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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特別限定承認의 規定이 遡及適用되어야 하는 範圍*
1)― 헌법재판소

**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1) ―
***

尹 眞 秀

[事件의 槪要]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 헌가22, 97 헌가2 ․3 ․9, 96 헌바81, 98 헌바

24 25 (병합) 결정2)은 당시의 민법 제1026 조 제2 호3)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2002. 1. 14. 법률 제6591 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정을 되살리고, 제1019 조 제3 항을 신설하여 이른바 특
별한정승인제도4)를 창설하였으나, 부칙 제3 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상속의 개시가
있는 상속인 중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소급하여 할 수 있는 자를 1998 년 5 월 27
일부터 이 법 시행(2002. 1. 14.)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
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4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이 글은 2004. 7. 19.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헌법재판소공보 제89호(2004. 2. 20), 221면 이하.
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339면 이하.
3)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일반적으로 제101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사건 결정이나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91 결정도 특별한
정승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한정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자도 있다.
李祥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있어 신고기간(고려기간)의 기산점”,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下), 裁判資料 제102집, 2003,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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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
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
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3항 2002. 1.
14. 신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신설)
부칙(2002. 1. 14.) ③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
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결정은 1 건의 법원의 위헌제청 및 3 건의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 항
에 의한 헌법소원이 병합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각 사건의 당해사건인
민사사건은 모두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인
인 피고들이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위 각 사건에서 피고들의 피상
속인이 사망한 것은 1998. 5. 27. 전이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채무) 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게 된 것은 이 이후였기 때문에 부칙 제3
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1. 多數意見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

452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450∼486

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관하여 위 부칙 3 항이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이 일자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상속인
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민법 부칙 제3 항 본문 중 “1998 년 5 월 27 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
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8. 8. 27.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입법자는 2002. 1. 14. 구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상속채무초
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이하 이
신설조항에 의거하여,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
라 한다), 이렇게 신설한 조항의 효력은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발생하고 소급적용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위 결정시부터 개정민법 시행 사이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부칙 제3 항을 두었다.

나. 위 부칙 제3 항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규율할 필요성에 따른 특별한정
승인의 경과조치이므로, 위와 같은 법의 공백시기의 상속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
민법 시행 후와 동일한 요건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규율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이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 결정 당시 이미 상속법률관
계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또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확정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정 이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와 같
은 법적 공백에 직면하게 된 상속인뿐만 아니라, 위 결정 당시 이미 구 민법규정
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었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정민법 시행 후와
동일하게 3 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인까지 위 경과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우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가 보면, 특
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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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기간 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
부 등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의 여부 그 자체
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 구제수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위 결정 전에 이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다
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의 입법취지에
도 어긋난다.
다음으로 ‘1998. 5. 27.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합리
적인가 보면, 청구인들과 같이 위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
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차이로 인하여 위 결정 당시 구 민법규정에 의하여 이
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는지의 여부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위 결정 당시 상속법률
관계가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또는 그 의사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상속인을 특별한정승인의 소급
적용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서로 동일한 대상을 달
리 취급하는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위 상속인을 제외함으
로써, 위 상속인은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받게 되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위 결정
은 “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하여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
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상
속인을 제외한 것은 그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

마.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까지 알고도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
순승인 의제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또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위 결정 당시 이
미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어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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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인에 대하여
까지 개정민법 시행 후 3 월 내에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의 범위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
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소급입법으로써 박탈한다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
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
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이고, 위 조항의 위헌성은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에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
을 안 상속인을 포함하지 않은 차별의 점에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없고,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입법개
선을 통하여서만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식적 존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입법자는 위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
도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 위헌적 상태를 제거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용기관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절차를 중지하
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김영일 재판관의 反對意見
김영일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두 가지 점에 관한 것이다.
그 하나는 1998. 5. 27.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를 안 상속인에 대하여도 구 민법조항에 의하여 과도하게 재산권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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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치권을 침해받은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종전 불
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상 적정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차별 취급하였으므로 헌법 제11 조 제1 항의 평등원
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문의 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불합치결
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이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1998 년

5 월 27 일부터 이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외에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중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 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
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 제1019 조 제3 항의 소급적
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硏究]
1. 序論
상속재산 가운데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 상속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
하여는 종래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5)이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던 민법개정안은 현행 제

1019 조 제3 항을 신설하여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하였는데, 그 이후의 논의는 주로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어느 범위 내에
서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2. 1. 14. 위 민
법 제1019 조 제3 항이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3 항은 그 소급적용되는 범위를 제한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이 부칙 제3 항이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
고한 것이다.
필자는 이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
다.6) 그러나 이 사건 다수의견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필자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
가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아 음미하여 보고자 한다.
5) 위 註2) 참조.
6) 尹眞秀, “相續의 單純承認 擬制規定에 대한 憲法不合致 決定의 遡及效가 미치는 範
圍”, 家族法硏究 제16권 2호(2002), 26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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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從來의 論議
가. 憲法不合致決定 이전의 논의7)
민법 제1019 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제1 항),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 항). 그리고 당시의 제

1026 조 제2 호는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
인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3 월의 考慮期間 내지 熟慮期間의 기산
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이는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
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포기제도
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었다.8) 따라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
었음은 알았으나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음은 알지 못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위 고려기간을 경과하여
버린 사람은, 나중에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가지고서도 상속채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해석론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인 사실을 아는 외에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9) 다른 또 하나의 견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고
려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 등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의하여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

7) 이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것은 尹眞秀, “相續債務를 뒤늦게 발견한 相續人의 保護”,
서울대학교 法學 제38권 3․4호, 1997, 192면 이하 참조.
8) 大判 1969. 4. 22., 69다232(集 17권 2집 민54면); 大決 84. 8. 23., 84스17-25(公
1984, 1723); 86. 4. 22., 86스10(公 1986, 872); 88. 8. 25., 86스10, 11, 12, 13(公
1988, 1240); 91. 6. 11., 91스1(公 1991, 1925) 등. 상세한 판례에 대하여는 尹眞秀(註
7), 192면 이하 참조.
9) 孫智烈, “民法 第1019條 1項의 考慮期間의 起算點”, 民事判例硏究 Ⅹ, 1988, 237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는 郭潤直, 相續法, 1997, 298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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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때에는, 錯誤를 이유로 위 법정단순승인을 취소하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판례
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개인적 사유재산의 승계라는 근대적 상속제도 아래
에서는 한정승인이 가장 합리적인 상속형태이며, 이를 상속의 원칙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른바 限定承認本則論)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11)

나. 憲法不合致決定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
건에서 각급 법원이 위 민법 제1026 조 제2 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재
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

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12)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
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
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 조
제2 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
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
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
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적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속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을 신뢰하여 그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보고서 거래한 것이지, 그의 사망 후 상속

10) 尹眞秀(註7), 210면 이하 참조.
11) 郭潤直(註9), 315면; 金疇洙, 親族․相續法, 第5全訂版, 1998, 574면 등.
12) 위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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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채무를 승계할 것까지를 기대하고서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
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
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
은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인 피해의 최소성, 공공필요와 침해되는 상속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
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
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재산권을 보
장한 헌법 제23 조 제1 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 조에 위반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고,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법적 혼란의 회피 등을 이유로 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1999. 12. 31.까지 개정
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13)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제1019 조 제1 항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킨 점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원래 고려기간을 도과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이행하
여야 하는 것은 제1026 조 제2 호 때문이라기보다는 민법 제1019 조 제1 항 때문이
고, 따라서 문제는 위 제1019 조 제1 항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는 것이지, 제1026 조 제2
호가 위 고려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4)
좀더 설명하자면 원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민법 제1005 조), 다만 상속인이 제1019 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

13) 상세한 것은 尹眞秀, “相續의 單純承認 擬制規定에 대한 憲法不合致 決定의 문제점”,
憲法論叢 제11집, 2000, 183면 이하 참조.
14) 같은 취지, 郭宗勳, “法定單純承認 規定 憲法不合致決定의 問題點”, 法律新聞 2001. 6.
25, 12면 참조.

2004. 9.]

特別限定承認의 規定이 遡及適用되어야 하는 範圍

459

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게 되지만, 민법 제1019 조 제1 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게 되
어 상속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단순승인은 그 자
체가 채무의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더 이상 포기
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15)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채무를 확정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은 민법 제1019 조 제1 항에 의하여 상속의
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때문이지,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러므로 민법 제1026 조 제2 호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고려기간이 경과함
으로써 채무를 확정적으로 승계하게 된 상속인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憲法不合致 決定 선고 후 民法改正時까지의 狀況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을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1999. 12. 31.까지 위 조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이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대부분의 법원은 재판을 처리하지 않은 채 법개정시까지 미루어 두었다.16) 그러
나 일부 하급심 법원들은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용하기도 하였다.17)

라. 民法의 改正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정부는 1998. 11. 13. 국회에 민
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개정된 민법과 같이 제1019 조 제3
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부칙에서는 위 제1019 조 제3 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제1 조 본문이 “ 이 법은 1999 년 1 월 1 일부
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제2 조는 “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15) Lange/Kuchinke, Erbrecht, 5. Aufl., 2001, S. 194 f.; MünchKomm/Leipold, 3. Aufl.,
1997, §1943 RdNr. 8 등.
16) 法律新聞, 2000. 3. 7. 기사 “국회 민법개정안 처리 안해 각종 재판 지연” 참조.
17) 상세한 것은 尹眞秀(註6), 26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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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률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不遡及
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다.18)
위 민법개정안은 2000. 5. 29. 제15 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2000. 10. 16. 국회에 새로운 민법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은 비판을 고려하여서, 부칙 제4 조에서, “1998 年 5 月 27 日부터 이 法 施行前까
지 相續開始가 있음을 안 者 중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第1019 條 第1 項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法 施行 전에 그 사실
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 月 내에 第

1019 條 第3 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이 사건
결정이 있은 1998. 8. 27.부터 제1019 조의 3 월의 고려기간을 소급하여 상속개시
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하여는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19)
국회는 2001. 12. 20. 위 민법개정안 중 한정승인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

1019 조 제3 항을 신설하고,20) 제1026 조 제2 호를 부활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 법
은 2002. 1. 14. 공포되었는데, 그 부칙 제1 항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고 하면서 제3 항에서는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019 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

18) 1999. 3. 1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의 鄭長
吾, 朴相勳, 韓琫熙 각 발언 참조. 第202回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
事務處, 11-15면; 16-20면; 28면 등. 좀더 상세한 것은 金鍾斗, “憲法裁判所의 憲法不
合致決定의 遡及效와 國會의 立法審査事例”, 立法學硏究 創刊號, 2000, 248면 이하 참
조. 또한 丁泰鎬, “民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 및 위
法律規定의 改正方向”, 人權과 正義 1998. 11, 115면; 尹眞秀(註2), 14면; 황도수, “민
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法律新聞 1999. 12. 16.자, 15면
도 같은 취지이다.
19) 위 부칙 개정안은 실제로는 제15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개정을 심의하
여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金鍾斗(註18), 245면 이
하 참조.
20)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결국 상속의 단순승인이 착오로 인한 것이
었다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尹眞秀, “相續法 改正
案의 課題와 問題點” 人權과 正義 1998. 9, 11면. 같은 취지, 李祥源(註4), 134면. 그
러나 丁相奎, “民法 제1019조 제3항(特別限定承認)의 解釋 및 그 適用範圍에 관한 實
務上 爭點”, 法曹 2003. 5, 142면은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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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 월 내에 제1019 조 제3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하였다.21)

마. 判例의 動向
위 부칙 제3 항과 관련하여 제1019 조 제3 항이 어느 정도로 소급적용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몇 차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대판 2002. 4. 2. 99 다3358 22)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
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
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
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결에 따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위 헌법
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 조 제2 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
21) 金鍾斗(註18), 257면은 “소급효 인정의 문제는 그 사안의 다양성이나 판례변경의 가능
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재판에서 판례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일을 기점으로 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시
행일까지의 기간의 법률관계는 법률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입법적 고려가 필요할 것
이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당 검토의견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각각 참고하고 있
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의 의도는 1998. 5. 27.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은 판례에 위
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01년의 민법 개정당시 입법에 관여하였던 이백규 변호사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도 2004. 7. 19.의 민사판례연구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22) 公 2002상,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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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부칙 제3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019 조
제3 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23)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서울지방법원 2002. 9. 26. 자 2001 나22948 위헌제청결
정24)은 위 개정민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칙 제3 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개정민
법 부칙 제3 항이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만을 구분하여 이
들에 대하여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 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소급효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측면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합헌
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다. 즉 1998. 5. 26.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
들의 경우에까지 개정민법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 반면에 달리 개정민법 부칙 제3 항과 같이 특
별히 1998. 5. 27.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개정민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등 다른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
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의해 개정민법 규정의 소급효를 1998. 5.

26. 이전에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
고 한다.

3. 學說上의 論議
가. 改正民法 施行 전의 論議
개정민법 시행 전에도 개정민법안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적용되
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논자는 소급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25)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
하여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았다.26)

23) 같은 취지, 대판 2002. 5. 14., 2000다62476(公 2002하, 1389); 대판 2002. 11. 8.,
2002다21882(公2003, 29); 대결 2002. 8. 1., 2002스37(미공간) 등.
24) 法律新聞 2002. 10. 14, 11면 이하.
25) 위 註18) 참조.
26) 다만 鄭長吾(註18), 11-13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2004. 9.]

特別限定承認의 規定이 遡及適用되어야 하는 範圍

463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안 부칙의 규정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즉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무효는 일반적 무효는 아니
므로, 위헌결정의 기속력 역시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적 안정
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리에 의
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면 당해 법
률을 유효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속관계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
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은
동 결정의 宣告時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1019 조 제1 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미
처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그 소급효를 제한함이 상당하
고, 정부가 2000. 10. 16.자로 제안하여 당시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민법중개정법
률안의 부칙은 이러한 취지라고 보인다고 한다.27)

나. 改正民法 시행 후의 논의
(1) 解釋에 의한 遡及效 認定說
반면 개정안이 2002. 1. 14. 시행된 후에는 이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견해는 위헌적인 법률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합헌적인 개정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 자체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논리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소급효의 인정은 구체적인 규범통제를 전제로 한 우리의 헌법
재판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위 대법원 99 다3358 판결(註22)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개정 전 민법 제1026 조 제2 호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
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
는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사건의 경우, 즉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
속개시 있음을 안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제6조(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
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
속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및 1998년 8월 27일 이후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 법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취지이다.
27) 郭宗勳(註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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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개정민법 시행 전에 안 경우에는 2002. 4. 15.까지,
그 사실을 개정민법 시행 후에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개
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일
반사건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정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에 관하여는 위헌결
정에 대한 대판 1994. 10. 25., 93 다42740 28)의 견해29)가 그대로 적용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30)
(2) 違憲說
필자는 위 개정민법 부칙 제3 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 헌
법의 해석에 의하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소급효를 가져야 한다는 점
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 조 제1 항뿐만 아니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 조 제1 항,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0 조 등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1998. 8. 27.자 헌법불
합치결정에는 일반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위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인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은 부칙 제3 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1998. 5. 27.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경우에까지도 소급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부칙 제3 항의 규정은 위헌이다. 그러나 상
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1998. 5. 27. 전에 알았으면서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시의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력을 다

28) 公 1994하, 3077.
29)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
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
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0) 李憲郁, “한정승인에 관한 개정민법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2002. 4. 15, 15면. 또한 丁
相奎(註20), 151면 이하는 1998. 5. 26.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의 경우에
도 부칙 제3항과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2002. 4. 15.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김선흠, “상속한정승인의 문제점”이라는 미발표 원고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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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 않았던 경우에까지 개정민법에 의한 특별승인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할 필
요는 없다는 것이다.31)
(3) 合憲說
반면 위 부칙 제3 항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즉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 조 제2 항
은 합헌이라고 하고 있는 점, 종래 대법원이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
급효를 인정한 사안은 국가 대 사인의 권리충돌이 문제된 것인 반면 위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인 대 사인의 권리충돌이 문제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속채권자가 구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에 대하
여 가지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헌법상 상속제도는 제도보
장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입법자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법률로써 그 제도를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 민법 부칙
제3 항이 그 일반적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곤
란하다는 것이다.32)
이 이외에 다른 논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33)

4. 特別限定承認制度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 헌바 91 결정은 제1019 조 제3 항이 규정하
31) 尹眞秀(註6), 291면 이하. 또한 아래 5. 나. (2) 참조. 朴淳成, “債務의 相續”, 民事判例
硏究 ⅩⅩⅤ, 2003, 688면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논란이 일 소지
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金由美,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亞細亞女性法
學 제6호, 2003, 117면 이하; 田慶根, “相續의 承認과 抛棄”, 家族法硏究 제18권 1호,
2004, 175면 등도 소급적용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32) 丁相奎(註20), 154-156면. 다만 이 견해도 1998. 5. 27.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특별한
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법이론상으로
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측면에서 일응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한다. 위 논문 157면.
33) 최진섭, “特別限定承認제도에 관한 연구”, 家族法硏究 제17권 1호, 2003, 207면; 李祥
源(註4), 100-101면 등. 金時哲, “親族相續法에 관련된 憲法裁判所 決定評釋(1997∼
1998)”, 裁判資料 제102집, 558면 이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의 견해
를 소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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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제도 자체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하였다. 그 사건에서 주
로 문제된 것은 제1019 조 제3 항이 상속인의 구제방법으로서 한정승인만을 규정
하고 상속의 포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정승인제도’ 와 ‘ 상속포기제도’는 그 방식 및 법
률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
한 것을 상이하게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평등원칙 위반의 주장
을 배척하였다.

5. 이 사건 決定 이유의 分析
이 사건 결정이 언급하고 있는 논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평등원칙
위반의 점에 대한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뿐
만 아니라 상속채무초과사실도 안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규정의 소급적
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헌인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 平等原則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多數意見의 판시
이 사건 다수의견은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
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과, 위 일자 전에 상속개시뿐만 아니라 상속채
무초과사실도 안 상속인을 나누어, 전자의 상속인에 관하여는 위 민법 부칙 제3
항이 제1019 조 제3 항의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
지만, 후자의 상속인에 관하여는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하
였다.34)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의 판단 근거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및 재
산권과 사적자치권의 침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중 흥미를 끄는 것은 평등원
칙 위반의 점에 관한 판시이다.
다수의견은 민법부칙 제3 항이 상속인들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
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35)들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한 것이 합

34) 이하에서는 상속채무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자의 상속인을 ‘5. 27. 후의 상속인’,
후자의 상속인을 ‘5. 27. 전의 상속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5) 다만 이러한 상속인 가운데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속인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이유 4. 라.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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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근거가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즉 특별한정승인의 소
급적용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단
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기간 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이 종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하여도 위 5. 27. 전에 상속개
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은 위 결정
당시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 상속채무초과사실
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월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민법규정에 의하
여 단순승인 의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고려기간을 허여하여 상속인의 선택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우리 민법의 상속제도에 관한 규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고, 개정민법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월의 신고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36)
반면 5. 27. 전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들은 구 민법 규정에 따른 단순승인 의
제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승인 의제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우리 민법이 채택해 온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 3 월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단순승인의 법률관
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개정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
에서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미 종
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소급입법으로써 박탈한다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급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민법 부칙이 채택한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
가 있음을 알았는가” 하는 점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은 “1998. 5. 27.
이후에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았는가” 라는 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6) 김영일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이 점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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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檢討
이러한 다수의견의 결론은 그 자체로는 수긍할 수 있다.37) 다른 말로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026 조 제2 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요컨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개정민법부칙 제3 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을 함에 있어서 그 소급적용 여부의 기준일을 여전히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의 심사기준
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인 比例의 原則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기준인 恣意禁止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즉 다수의견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
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
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恣意的인 차별이 존재
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38)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
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 원칙
을 적용하여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헌
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지 헌
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이 인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
37) 위 3. 나. (2) 참조.
38)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는 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으로서 주로 恣意禁止(Willkürverbot)
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때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양자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
라고 한 헌법재판소 1999. 11. 23. 선고 98헌마363 결정(판례집 11-2, 770면 이하) 이
래로 양자의 적용영역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주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판례의 이른바 最新의 公式 (die neueste Formel)을 다소 수정
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판례에 대하여는 方勝柱, “獨逸 聯邦憲法裁判所
의 立法者에 대한 統制의 範圍와 强度”, 憲法論叢 제7집, 1996, 320면 이하; 韓秀雄,
“平等權의 構造와 審査基準”, 憲法論叢 제9집, 1998, 41, 52면 이하 등 참조. 헌법재판
소 판례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金周換, “立法者의
平等에의 拘束과 그에 대한 통제”, 憲法論叢 제11집, 2000, 4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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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39)40)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인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이처럼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소급효의 제한은 헌법재판소 자신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은 그것이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개정민법 부칙이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소급적용을 제
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
서 이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
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도 위헌의 이유로서 평등
원칙 위반 외에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의 침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원칙적
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의 헌법상의 명제이고, 따라서 이러한
소급효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41) 다
시 말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헌
법의 여러 규정들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등원칙 위반의 관점에서
논할 때에도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도 그것이 위헌결정의 일종인 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소
급효가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그러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중대한 침

39) 결정이유 4. 마. (2) (나) 부분(헌법재판소공보 89, 234면)에서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
는 위헌결정에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이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과거의 헌
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등, 판례집 5-251)를 인용하면
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한편 다수의견은 위 부칙 조항이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도 침해하여 위
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에서도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위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註2)
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위헌결정의 원칙적 장래효와는 조화되지 않고, 오히려 원칙적 소급효를 전제로 하여
서만 나올 수 있는 판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41) 尹眞秀(註13), 2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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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은 그 자체로서 소급효를 가지므로 따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자체로서 소급효가 있다기보다는 입법자에
게 개선입법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특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처럼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헌법상 원칙이라면
소급효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 여부 심사에 있어서는 그 소급효 제한을 정당화
할 만한 법적 안정성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42)
다만 이 사건에서 과연 恣意禁止의 원칙에 따르는가 아니면 비례의 원칙을 따
르는가가 실제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지는 다시 살펴볼 문제이다.43) 나
아가 과연 다수의견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자의금지의 원칙인가에 관하
여도 의문이 없지 않다.44)

나. 5. 27. 전의 相續人에 대하여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다수의견이 5. 27. 전의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
하지 않은 것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수의견은 그러
한 소급적용의 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표현상으로는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개

42) 그러나 丁泰鎬, “法律에 대한 違憲決定의 遡及效問題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律行政
論叢 제19집, 1999, 226면 이하, 235면 이하 등은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여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적 결정의 문제
이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의 여지의 폭은 넓으며, 당해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는 법익형량을 통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선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
여하고 있는 선택적 소급효론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한다. 또한 憲法實務硏究 제1권, 2000, 154면에서의 丁泰鎬 발언 참조(이는 尹眞秀,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
法性”에 대한 토론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尹眞秀(註13), 221면 이하; 헌법실무연구
제1권, 154면 이하에서의 尹眞秀 발언 등 참조.
43) 韓秀雄(註38), 65면에 의하면 ‘새로운 공식’에 의하여 심사를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 판례 가운데 종래의 자의 금지 원칙에 의하여 심사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
라고 판단되는 결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44) 아래 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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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의 소급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차별취급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차별과 이로 인한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에 대한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즉, 이러한 기본권제한을 상쇄할 만한 헌법적
보호법익이 있는지의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평등원칙 위반의 점
에 관한 한 자의금지의 원칙보다는 비례의 원칙에 가까운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
인에 대하여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다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묵시적인 전제 하에서 위 상속인과 그 상대방인 상속
채권자의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있지만,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이 신설되기 전
에는 같은 조 제1 항의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될 수 없어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제의 효과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구제수단이 없던 상황에서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효과
를 다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상속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5. 27. 전의 상속인의 기본권과 상속채권자의 위헌인 위 구민법조항에
대한 신뢰를 비교형량하여 보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 3 월
내에 재판절차에서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다투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같은 조 제1 항의 기
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될 수 없어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제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구
제수단이 없던 상황에서 위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다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3 월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다투지 않은 경우 그 상속채권자의 신뢰가 5.27. 전
의 상속인을 위 개정민법조항의 소급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상속채권자의 신뢰가 위 구민법조항에
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것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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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 개정민법조항의 소급적용을 부정할 정도로 높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있어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위 개정민법조항의 소급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정도로 높다고 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5.27. 전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의 소
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 조 제1 항의 평등원칙에 위
반된다고 한다.
(2) 檢討
얼핏 생각하면 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에서 보이는 것처럼 5. 27. 전의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규정의 소급적용을 배제한 것이 자의금지 원칙에
따를 때에는 합헌인 반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 위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좀더 따져본다면 문제는 그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우선 다수의견은 과연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수의견은 합헌의 근거로서 5. 27. 전의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채권자의 신뢰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인 法益의 均衡性의 문제이다.45)
다른 한편, 비례의 원칙의 기준을 채택한다면 반대의견과 같이 5. 27. 전의 상
속인 부분도 위헌이라고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도 명백하지 않다. 다수의견과 반
대의견의 기본적인 차이는 심사기준의 차이에 있다기보다는 5. 27. 전의 상속인
에게 과연 종전의 제1026 조 제2 호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툴 것을 기
대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상속인의 보호 필요성과 상속채권자의 신뢰 보호 필요
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5. 27. 전의 상속인들도 위 1998. 8. 27.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던 많은 상속인들처럼 단순승인 의제
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고, 이들이 다투지 않았다면 상속으로 인한 적극재산과
채무 전부의 승계를 받아들인 것이며,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정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다투지 않은 경우에 상속법률관계가 무한
정 미확정인 채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반대의견은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같은 조 제1 항

45) 韓秀雄(註38), 74-75면 참조.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의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는 尹眞秀,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舊慣習의 違憲 與否 및 判例의 遡及
效”, 比較私法 제11권 2호, 2004, 30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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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될 수
없어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단순승인의제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법
적 구제수단이 없던 상황에서 위 구민법조항에 의한 효과를 다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
어 상속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5. 27. 전
의 상속인의 보호 필요성이 상속채권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이 문제의 관건은 제1 차적으로는 5. 27. 전의 상속인들에게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여겨
진다. 5. 27. 전의 상속인들이 이를 다툴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소급하여 특별한
정승인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6)
우선 5. 27. 전의 상속인들이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툴 수 있었을까? 일견
하여서는 반대의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당시에는 법률적
으로는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47)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을 부
정하는 것은 가혹한 것처럼 생각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는 위헌인 법률의 존재가 소멸시효의 진
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 수 있
다. 大判 1996. 7. 12., 94 다52195 48)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法律上 障碍로 인하여 행사
46)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이른바 ‘최신의 공식’을 처음으로 표방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93. 1. 26. 결정(BVerfGE 88, 87 ff.)에서도 평등의 원칙 위반을 심
사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
가 하는 점에 대한 고려요소의 하나로서, (인적 집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단순한 행
위관련적 구별인 경우에는 입법자의 평등원칙에 대한 구속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관
계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들이 구별되는 표지의 현실화에 영향을 줄 수 있
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한다.
47) 이 경우에도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툴 수 있었다는 해석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위 2. 가. 참조.
48) 公 1996하, 2462. 이 판결에 대하여는 尹眞秀, “違憲인 法律에 근거한 公務員 免職處
分이 不法行爲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消滅時效의 起算點”, 서울대학
교 법학 제38권 1호, 1997, 17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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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消滅時效의 起算點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
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밀고 나간다면 헌법재판소의 구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한 불합치결정 이전에는 상속인들이 단순승인 의제의 효력을 다투는
데 법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9)
그러나 다른 한편 대법원의 판례는 “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
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
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
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여 그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태
도를 보이고 있고,50)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들이고
있다.51) 이러한 판례는 비록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도

49) 또한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1980. 1. 16.자 결정(BVerfGE 53, 115ff.) 참조. 이 결정에
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원리에는 實效的인 權利保護와 信賴保護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법률이 개인의 公權力에 대한 給付請求權을 부당하게 박탈하
여 위헌으로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실체적 청구권을 뒤늦게 관철하는 것을 절차상의
장애로 어렵게 하는 것은 실효적인 권리보호의 요청과는 부합되지 아니하고, 법률이
합헌이라고 신뢰한 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헌인 법률 때문에 권리구제절
차를 밟을 수 없었으므로 위헌적인 권리박탈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여 기
한도과의 결과를 수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국민이 법률이 위헌임을 믿을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이는 法治國家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국민은 법
률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는 그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밝혀졌어
도 마찬가지이고, 확정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나 완전히 종결된 법률관계
의 경우에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尹眞秀
(註48), 183면 이하 참조.
50) 대판 1994. 10. 28, 92누9463(公 1994하, 3139). 이 판결의 해설로는 尹眞秀, “違憲인
法律에 根據한 行政處分의 當然無效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994년 하반기(통권 제22
호), 447면 이하 참조.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로는 1994. 10. 28, 93다41860(公
1994하, 3109); 1995. 3. 3, 92다55770(公 1995상, 1550면); 1995. 9. 26, 94다54160(公
1995하, 3519) 등. 최근의 판례로는 대판 2002. 11. 8, 2001두3181(公 2003상, 75)이
있다.
51)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2헌바9(판례집 11권 2집 262); 2001. 9. 27. 선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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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의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당사
자에게 기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 가운데 어느 것에 따라야 할 것인
가? 私見으로서는 후자의 관점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다수의견이 5. 27. 전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합헌이라고 한 것의 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無賃乘車者(free

rider) 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던 상속인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자 이에 편승하여 상속채무의 승계를 뒤늦게 다투는 것은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자, 즉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5. 27. 전의 상속인이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다투는 것이 이
론적으로는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들이 소급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인가? 이 점은 결국 이러한 상속인들의
권리와 이들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 구체적으로는 상속채권자의 이익 사이의
형량 문제로 돌아간다.
이러한 상속채권자의 이익에 관하여 위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52)은 상
속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그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보고서 거
래한 것이지, 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것까지를 기대하고서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도 위 결정을 인용하
면서,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의 상속채권자가 위 결정 당시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

헌바38 결정; 2004. 1. 29. 선고 2002헌바73 결정(헌재공보 89, 256). 다만 위 2001헌
바38 결정이나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결정(판례집 6-1, 592)은 행정
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
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後行) 행정처
분이 필요한데 후행(後行)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
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
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
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 이 점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尹眞秀(註50), 468면 이하; 李 源, “違憲法律에 根據한
行政處分의 效力과 그 執行力의 認定與否”, 법제연구총서 5, 2000, 34면 등 참조.
52) 위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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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의제의 효과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의 상속채권자의 신뢰는, 상속인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신뢰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반대의견은 이 점을 강조하여, 5. 27. 전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채권자
의 위 구민법조항에 대한 신뢰는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1019 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였다가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 위 개정민법조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위 구민
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
까지 책임재산으로 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기본권침해
상태를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적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상속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초과의 재산을 상속하여야 하는 상
속인의 이익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뒤늦게라도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은 위 헌
법재판소 판례들이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상속채권자
의 이익은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위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53)도, 개정 전 민법 제1026 조 제2 호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
정하여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 특히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양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으로 귀착된
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초
과사실을 안 지 3 개월이 지났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3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한 상속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이 때에는 상속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는 것인 반면, 반대의견은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 보호의 필요성이 상속채권자
보호의 필요성보다 높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필자는 대상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다수의견과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즉 상
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1998. 5. 27. 전에 알았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로서는
제1019 조 제1 항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
로 보게 되고,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라도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한
53) 위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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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는 개정된 제1019 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때부터 3 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 단순승인의
효과를 다투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이
에 대하여 상소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제청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정민법조항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이러한 상속채권자
의 신뢰도 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채권자에게 개정민법
이 적용되는 이상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개정민법 시
행 후 3 개월 내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면 상속채권자의 신뢰는 전혀 고려하
지 않는 것이고,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그야말로 소급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54)
이 사건 결정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
수의견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무임승차자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러한 무임승차자를 가려내는 적절한 기준은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김영일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
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그러한 기준이 과연 무임승차자를 가려내는 적절
한 기준인가에 대하여도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무임승차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55)
그렇지만 다수의견의 결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위 헌법재판소의 1998. 8. 27. 자 결정56)이 개정 전 민법 제1026 조 제2 호

54) 尹眞秀(註6), 296면 이하.
55) 미국연방대법원의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115 L 2d 481(1991) 판
결에서 Souter 대법관은 새로운 민사판례의 소급 적용은 旣判力 (res judicata)이나 期
間制限法 (statute of limitation)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한에
관하여도 이는 恣意的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원칙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원칙을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에게 무임승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공공의 정책상 소송에는 끝이 있어야 하고, 어떤 쟁점을 주장한
사람은 그 주장의 결과에 기속되어야 하며, 한 번 재판이 있었으면 이는 당사자들 사
이에서는 영구히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확정성의 원칙이 평등의 원칙
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뒤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문제에 관하
여는 이는 법원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들을 무
임승차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尹眞秀,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저스티스
제28권 1호, 1995, 1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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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민법 제1019 조
제1 항이 고려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
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형식의 주문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57)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선고하였다면, 그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원칙
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때부터로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5. 27.
전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 여부는 별달리 문제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58)

6. 民法改正案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민법부칙 제3 항에 대한 개선입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지
난 2004. 7. 16. 법무부 산하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59)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
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
하다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56) 註2).
57) 尹眞秀(註13), 210면 참조.
58) 이 점은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일본의 판례(최고재판
소 1984(昭和59). 4. 27. 판결(民集 38卷 6號 689면) 등)는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나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는 熟慮期間의 기산점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원칙적으
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사실 및 그에 의하여 자기가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때에
熟慮期間은 진행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상
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식한 때 또는 통상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때부
터 熟慮期間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의 판례는 모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단순승인의 효과를 다툰 경우에도 상속인을 구제한 것은 아니
다. 상세한 것은 尹眞秀(註7), 194면 이하 참조.
59) 필자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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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 한정승인의 신
고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심의과정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상속 개시가 있은 사실은 1998. 5. 27. 전에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 사
실을 안 것은 위 개정안 시행 이후인 상속인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회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해석상 그러한 상속인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60)
둘째, 대판 2002. 4. 2. 99 다3358 61)은 위 1998. 8. 27.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 조 제2 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결정은 종전 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종전 불합치결정의 효력으로 인하여 개선입법이 적용
되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되었으나 위원회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이상
구태여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미 입법예고절차를 거
친 민법(재산법) 개정안의 부칙에 포함시켜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7. 餘論
이하에서는 여기서 다루는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언급한다.

60) 종전의 민법 부칙 제3항의 경우에도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02. 1.
14. 전까지 상속 개시 사실은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은 2002. 1. 14. 이후에 안
상속인이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丁相
奎(註20), 146면 이하는 긍정설에는 문리해석상 다소 난점이 있지만, 부칙 규정의 헌
법합치적 해석의 관점 및 부칙 3항과의 균형상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李憲郁(註28)도 긍정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부정설은 없는 것 같다.
서울가정법원 2002. 10. 24. 자 2002브98 결정은 피상속인이 2001. 8.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채무초과사실을 2002. 4. 15. 알고서 2002. 4. 30. 한정승인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丁相奎(註20), 148면에서 재인용.
61) 註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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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 27. 이후의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이 연장된 근거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5. 27. 이후의 상속인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
터 3 월 내에 단순승인 의제의 사실을 다투어야 하지, 개정민법 부칙에 의하여 특
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2. 1. 12.부터 3
월까지로 연장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민법 부칙 제3 항이 1998. 5. 27.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경우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 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한 데에는 나
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으로 말미암
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개정전 민법 제1026 조 제2 호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
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
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고려기간의
도과에 관하여 상속인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때에는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
을 한 것으로 보는 방안, 스위스 민법 제566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고려기간의 도
과로써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상속제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
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62)

다시 말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내용으로서 개정민법처럼 특별한정승인
을 하는 것 외에도 당연히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
안도 거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은 과연 특별히 한정승인 등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62) 헌법재판소 판례집 10-2, 3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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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불가
능하였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를 요구하였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1998. 5. 27.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
을 알았지만 채무초과 사실은 그 이후에 안 상속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러한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을 하도록
기대하기가 어려움은 위 날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63)
이 사건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생긴 법적
공백을 강조하면서 위 민법 부칙의 규정 자체는 합헌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나. 민법 제1005조의 위헌 논의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민
법 제1005 조가 상속개시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헌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 즉 인천지방법원 2003. 6. 16. 자, 2002 가단73226
결정64)은, 민법 제1005 조의 “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에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 조 제1 항,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 조 제1 항,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 제10 조 등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65)
그러나 이러한 위헌의 주장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속
재산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을 단순승
인할 것인가, 아니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것인가의 선택권만을 보장해 주면
그로써 충분한 것이지, 상속재산의 승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만이 헌법적으로

63) 尹眞秀(註6), 298면 이하. 제15대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심의될 당시에 법원행정처에
서 낸 의견이나 상속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정장오 부장판사도 이러한
취지였다. 金鍾斗(註18), 251-253면; 1999. 3. 1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중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의 鄭長吾 발언 등(第202回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2
號, 國會事務處, 13-15면).
64) 법률신문 2003. 6. 30. 자 13면.
65) 최진섭(註33), 205면은 이와 같은 위헌제청결정 이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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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66)
위와 같은 주장은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생각67)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받
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외일 뿐만 아
니라, 한정승인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과 같은 제3 자가 상속재산의 처리에 개입하
게 되는데 그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입법론적으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에 의하여 당연히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현행법과 같은 이른바 법정
상속 내지 당연승계의 원칙 (Grundsatz des ipso-iure Erwerbs, Vonselbsterwerbs)
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다.68)
위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69)도,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
과하는 경우에 관하여, “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
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성70)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고려기간의 도과에 관하여 상속인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때에는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방안, 스위스 민법 제566 조 제2 항의 규정과 같
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고
려기간의 도과로써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
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상속제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항이”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 헌바 91 결
정은 제1019 조 제3 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제도 자체는 헌법에 합치
한다고 하였다.71)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005 조 자체의 위헌 주장이 받아

66) 뿐만 아니라 위헌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재산권 보장, 평등 원칙, 인간의 존엄성 등은
당해 사안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들이라고 생각된다.
67) 위 註11)의 본문 참조.
68) Lange/Kuchinke, Erbrecht, 5. Aufl., 200001, § 8 I 3.
69) 註2).
70) 단순승인 의제에 관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71) 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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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이 사건 결정의 主文 형식에 관하여
이 사건이 김영일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에 반대하여,
다수의견이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1998 년 5 월 27 일부터 이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
고, 그 외에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 중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 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
지 못한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 제1019 조 제3 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立法不作爲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민법 부칙 제3 항 중 합헌적인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위 조항이 적
용중지되어 불필요하게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
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특별한정승인의 허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적용영역에서 헌법합치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그 실질에 맞지 않고, 오히려 위 상속인
에 대하여 종전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 조 제3 항의 소급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맞는다는 것이다. 김영일 재판관은 같은 취지인 종전의 다른 사건에서의 자신의
반대의견72)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중 헌재 2003. 7. 24. 2000 헌바28 에서의 반대
의견은 그 근거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73) 및 독일의 문헌74) 등을 인용
하고 있다.
이 점은 실체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소송법상의 문제로서 여기서 상세히 다
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김영일 재판관의 지적처럼 다수의견에 의하면 개
정민법 부칙 제3 항 중 합헌적인 부분까지 적용이 중지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75)
72)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헌재 2003. 12. 18. 2002헌
바14 등 같은 재판관의 별개 및 반대의견.
73) BVerfGE 68, 155; BVerfGE 68, 272; BVerfGE 79, 256 (274).
74) Klaus Schlaich,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9년 번역판. 295-297쪽, 특히 Rn.
(단락번호) 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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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結論
종래 민법을 포함한 私法은 헌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져서 헌법과 민
법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생
긴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도 여러 건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
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문제는 아직까지 이론적
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의 심판 대상이었던 민법부칙 제3
항이 결국 위헌이라고 선고되게 된 것도 이러한 종전 연구의 부족 내지 관심의
부족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에 관하여도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
효에 관한 종래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
급 적용되는 범위는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시까지만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75) 이 점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결정 전인 2002. 4. 15.까지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고, 설령
특별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이 사건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관한 확인이 입법개선 시까지 미루어지는 것으
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의 권리구제의 배제가 아니라 권리구제의 지
연에 그치는 정도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결정 전인 2002. 4. 15.까지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
로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고, 설령 특별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이 사건 결정이 미치
는 영향은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관한 확인이 입법개선 시까지 미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의 권리구제의 배제가 아니라 권리구제의 지연에
그치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지연적 효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내재하는 부수적 효과
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지연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범력이 미치는 결과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내용의 일부분에 대한 위헌성이 확인되는 경우나 그 내용 안
에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로지 위 조항이 포함하지
않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위헌성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
항이 정하는 상속인 부분만을 분리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도 적절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적용 중지를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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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도구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법
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필자의 견해와 결과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장래
효가 원칙이라는 명제를 고수할 것인지 향후의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追記]
위 6.에서 언급한 문제점, 즉 상속 개시가 있은 사실은 1998. 5. 27. 전에 알았
으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것은 개정법 시행 이후인 상속인도 상속채무 초
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것인
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교정을 마친 후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 헌바

103 결정(헌법재판소공보 제95 호 763 면 이하) 에 접하게 되었다. 이 결정의 헌법
소원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은 1996. 5. 21.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2002. 11. 20.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들은 2003. 3. 17. 법
원에 한정승인신고(2003 느73)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부
칙 제3 항 중 “1998 년 5 월 27 일부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
였으나 기각되자 2003. 12. 3.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소원에 대하여 “1998 년 5 월 27 일부터” 부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개정 전 민법
에 의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상속인들이 그 시행일 이후에 상속채무 초
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민법 부칙 제3 항은 개정 민법 시행일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을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의 보호에 대하여는 전혀 침묵하고 있는데,
만일 이 경우에 민법 제1019 조 제3 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보다 보
호의 필요성이 큰 상속인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019 조 제3 항의 소급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
하는 것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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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상속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 헌가22 등 결정의 내
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부칙 제2 항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 대하여는 개정 민
법 시행 전에 이미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19 조 제3
항을 적용하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청구인들이 한 한정승인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가 되는 당해사건에서, 한정승인의 적법 여부는 결국 민법
제1019 조 제3 항과 민법 부칙 제2 항의 관계를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법원이
해석하는가 또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가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