적인 제도에 해당한다.252) 따라서 신탁을 대륙법계체계와 최대한 조

화롭게 해석하면서 신탁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여 신탁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새로운 물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당장에

는 어려우므로 물권법정주의 등 기존의 법체계와 법형식에 기초한 이해

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재산처분의 법형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속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249)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은 물론 점유·보전·관리·개발 등의 인간이 물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내용으로 한다. 편집대표 김용덕, 「주석 민법 [물권 1]」(주 
158), 558면.

250)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① 법률이 정한 것과 다른 
물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② 법률이 정한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대표 김용덕, 「주석 민법 [물권 1]」(주 
158), 169-170면.

251) 물권이 채권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강행규정성, 고유성을 들 수 있다. 편
집대표 김용덕, 「주석 민법 [물권 1]」(주 158), 5-6면.

252) 이계정(주 147),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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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대상인 증여는 본래적인 의미의 증여 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상 처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행한

유상행위나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무상의 채무면제, 담보의 제공 등

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253) 하지만, 신탁설정에 따라 신탁재산(신탁

원본)이 제3자인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을 그것의 무상성에만 집중하여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자체의 증여로 평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재산이

전의 실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률행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준은 “당

사자의 의사”에 있다.254)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으로서 쌍방 당사자

의 의사가 합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하다. 계약에서 현출된 쌍방

의 의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증

여한다는 의사가 아니다.255) 위 법률행위는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수익권

을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실질은 피상속

인인 위탁자가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수익권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부

여한 데에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증여는 법적으로 증여로 인정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부의 이전이 있다면 모

두 포함될 수 있다.256) 따라서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상속인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실제로 상속인은 그

와 같은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은 수익권 가치 상당의 이

익을 얻은 것이므로,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과의 관계에서 상속인에 대

한 수익권 상당의 증여로서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수익권을 취득한 것을 어떤 법형식으로 포섭할 수

253)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에 한하지 않
고, 증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포기, 무상의 채무면제, 무상의 인정, 물적 담
보 제공,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편집대
표 민유숙, 「주석 민법 [상속]」(주 50), 716면.

254)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225-226면(백태승 
집필부분).

255) 상속개시 직후 신탁원본을 수익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신탁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
사는 더욱 분명해 보인다.

256) 임채웅,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사법, 통권 41호, 사법발전재단(2017),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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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기존의 법체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포섭이 쉽

지 않음은 인정한다. 다만, 현행 법체계의 법형식으로도 심각한 왜곡 없

이 포섭이 가능할 여지는 있다.

부정설이 지적하고 있듯 대법원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상

속개시 전에 모두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257)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유

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에 포섭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취득한 이익이 유류분반

환대상이 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중 어떤 법형식

에 포섭되는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단

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는 신탁의 설정 및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수익권

의 수증자(수유자)인 상속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 이후이

지만, 피상속인이 증여(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이행할 의무는 수탁자에 대

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이미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증여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수익권을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4. 관련 문제

가. 반환청구의 상대방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수익권을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

여로 보게 될 경우, 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반환의

대상이 된다.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결국 수익자이므

257)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
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
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
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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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58)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항상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만을 고집한다

면, 유류분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

재산의 가치가 수익권의 가치보다 클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무상으로 신

탁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점과 같은 유류분의 확보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익권의 기초가 되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259)

이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이지만, 수익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탁자를 그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게

된다.

나. 반환방법

상속인이 취득한 수익권은 상속개시시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시를 기준

으로 가치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113조 제2항260)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

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다.261)

그 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

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액반

환을 인정하고 있다.262)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류분의 부족을 초래한 유증이나 증여의 목적인 재산 자체가 반환의 대

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익권 자체가 된다.263)

258) 최준규, “유류분과 신탁”, 사법 1(34), 사법발전재단(2015), 268면.
259) 최수정(주 143), 517면.
260)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

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261) 이계정(주 147), 326면.
26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263) 이계정(주 147), 327-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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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된 경우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

은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증여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탁과 우리

법체계가 갖는 이질성으로 인해 그 형식을 정확하게 포섭하기 어려운 난

점이 있지만, 그 실질에 주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신탁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입법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는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199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264)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결국 유언대용신탁 된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

로, 기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반

환청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업승계 과정

에서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익권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 5� 절� 유언대용신탁을�통한�수익권�설계

I. 전환기능을�활용한�수익권의�설계

신탁은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에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

익자는 위와 같은 신탁행위로 인해 수탁자에게 이익을 요구할 권리, 즉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보유하

고 있던 재산권은 신탁이라는 과정을 거쳐 신탁의 목적에 따라 다른 내

용 내지 성질로 전환된 “수익권”이라는 형태로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다.265)

264) 2020. 9. 10.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가, 2020. 1. 28 서울중앙지
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가 각각 헌법재판소에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65) 박철영, “소수점 주식 거래를 위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용”, 신탁연구 제3권 1호, 
신탁법학회(20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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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재산권이 소유권일 경우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소유권의

절대성, 배타성을 인정하고 일물일권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 하

에서 1개의 물건을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여러 명에게 귀속시키

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유자가 물건을 신탁하고, 여러 수익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을 구

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수익권을 설계하여 부여하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애초에 의도했던 법률효과도 얻을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

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주식 신탁의 방안에 관하

여 살펴본다.

II. 수익권을�활용한�주식의�상대적�분리

1. 주식의 개념과 불가분성

주식이라는 용어는 자본구성의 단위가 되는 자본형성의 기초로서의 주

식을 의미하는 경우로 쓰이며,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특히 주주권을

의미하는 경우로도 쓰인다.266) 이 밖에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식이라 할 여지도 있으나, 상법은 이것을 주권이라 한다(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등).

주식은 균일의 비율적 단위이므로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다시 세분화

하거나(액면분할) 또는 그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를 분해하여(권리분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주식불가분의 원

칙).267) 예외적으로,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

한 주식의 배정 등에서 1주에 못 미치는 단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

에게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266) 편집대표 정동윤, 「주석 상법 – 회사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309면(권종호 집
필부분),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사원(주주)의 지위를 말한다는 견해로, 한국상
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홍문사(2019), 431면(손영화 집필부분).

267) 편집대표 정동윤, 「주석 상법 – 회사법」(주 266),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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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기능의 상대적 분리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수익권은 채권의 일종이므로, 물권법정주의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

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268) 이때 신탁의 전환기능이 핵심적인 역

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식을 주주로서의 의결권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 수익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전자는 수탁자가 주식의 명의자로서 행사하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를 지시하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 형태로, 후자는 수탁

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하게 될 수익을 분배받는 배당이익 수령

권 형태로 각각 분리하여 수익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가 가지는 보통법상 소유권과 수익자가 가지는

형평법상 소유권으로 구분했던 것처럼, 주식도 결과적으로 그 이익을 향

유할 권리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로 구분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주

식 자체를 두 가지 권리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식으로부터 발생

하는 여러 권리 내지 권능을 수탁자에 대한 대인적 권리 형태의 수익권

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주식은 여전히 하나이지만, 수익자들은

주식의 권능 중 일부를 각자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관념적 분리가 가

능해진 것이다.

III. 구체적인�유형�검토

1. 유언대용신탁 계약의 내용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창업주가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위탁자는 창업주, 수탁

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상속인들, 신탁재산은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승계대상 회사의 주식이 될 것이다(주식 이외에 사업과 무관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 역시 포함시킬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의 가치를 높일

268) 채권은 그 내용이 확정가능하고, 실현가능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적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편집대표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총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15면(제철웅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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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수익권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신탁에서 수익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신탁의 실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탁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신탁법에 정해진 분류는 아니지만, 신탁의

수익권을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 등으로 나누어 수익자별로 귀속시키

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원본과 수익권에 관하여

명문으로 자세한 규정269)을 두고 있다.270) 일본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271)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때,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원본

수익권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인도청구권과

함께 후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272) 그리고 주주에게 부여되는 배당금

을 수령할 권한을 수입수익권의 내용으로 설정하여 후계자가 아닌 상속

인에게 귀속시켜 유류분 침해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

2. 주식 신탁의 유형273)

가. 일체형

위탁자인 창업주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본수익권, 수입수익권

그리고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인도청구권을 모두 갖는 수익자가 되고, 사

망 또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후계자가 수

익자가 되는 내용으로 수익권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274) 일체형 유언

269) Principal and Income Act (2000)는 약 48개 주에서 채택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거쳐 개정되었다.

https://www.uniformlaws.org/committees/community-home?CommunityKey=b20aa
74e-cae7-4557-b93b-a4b416c17407, (2021. 11. 10. 최종방문).

270) Robert L. Mennel, Sherri L. Burr(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박영사(2011), 
320-322면. 

271) 아라이 마코토 저/안성포 역(주 167), 239면.
272) 김순석(주 5), 376면에서는 원본수익권의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의 부여와 신

탁종료 시에 있어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의 지정을 설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권
종호(주 225), 1357면에서는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로 자익권이 중심인 경제적인 권리를 
표창한 수익수익권과 의결권지시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적인 권
리를 표창한 원본수익권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73) 이에 대하여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분하는 견해[권종호(주 225), 1354-1359면]와 제
1유형과 제2유형으로 구분하는 견해[김순석(주 5), 374-376면]가 있으나, 수익권의 분
리 귀속 여부가 두 유형의 핵심적인 지표이므로 본고에서는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하
였다. 

274) 김순석(주 5), 374-375면; 권종호(주 225), 1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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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되더라도 창업주는 여전히 기업에 대하

여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후계자에 대한 기업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275)

나. 분리형

창업주에게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일체형과 같은 방식으로

한 명의 상속인에게만 수익권을 분배하면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수익권을 분배하면 주식이 분산·산일되므로 후계자

가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수익권의 내용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상속인에게 부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본적인 구조와 수익권의 내용은 일체형과 동일하게

정하되, 창업주가 사망 또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이

후의 수익권을 후계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나머

지 상속인들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276) 즉 후계자에게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포함하는 원본수입권과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인도

청구할 권리를,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배당이익 수령권을 포함하는 수입

수익권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때 후계자는 전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취득하므로 창업주가 갖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유

지할 수 있고, 원본수익권 내지 신탁재산인도청구권에 의해 신탁이 종료

할 때 주식 자체를 취득함으로써 기업승계를 완성할 수 있다. 나머지 상

속인들은 배당이익 수령권을 포함하는 수입수익권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기업주식 중 경제적인 권리에 상당하는 가치를 취득하게 된다. 상속재산

중 주식이 갖는 비율이나 각 수익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각 수익권의 분

배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75)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탄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2009), 139면.
276) 김순석(주 5), 375-376면; 권종호(주 225), 1357-1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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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창업주의 상속재산 중 주식의 비율이 절대적이라 하더라

도 모든 상속인들이 수익권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

으므로 유류분 분쟁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후계자가 주식 자체

를 상속받았다면, 후계자는 –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 하에서는 – 유류분 분쟁 발생시 최소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합계액 상당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기업에 대한 지배력에 큰 타

격이 불가피하지만, 분리형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수익권을 받게 될 경

우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지배권이 상실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다.

3. 소결

주식을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배당이익 수령권을 표창하는 수익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전환한 것은 신탁재산의 성질 전환 기능이 구현된 것이

다. 또한 1개의 주식을 위와 같은 내용의 수익권으로 전환한 후 서로 다

른 주체에게 귀속시킨 것은 권리자 속성 전환 기능이 발현된 결과로 볼

것이다. 나아가 후계자가 창업주의 사망 시가 아니라 신탁이 종료할 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업승계를 완성하는 것은 신탁의 시간 전환 기능

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신탁의 고유한 전환 기능을 통해 주식을

여러 상속인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수익권을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 등으로 나누더라도 신탁관계의 내

부에서 각각의 권리를 복수의 수익자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며, 기업과

의 관계에서 주주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이며, 해당 기업이 수탁자를 주주

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것은 수탁자이고, 이익배당도 수탁자가 수령하게 된다. 다

만, 신탁계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수탁자는 원본수익권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신탁재산인 주식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을 수입수익

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IV. 수익자연속신탁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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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을 타인

이 순차로 취득하도록 신탁행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신탁법 제60

조). 민법상 재산승계제도인 증여, 유언 등으로 재산이 승계된 경우 재산

을 승계한 자가 사망하면, 승계된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이로써 상속된 재산은 대를 거듭할수록 분산·산일된다. 하지만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은 수익자의 사망

에 따른 상속관계와 무관하게 위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를 순차로 미리 지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 방안

유언대용신탁과 조합시킨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후계자가 사망할 경우 후계자가 보

유했던 수익권을 누가 취득할 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후계자

가 사망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인도청구권

이 새롭게 지정된 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기업승계 절차는 안정적으로 진

행될 수 있다. 만약 수익자연속신탁이 없는 상황에서 후계자가 사망한다

면, 후계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수익권이 분배되고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의결권 행사의 내용이 달라져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기업승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수익자연

속신탁을 통해 창업주는 후계자의 유고시까지 대비하여 기업승계를 준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들이 사망

할 경우 후계자가 해당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

면, 종래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분리, 분산시켰던 수입수익권을 후

계자에게 복귀시켜 보다 완전한 기업승계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3. 수익자연속신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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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창업주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세대의 후계자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변수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후계자로 지목되

지 않은 상속인을 배려하기 위한 수입수익권을 해당 상속인 사후에는 후

계자에게 집중시켜 완전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면, 창업주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배력

은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게 되고, 기업승계 절차도 보

다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제 6� 절� 소결론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위탁자인 창업주가 오

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와 함께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익권을 설정하

고 이를 각 상속인에게 분리하여 귀속시킴으로서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

들이 후계자의 기업 지배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상속재산

을 분배받게 하여 유류분 문제로 인한 불안도 해소된다. 즉 후계자가 아

닌 나머지 상속인들은 애초에 유류분을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

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후계자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

환을 구할지에 관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후계자가 미리 확정되어 안정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한다면, 가업승계

공제 제도 등 세제지원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시

간을 두고 경영수업을 받은 후계자로의 점진적인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

다. 한편, 창업주 생전에 수익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한 범위에 한해서는

신탁된 주식은 창업주로부터의 독립성도 인정되므로, 창업주에게 발생한

여러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의 상속제

도와의 관계,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준비 등의 관점에서 매우 실효적이



- 91 -

도고 적절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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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현행법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및 입법론

제 1� 절� 문제의�제기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되더라도,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문제될 수 있다. 영미법에서 기원한 신탁은

대륙법체계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임의로 포섭시키는데 한계

가 있고, 이 때문에 신탁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속제도에 혼란을 가

중시키거나 금지사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 하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신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양 제도가 충돌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277)

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다소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과

감하게 신탁을 도입하여 거래현실과 외국 입법례 등을 반영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연한 태도는 법체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

이지만, 기존 체계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현실은 입법으로 해

결되기 전까지 해석론으로 이를 먼저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수반한다.278)

다만, 신탁은 영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며 검증된 우수하고 유

망한 제도로서 경직된 우리 법체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므로, 기존 제도와 친하지 않은

신탁이 기교적인 법형식으로 기존 제도를 잠탈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양 제도의 원만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주식�수익권�이분화와�현행�법체계와의�정합성�검토

277) 최수정(주 210), 584-585면.
278) 최준규(주 258),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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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식�불가분의�원칙과의�관계

1. 문제점

주식은 이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단위 이하로 쪼갤 수는 없고,279) 주

식은 균일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세분화하거나 주식이 표창

하는 권리를 분해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

다(주식불가분의 원칙).280) 그런데 신탁을 통한 기업승계를 하면서 유류

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상대적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사

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분리형 유언대용신탁에

서 논했던 원본수익권의 대상인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수입수익권의 대

상인 배당이익 수령권 등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것

이 상법상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

지 문제된다.

2. 학설의 입장

가. 무효설

분리형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하려면 ① 회사법상 주식을 자익권과 공

익권으로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② 회사법상

의결권만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①은 주식불가분의 원칙

에 따라 불가능하고, ②는 의결권은 채권이 아니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분리형 유언대용신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한 주식신탁도 의결권만의 양도가 가능함

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281)

나. 유효설

분리형 유언대용신탁에서 원본수익권의 대상인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수입수익권의 대상인 배당이익 수령권 등으로 분할하는 것은 주식을 분

할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의 수익권을 분할하는 것이고, 기업의 주주는

279) 손영화(주 266), 690면. 
280) 손영화(주 266), 832면. 
281) 권종호(주 225), 1369-1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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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이며 수탁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주식불가분의 원칙 등 회사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282)

후계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은 의결권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

을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지시에 의해 주주인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

하게 되므로 의결권이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형식측면

에서 신탁의 수익권을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으로 분할하여 신탁을 설

정하는 것은 현행 회사법 아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283)

3. 검토

회사법상 주식을 단위보다 작게 분할하거나 그 권능을 분리하여 양도

하는 것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리형 유언대

용신탁의 경우 주식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수탁자에게 귀속되

어 있고, 그 권한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 즉 이 경우 주식

이 단위보다 작게 분할되거나 그 권능이 분리되어 행사되지 않는다.

수익권의 내용, 기간, 조건여부 등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고284) 수익

권은 수익자가 신탁재산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개인적인 편익

으로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285) 따라서 의결권 행사 지시권 자체에 경제

적 가치가 있는 이상, 이를 수익권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굳이 금지할

이유는 없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주식에 관한 구체적 수익권을 분리하

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286)

분리형 유언대용신탁에서 후계자와 나머지 수익자가 각각 의결권 행사

와 배당수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주식을 분리한 결과가 아니라

신탁의 효과일 뿐이다. 즉 신탁의 전환기능에 따라 주식을 수익권으로

변환하고, 수익권의 내용을 주식의 권능을 어떤 내용으로 행사할 것인지

282) 井上聰, “最近の新しい信託取引の動向について”, 信託 第242号, (社)信託協会(2010), 
162-163면.

283) 노혁준･김지평, “주식신탁의 활용방안 연구(법무부 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2015), 122-123면.; 김순석(주 5), 376-377면.

284) 법무부(김상용 감수)(주 207), 461면.
285) 법무부(김상용 감수)(주 207), 461면
286) 실제로 일본의 Daiwa 증권 홈페이지를 보면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배당금 수령권을 

분리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위한 신탁상품이 설명되고 있다.
(https://www.daiwa.jp/houjin/management/jishakabu.html#an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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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결과인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지시는 신탁사무 처리방법에 관한 내부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러한 지시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결국 분리

형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되더라도 주식의 의결권과 수익권이 분리되는 것

은 아니므로, 유효설이 타당하다.

II. 의결권�행사�지시권�인정�가부

1. 문제점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

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신탁법 제31조 본문). 이때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신

탁법 제32조, 제33조). 따라서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도 신

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므로,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2. 신탁법상 수탁자의 경우

가. 쟁점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신탁법 제33조) 이는 수탁자의 신탁재

산에 대한 권리취득 금지(신탁법 제34조)와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신

탁법 제36조)를 포함한다.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수익자 내지 신탁목적만

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87) 즉

수탁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

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

탁자가 누군가로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아 행사한다면,

수탁자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287) 최수정(주 143),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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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288)

나. 충실의무와의 문제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신탁법 제31

조 단서),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창업주인 위탁자나 후계자인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수익자 내지 신탁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289)

따라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 수동신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처분할 권리, 의무

를 갖지 않는 신탁을 수동신탁이라 한다.290) 주식신탁에서 수탁자의 의

결권 행사가 수익자의 지시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를

수동신탁으로 포섭할 여지가 있다.

수동신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수탁자에 대한 권한 제한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 신탁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제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291) 수탁자가 직접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나, 수익자 등이 행하는 각종의 행위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 것은 신탁법상 효력이 없다는 견해,292) 수탁자의 권

한이 제한되는 신탁으로서 내부관계의 채권적인 제한을 이유로 신탁법상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293) 수동신탁을 수탁자가 단지 신탁

재산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될 뿐이고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을 할

의무가 없는 신탁으로 정의하고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294) 등

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동신탁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288) 노혁준･김지평(주 283), 63-65면.
289) 김상훈(주 239), 28면; 노혁준･김지평(주 283), 65면.
290) 임채웅, “수동신탁 및 수탁자의 권한제한에 관한 연구”, 법조 제614호, 2007, 17면. 
291) 이계정(주 147), 164면.
292) 이재욱･이상호,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38면 이하.
293) 임채웅(주 290), 25-28면.
294) 김진우, “신탁재산의 특수성”, 법조 통권 553호, 법조협회(2002),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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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였다.295) 위 판결이 수동신탁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는 견해

가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유력하다. 첫째, 수탁자가 대내외적

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신탁의 기본원리를 설명한 것일 뿐, 위 판

결에 의하더라도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채권적인 제약을 부담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296) 둘째, 위 판결은 신

탁의 본질 중 ‘수탁자 앞으로의 신탁재산 이전’이라는 요소에 반하는 내

용의 신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수동신탁의 효력에 관한 선례

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297) 셋째, 실무에서 위탁자 내지 수익자의 승낙

이 있어야만 수탁자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위탁자 내지

수익자가 주도적으로 분양업무,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

을 보관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298) 사정을 고려하면, 위 판결을 수동신탁을 금지하

는 취지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견해299)다.

생각건대 수탁자가 의결권 행사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처분할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 수동신탁

으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수동신탁으로 보더라도, 기업승계에

있어 창업주나 후계자가 가진 기업 경영의 노하우 내지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기업승계라는 신탁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정당한

295) 대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
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
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
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고 판시하였다. 

296) 임채웅(주 290), 29-32면.
297) 이계정(주 147), 162-163면.
29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6993(본소), 7002(반소) 판결.
299) 노혁준･김지평(주 283),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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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으므로 수동신탁을 이유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라. 소결

신탁법상 수탁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인정

하더라도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 지시는 수탁자에 대한 대내적 업무처리방식일 뿐이므로 대외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처럼 대내적 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 채

권적인 효력을 갖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만

들어 낸 것은 수익권의 성질이나 신탁설계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그 효

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3.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경우

가. 쟁점

자본시장법은 신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

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자인 수탁자가 당사자인 신탁계약은 자본

시장법에서 정한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신

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신탁업자는 수익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 위 규정을 추가로 둔 취지를 고

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주식신탁을

설정하면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의 입장

1) 유효설

유효설은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33조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제112조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우회행위만 금지하고 있

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은 강행규정인 반면, 그 반대해석으로 제1항은 신

탁법 제33조와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신탁법상

수탁자와 동일하게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 99 -

다.300)

2) 무효설

무효설은 자본시장법 제112조가 탈법적인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주식

신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112조 제1항은 은행들이

신탁을 통한 자금유치의 반대급부로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던 관

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자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적 연혁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87조는 집합투자업

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고 그 해석상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자본시장법 제112조는 위 제87조를 차용하여 개정된

조항이므로 마찬가지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배제하고 신탁업자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한다고 한다.301)

다. 실무의 현황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들은 현재도 주식신탁 상품을 판매하

고 있다. 위 주식신탁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신탁의 목적이 기업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의결권 행사 지시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거래 실무를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신탁 상품

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회사는 주식신탁 계약서에 ‘위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합의에 의한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302)

300) 김상훈(주 239), 28면.
301) 노혁준･김지평(주 283), 66-68면.
302) 이에 대하여 각 증권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밑줄 – 필자). ① KB증권주식회

사 “제9조(의결권의 행사등) 을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유상주식의 청약, 신주인
수권 및 전환권 등 특별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갑 및 수익자의 사전 합의에 의한 지
시에 따르기로 하되, 그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을이 결
정하여 행사한다.”,② 교보증권 주식회사, “제9조 (의결권의 행사) 신탁재산 중의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기로 한다.”, ③ 미래에셋대우, 
“제10조 (의결권의 행사 등)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탁
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기로 하되, 위탁자의 서면
에 의한 지시가 해당 주주총회의 5영업일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충
실하게 행사하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장소가 특별히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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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래 실무에서는 이미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 널리 활용되고 있

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들은 대부분 주식이 신탁된 회

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회

사의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풍부한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라. 검토

신탁법상 수탁자와 자본시장법상 수탁자는 신탁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

와 신탁법의 특칙인 자본시장법에 제112조 제1항의 충실의무가 추가로

규정되었다는 것 이외에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위 두 가지 차

이가 신탁법상 수탁자와 자본시장법상 수탁자를 달리 취급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신탁법상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도 인

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수탁자에게 부여되는 충실의무의 내용이 수탁자가 그것을 업으

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본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수

탁자가 수탁자 내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수탁자가 그

것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은 명확

하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이 자본시장법상 신탁관계와 신탁

법상 신탁관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지 살펴본다.

부정설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이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을 차

용했는데, 제87조 제1항이 지시권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제87조 제1항은 “신탁관계”를 규율하

는 규정이 아니고, 집합투자업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의

운용지시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정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사전 통지하기로 한다.”, ④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제12조(의결권의 행사) 신탁재산 중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을은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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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투자하는 업을 수행하기 때

문에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집합투자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하지만 주식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권

한은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고(신탁법 제31조 단서), 충실의

무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자나 수익

자의 지시를 받는 것을 주식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특히, 기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오히려 위탁자나 수익자의

의결권 행사 지시를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

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다른 상황에 해당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의 문언자체를 두고 의결권 행사 지시

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 조문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

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

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법상의

충실의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문언이 -

전혀 다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의 그것을

차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법문상 명백하지도 않은 이유로 기왕에 체결

된 계약의 효력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

이 든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주식신탁이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는 등 탈법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

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 행사 지시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의 부여” 자체를 원칙적으

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법상의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

도 허용된다고 본다. 부정설도 현행법상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

서도 법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안하고 있다.303)

303) 노혁준･김지평(주 283), 68-69면에서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업법이나 신탁법 제5조(목적의 제한),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금지) 등에 근거하여 효력을 부인하여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102 -

III. 수익자들�상호간,� 수탁자의�공평의무와의�관계

1. 문제점

분리형 주식신탁의 경우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여받은 수익자와 배

당이익 수령권을 부여받은 수익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

우, 의결권 행사의 지시를 통하여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결

권 행사를 할 위험성이 있다.304) 예컨대, 배당가능 이익이 충분함에도 배

당하지 않고, 이를 임원보수 형태로 이사만 수령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수탁자가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배당이익 수령권

을 부여받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시권 행사로 인해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수익자나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수익자의 책임 여부

가. 쟁점

수익자가 신탁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사

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이

나 손해에 대한 상환의무(신탁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탁자에게 부담하는 보수지급의무(신탁법 제47조 제4항)에 한정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 지시의 당부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본다.

나. 학설의 논의

일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책임을 추

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05) 이에 의하면, 지시권 행사의 결과가 지

304) 白井正和, “信託を用いた株式の議決権と経済的な持分の分離”, 信託法硏究 第39号, 
信託法学会(2014), 81면.

305) 中田直茂, “指図権と信託”, 信託法制の展望, 新井誠･神田秀樹･木南 敦 編, 日本評論
社(2011), 4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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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 이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신탁행위의 해석으로서 지시

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신탁행위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지시자가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지시자는 나머지

수익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신탁법 제32의 준용 또는 유추

적용), 충실의무에 관한 신탁법의 규정 중 적어도 일반적 충실의무(제33

조)는 지시자에게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위탁

자(내지 수익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지시자가 신인의무(선관주

의의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는 지시자의 취임승낙이라는 지시자의

의사적 관여에 둔다.

다. 검토

만약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수익자에게 신인의무가 인정되면, 나머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는 의결권 행사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 지시에 의해

서 신탁재산인 주식의 가치가 손상될 경우, 수탁자 또는 이익을 침해당

한 수익자는 신탁법 제43조 또는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지시자에 대하

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수익자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권에 법률과 계약에

서 부과되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를 해석론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무리

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행사

한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다.

다만,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다른 상속인의 수익권

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에 따라 책임

을 추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통설306)과 판례307)는 제3자 채권침해가

306) 일반불법행위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고의”에 의하여, 법규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본
다.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1998), 332면;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2009), 
233-234면;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2006), 68면.

307) 대법원은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
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라고 하면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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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내지 해의 등의 주관적 요소와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의 객관적 요소가 함께 요구된다는 입장이다.308) 만약 의결권

행사 지시가 기업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권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그러한 지시가 기업승계와 무

관하게 오로지 나머지 수익자가 배당받는 것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나머지 수익자의 수익권을 침해할 해의가 인정될 수 있고,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으로서 그 보호의 정도가 강화되므로 의결권 행

사를 지시한 수익자에게 제3자 채권침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309)

한편, 실제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여받은 후계자는 회사의 임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그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 지시에 따라 발

생한 회사 내지 주주의 손해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대표이사 내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회

사법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3. 수탁자의 책임 여부

가. 쟁점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

무를 처리할 공평의무가 있다(신탁법 제35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

가 없는 한 수탁자의 의무는 차등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수익자에게 대

하여 공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310)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의결권

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마찬가지로 일반불법행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308) 강혜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제95호, 한국민사법학회
(2021), 231면.

309) 다만 신탁 계약서에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 포함된 수익권을 배당 수령권을 포함한 수
익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행사할 때 배당 수령
권의 가치를 고려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침해의 고의 내지 해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1순위 수익자의 경우 그로 인해 후순위 우선수익자
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순위 우선수
익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특정 후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
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310) 최수정(주 143),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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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경우 수탁자에게 공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나. 학설의 논의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보유한 수익자의 지시

에 따른 것이지만, 수탁자는 공평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지시가 타당

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위반 여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311) 특히 신탁의 목적이 기업승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후계자가 아닌 나머지 수익자의 이익도 배려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수탁자는 신탁목적

에 비추어 지시자의 재량을 존중하면서 지시권이 부여된 취지와 목적에

서 명백하게 일탈한 지시가 있는지를 체크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공평의무는 모든 수익자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들 각각의 이익에 대하여 적절하게 배

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평의무 위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 자체가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를 검토하면 충분하다는 견해

가 주장되고 있다.312)

다. 관련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 소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1순위 또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가 임의로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에 모두 충당한 사례에서, 다수 부동산의 처분순서 및 처분대금의 채무

변제 충당금액에 따라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탁자에게 2순위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

다).313)

311) 中田直茂, “指図者を利用した場合の受託者責任(上)”, 金融法務事情 第1859号, 一般
社団法人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9), 34면.

312) 이계정(주 215),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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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

앞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에게는 일정한 경우 수익자 상호간

에 형평을 유지할 공평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때 수

탁자에게 부과되는 공평의무는 1순위 수익자와 2순위 수익자 사이의 형

평을 유지할 공평의무가 아니라 동순위 수익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할 공

평의무다.

따라서 신탁계약서에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과

배당이익 수령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

계자와 나머지 상속인 상호간에 공평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어진다. 즉

신탁법은 수탁자의 공평의무도 신탁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는데(신탁법 제35조 단서),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은 후계자에 대한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계자가 갖는 수익권이 나머지 상

속인에 대한 수익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신탁계약서에 규정하면, 양자

간에 공평의무가 문제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에서도 “신탁계약이 항상 동일한 내용으로 정해

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상이한 내용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점

을 고려하면 공평의무가 '수탁자는 모든 수익자를 항상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질

적으로 수익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314)고 판시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순

위가 다른 수익자 상호간의 공평의무는 문제될 여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

다.

IV. 입법론

31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314)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 2010나52999(반소) 판결, 위 판

결은 상고 기각으로 2014. 2. 27.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 
판결). 대법원에서는 공평의무에 관한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으나, 구체
적인 법리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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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주식에 대한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비율

가. 쟁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 위 조문은 기업승계를 위한 신탁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

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언 상 모든 신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승계를 위한 신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창업주가 기업승계

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수익권으로 하는 주식신탁을 하더라도,

회사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의결권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통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검토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하나의 수탁자가 하나의 법인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

에 의하더라도 창업주가 여러 수탁자에게 분할하여 주식을 15% 이하로

신탁한 경우에는 모든 신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주식 60%를 보유한 창업주가 4개의 신탁업자인 수탁자에

게 15%씩 주식을 신탁하는 내용으로 분리형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

한다면, 수탁자들은 각자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보유한 수익자는

60%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15)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는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주식의 의결

권을 임의로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되는데,316)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은 위탁자 내지 수익자의 지시를 받아 의

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

315) 이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해석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가능하다.
316) 오영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과 실무상 쟁점”, 신탁연구 제2권 2호, 한국신탁학회

(2021),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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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불비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주식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업자이더라

도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가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의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제외하

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317)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상 수탁제한 관련

가. 쟁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318)

과 『은행법』제37조319)는 각각 금융기관과 은행의 다른회사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탁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에 해당하고 은행인 경우도 많은데, 유언대용신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수탁제한 및 은행법 제37조에 의한 수탁제

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나. 금융위원회 회신

1) 금산법 제24조 제1항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 제1

항의 승인을 받야 하는 것이지만 위탁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금

산법 제24조 제1항의 승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320) 즉 금

317) 권종호(주 225), 1372면.
318)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
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19)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

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320)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유언대용신탁 관련 수탁제한과 의결권 제한 사항 적용 여

부 법령해석 요청”,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 (2021. 11. 19.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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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의 조화로운 해석, 타 법령 입법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감독규정』등)를 감안하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유”의 주체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에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유”의 주체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이므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소

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탁자가 되더라도, 이는 위 규정

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삼은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은행법』 제37조 제1항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은행의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100분의 15 초과 소유 여부 계산 시 유언대

용신탁 등으로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는 지분증권은 계산에서 제외

된다고 답하였다.321) 『은행법』제37조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35조

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등)과는 달리 신탁계정 포함여

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고, 『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취지는 은행

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제한하는 것인데, 은행이 위탁자인 고객의 지시에

의하여 이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것은 은행

의 자회사 지배목적 주식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탁자가 될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100분의 15 이상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검토

금융위원회의 회신으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 두 가지 제한이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법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수범자로서는

입법이 없는 이상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회신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

321) 금융규제민원포털(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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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업승계�지원�제도와의�정합성�검토

I. 가업상속공제�제도와의�관계

1.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0(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을 신탁할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수

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는 상황이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감면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기업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동기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2. 일본의 사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수년 전에 일본에

서 소개되었고, 현재도 여러 신탁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322)

그런데 위 신탁 상품 안내 페이지에는 위 신탁 상품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323) 일본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여부는 기업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주식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현재 일본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가 크게 활성화되지

322) Mizuho 신탁은행, https://www.mizuho-tb.co.jp/souzoku/jigyoushoukei.html, 
Daiwa 증권, https://www.daiwa.jp/houjin/management/jishakabu.html, (2021. 11. 

5. 최종방문). 
323) 信託協会, 事業承継信託,
https://www.shintaku-kyokai.or.jp/products/individual/assetsuccession/business_

succession.html, (2021. 11. 5. 최종방문).



- 111 -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의 사전 포기, 유류분 반환 대상 증여의

가액산정 기준시기 확정, 유류분의 가액 반환 허용, 유류분 반환 시기 유

예 등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후계자를 배려한 정책이 충분한 상황이

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식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의 적용 필요성도 부각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세법은 다른 법률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고, 실질과세

원칙과 도관이론에 따르는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신탁을 통해 주식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사법상의 효과이나, 앞서 검토한 기업승

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

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를 경우 세법상의 소유자는 위

탁자로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324), 세법상의 특례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위와 같은 세법상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 신

탁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관하

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

유자라는 이유로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사전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

석하였다.325) 금융위원회의 위와 같은 해석도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가 생존해 있는 경우 세법상으로 위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24)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325) 금융규제민원포털(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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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요건 중 상속인 1인이 주식을 취득해야 한

다는 요건도 앞서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2016. 2. 법률개정으로 삭제

되었으므로 더 이상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후 관리 요건으로 후계

자인 상속인이 7년 동안 주식을 처분하면 안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하여는 동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후계자인 상속인이 취득

한 수익권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II. 주식�증여�과세특례�제도와의�관계

주식 증여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수증자와 증여자 요건에 동일한 문제

가 있다. 이에 대하여도 주식의 승계가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도 주식 증여 과세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상증세법상

신탁수익을 실지급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신탁재산

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326) 현실을 고려하면, 과세 특례의 적용에 있어

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주식을 수익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후요건에 주식의 처분이 아니라 수익권의 처분도 제한하는 취지를 보

충하여 입법하면 될 것이다.

III. 입법론

엄청난 세율을 자랑하는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 기업을 승계하려는 창

업주나 후계자 등 관계자는 특히 세금 문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승계를 준비할 때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적

용을 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 의하면, 신탁을 이용한 기업승계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326)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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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신탁을 기업승계 지원 특례 대상에서 배제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법의 불비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만약 신탁을 이용한 기업승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기업승계 지

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창업주

나 후계자들은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이

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도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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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우리나라가 기업을 승계하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받는 데에는 기업승계

를 개인자산의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당한 과세를 가하는 과세제

도와 더불어 후계자에게 기업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것조

차 어렵게 하는 유류분 등 기존 상속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기업이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상속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을 승계할 후계자를 정하고 그에게 기업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이

전시키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승계의 전제이

자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신탁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기존 상속제도와 관련해 발

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특히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여 후계자에게 기업

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신

탁의 전환기능을 통해 종래 대륙법체계에서 불가능했던 소유권(기업승계

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대적 분리 및 귀속을 실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

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분리하여 귀속시킴

으로써, 후계자는 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나머지 상속인

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창업주의 상속재산

을 안분하여, 기업승계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

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후계자는 기업승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등 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고, 이로써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기업승계지원 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탁은 그 태생적인 차이로 인해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 법제도와 부

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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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정합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탁을 이용하여 기업승계를 진행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한 결과, 신탁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기업승계를 위해 모순없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주식 불가분의 원칙의 경우 분리형 유언대용신탁에서 후계자와 나

머지 상속인이 각각 의결권 행사와 배당수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은 주식을 분리한 결과가 아니라 신탁의 효과일 뿐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둘째, 의결권행사 지시권은 신탁행위로 유보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신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현행법체계 하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셋째, 의결권행사 지시에 따른 의결권행사로 인해 나머지 수익자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익자는 공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공평의무는 동순위 수익자 사이의 형평을 유

지할 의무이므로 신탁설정시 의결권 행사 지시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신탁은 시나브로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보고 규율하면서 과잉 규제 내지 입

법 불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신탁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

로 인해 해당 규정이 예정한 규제대상이 아님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등으로 신탁업이 활성화되는데 여러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승계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최근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실효성

을 높이고 있지만,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예상하지 못한 탓에 신탁

을 한 경우에 각 지원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

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입법의 공백은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이들

에게 세제혜택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뼈아픈 실책이다.

신탁은 경직되어 있던 기존 법체계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 줄 수 있

는 검증된 제도이지만, 영미법에서 기원한 신탁을 대륙법에 기초한 기존

법체계만으로 온전히 설명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을 기교

적으로 이용해서 신탁을 기존 법체계를 잠탈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무리

한 해석론은 지양되어야 하며, 신탁이 우리 법체계에 연착륙하여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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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법체계와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궁

극적으로 법현실과 법률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도

록 조속한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의

무궁한 가능성과 다양한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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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ifficult country in

corporate succession. In South Korea, inheritance tax rate for

corporate succession is levied up to 50% on the amount exceeding 3

billion won, just alike that of general inheritance. Not only the

personal assets owned by the business owner, but also the value of

stocks secure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hat is the value

of the company, are subject to inheritance and gift tax. Corporate

succession goes together with private realm and social realm. Priviate

realm is for transferring the assets achieved by the business owner

to future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realm is for

surviving, maintaining employment and tpromotes stable growth with

other organically connected economic actors. For the same reas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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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public support to facilitate corporate succession along with

the problem of personal inheritance arises at the same time.

Looking at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here the corporate

succession is proceeded stably, it is confirmed that they are actively

supporting corporate succession, such as reducing or exempting

inheritance tax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succession.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ax system and is preparing various measures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but the benefits are only premised on corporate

succession, with thorough preparation. Therefore, it is a prerequisite

and a necessary condition for successful corporate succession to

determine a successor to succeed the company and to transfer the

control or management right of the company to him/her stably.

However, according to the existing property succession system under

the Civil Law, it is difficult to proceed with the business succession

without the sacrifice and consent of other heirs due to a claim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as a result, there is a high risk

of not receiving the benefits from the system designed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A trust can realize the wishes of the decedent concretely and

continuously in a much more diverse and flexible way than the

property succession system recognized in the conventional Civil law.

In this paper, utilizing such a trust,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can be solved in corporate

succession, and the concrete plan was sought. Specifically, the

business owner sets up a living trust to set the right to instruct the

trustee to exercise voting rights as the content of the original

beneficiary right, and the right to request the successor to recei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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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come right including the right to exercise voting rights and

the right to deliver the remaining property when the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In this case, the non-successor will inherit the right to

beneficiary, so there will be n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In other words, by trusting stocks through the living trust and

transferring the beneficiary rights separately, the two goals of

corporate succession and satisfaction of non-successor can be

achieved at once. In this way, when a successor is designated and

the control and management rights are transferred, the successor can

do everything he can to prepare for various problems such as

inheritance tax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corporate succession,

thereby supporting various corporate succession proposals by the

government. It may open the way to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trusts are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is the continental law system, due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system

in order to fully utilize them. As a result of examin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carrying out corporate succession

utilizing a trust, it was confirmed that trust can be utilized without

contradic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eve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as the Capital Market Act regulates the trust

business as a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re are

problems due to excessive regulation or insufficient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rules on whether each support is applicable

in each case is not clear. As this is a major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trust business, prompt supplementary legislation

is need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legal practice and the law.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infinite possibilities and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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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trusts will be realiz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rporate succession.

Keywords : living trust, corporate successio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forced

share), the rights of direc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inheritance tax relief for business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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