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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가족법과 관련하여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검토한다. 재산분할청
구와 제척기간,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계속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무효인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
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절차, 친권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임이 분명해진 경우에 다
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
른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
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지 여부,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유언증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이 반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 사항을 검토하였다.
Abstract :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in 2018. It includes: limitation period of marital property division, interruption of
proceeding by the death of legal party in the law process of paternity status, adoption by way of a
undue birth report, the legal status of out-of-wedlock, court’s authority about the dispossess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e right of inheritance recovery against the wrongful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ttribution of the fruits of inheritance property, the duty of limited inheritance
approval of heir, the right by bequest, will of a testator, deduction of special benefit in recovery of
inheritanc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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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나. 결정요지

대법원이 2018년에 선고한 판결 중 대법원 종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

합법률정보 사이트와 법원공보에 실린 판결 가

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

운데 가족법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한 판결들을

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

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할과 제척기간,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계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송상 효과, 친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

권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친권의 일부

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등 가족법 내지 가사

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다. 또한 무효인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출생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한 혼인외 출생자의 법률상 지위, 상속재산분할,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유증, 유류분과 관련된 판결도 나타난다. 이들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판결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그에 관련된 쟁점을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짚어 보기로 한다.

다. 평석

Ⅱ. 혼인관계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법원은

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따라서 원고가 어떤

는지 여부(대법원 2018. 6. 22. 자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2018스18 결정)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

가. 사안

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
다.2)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인

종전 이혼 및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그 후 청구인이 종전 소송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나아

를 할 수 있다.3)

가 소송계속중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다.1)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종전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

1) 소송계속중 상대방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대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민유숙,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재산분할”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101집｣, 2003., 202면.
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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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계속중 어

할 청구를 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 청구취지확

느 한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

장을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였는데, 이

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대법

와 같이 청구취지확장에 의하여 추가된 재산 부

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이 부

판결)

분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부청구의 경우에 일부만을 청구

가. 사안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
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

제3자가 母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

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

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

하고,4)

기간준수의 효과에 대하

였는데 子만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 소

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일부 청구인지를 가리

송계속중 母가 사망하였다. 제3자는 ‘子와 망인

지 않고 기간 준수의 효력이 실제로 청구한 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본다.5)

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고, 원심은 망

할 수는 없다고

일부에만 미친다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

265조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인에 대한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청구는 청구취지의 변경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
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결요지

이 판결은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전혀 심리된 것이 없는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소송

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

추가한 경우에는 그 추가된 재산분할청구 부분

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

에 대하여 따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

를 검토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6)

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

Ⅲ. 친자관계

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
이므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

1.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4)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5)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6., 281면,
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
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
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
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
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
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 김선혜, “가사재판의 기판력” ｢가족법연구｣ 제
23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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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

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고 한 것

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

이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청구 부분에

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망한 사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10)

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

2. 갑과 병을 을의 호적에 갑을 생모로
다. 평석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갑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

당사자적격이 있고,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므4963 판결)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놓인
다.7) 제3자가 모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가. 사안

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
하였는데 자만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

갑이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을과 상의하

라도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던 모에 대한

여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병을

청구 부분도 원심법원에 이심된다. 그러나 친생

데려다 함께 키웠고, 병을 을의 호적에 갑을 생

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일신전속적

모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

이므로,8)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

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때 갑과 병 사

구하는 경우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가

었다.11)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
24조).9)

나. 판결요지

따라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

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

률행위이다.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

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12) 입양

7) 대법원 1983. 9. 15. 자 83즈2 결정.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당초에는 당사자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9)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
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11) 을과 제3자가 병을 상대로 을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은 을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고, 을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12)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고 하였고, 민법 제883조는 이를 위반한 입양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도
록 한 것인데, 법원의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가 되고,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래 허위
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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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

있다고 하여 왔다.13) 그런데 대법원은 호적제도

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입양과 같

가 남아 있던 때에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

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

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

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

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

하기 위함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

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 설사

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

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

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

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호적상의 부와 호적

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

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

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

지 않았다면 호적상 부가 호적상 자를 혼인외의

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로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의 기재는 무효이므

갑과 병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

로 호적상 부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호적상의 모

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갑에게 을과 공동으로

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정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

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

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 즉 을과 병 사이의

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

입양이 불성립, 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

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

에는 갑도 병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입양 신고

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

대신 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4)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

제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대법원

됨으로써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병이 갑의

판결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상고

자녀로 기록되었고, 병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심 판결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부부가

갑이 병의 모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

갑과 병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용될 수 없다고 본 것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지 않은 채, 양친자 사이에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양친자 각자

다. 평석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기록되어 공
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양친자관계가 성립

대법원은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법률행위인

력에 관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

입양의 효력,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

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1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1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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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였던17) 것에서 기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종래에도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입양은 개인

인한 것으로 보인다.

간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부부의 공

종래의 호적법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

를 편제하였던 것과 달리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

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

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가

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족관계등록부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하고, 법률상 처가 있는 사람이 혼자만의 의사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서

로 입양할 자를 법률상 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양친자 사이에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양친자 각자의 가족관계등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사이에서는 처가 부부공동

록부에 친자관계가 기록되어 공시되고 있는 경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양

우에는 굳이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가 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입양은 개인 간의

존속한다고 하였으나,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

법률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임

에서는 입양의 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므로, 그 출생신고에 따른 입양의 효
력 발생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고 한 것이 그

3.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또한 부부공동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

후에는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법(대

떠난다고 하더라도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

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

것이다.15)

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양
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바

가. 사안

있다.16)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거 유사한 사건과 다른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중국 국적인 모 사이에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마도 대법원이 허위

서 사건본인 혼인외 출생자가 태어났고, 사건

의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본인은 다른 부부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로 출생

관하여 외형적으로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

신고가 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사건본인의 가족

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

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 그 후 사건본인의 생

능을 하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호적 기재

부와 생모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원으로부터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들과 사

1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16)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섭, “부부공동입양” ｢재판자료 101집 (상)｣, 법원도서관, 2003.
;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양부모가 이혼하였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지 않은 양부와 양모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소
위 이중입양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중입양에 대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법문사, 2018., 364면). 이중입양에 대한 연구로 안소영, “재입양의 허용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5. ; 오병철, “동성결합과 이중입양” ｢인권과정의｣ 제479호, 2019. 2.
17)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에서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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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다음, 생부와 사건본인 및 생모와 사건본인 사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

제93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나. 결정요지
(2) 출생기록이 있는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

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

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가족관계의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친자관계의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

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1조 제2항, 제4조

그리고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대한민국

제1항, 제2항, 제5조 참조].

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다. 평석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

혼인외 출생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한다.18) 사건본인과 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

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건본인의 가족관

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계등록부는 폐쇄되어야 하고, 생부와 생모를 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모로 하는 사건본인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는 인지절차를

런데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

밟거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

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본인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

생의 신고를 마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

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

득을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후 가족관계

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등록법 제9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사건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다음, 자녀가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

된다.

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18)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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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가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

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편, 이미 작성되어 있던 무효가 된 사건본인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의 이름 및 사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건본인의 성의 정정을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가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

족관계등록부를 유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

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

는다고 하였다.

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
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4. 친권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

여부(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

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

520 결정)

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
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

가. 사안

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
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

남편이 처와 불화 끝에 집을 나와 처와 사건

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거나 이들과 전화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

통화 등으로 접촉을 계속하였다. 이후 처와 혼

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

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는 없으나 사건본인에 대

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한 양육비도 일부 부담하고 사건본인과 면접교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

섭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혼 소송계속중 처가

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사망하였고, 사건본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외

수 있다.

조부모와 살면서 아버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있다. 사건본인의 아버지는 친권자로

다. 평석

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
육 의사를 밝히고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
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나. 결정요지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

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

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

초가 되어야 한다.19) 다만 부모로부터 친권을

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박탈하는 친권상실 선고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함부로 발동해서는 아니

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되고 그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20)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
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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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외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하였는
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 2018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가. 사안

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육
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모가 혼인중 甲을 출산한 후에 이혼하였고 그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친

후 제3자와 사이에 혼인외 출생자 乙 등을 출산

권상실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였으나 乙 등과의 모자관계가 공부상 나타나

나아가 친권상실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

지는 않았다. 모가 사망한 후 甲은 모의 부동산

에 머물지 않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

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

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지만 친권상실 사유에

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친권상실 대신 친

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乙은 甲과 丙을 상대로

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乙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

그리하여 현재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적

구하였다.

개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거
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나. 판결요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실제로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

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

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

련된 권한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

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

였다.21)

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

Ⅳ. 상속

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
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1.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

계존재 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그 상속재산분할

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

또는 처분의 효력(대법원 2018. 6. 19.

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선고 2018다1049 판결)

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
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
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9)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
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김명숙, “자의 복리와 친권, 자의 권리”
｢안암법학｣ 제28호, 무지개출판사, 2009.
20) 대전고등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6 결정.
21)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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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석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
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

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

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생모와 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

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

로 정해지는 것이고,24)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는 점은 타당하다. 생모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인지나 생모에 대한 인지청구는 모자관계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인지 이전에 공동상

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인지에 소

속인들에 의해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급효가 인정됨을 전제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

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모자관계에 적용 또

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양수

는 유추적용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한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1014조의 적용에 관한 것이

법리는 상속개시 후에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다.25) 민법 제1014조는 일본 민법 제910조와 같

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판명된 자가 발생

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지만 일본과 달리 피인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다음, 결국 乙은 민

지자 외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된 자’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대법원은 인지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므로, 甲을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

행사할 수 있을 뿐, 丙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

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

로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

을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

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

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

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

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생기고2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

자관계가

한 다음,

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26) 이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는 민법 제860조의 소급효 제한과 민법 제1014

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22)
23)
24)
25)
26)

아니다23)라고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정구태/신영호,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재론” ｢가족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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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다.27) 학설은 민법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제1014조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

이 된 자’를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

연히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되고 소급효

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

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대법원은 위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나. 평석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

다. 그런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구체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실을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상속재산

취득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8. 30.

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과실의 귀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속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가. 판결요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데,28)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

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

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

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

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

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29)으로 상속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

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

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

였다. 따라서 원심이 상속재산 과실을 공동상속

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

다고 전제한 것은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30)

27) 이동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처분과 민법 제1014조”, 법률신문사(4623호), 2018.
2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29) 그러나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은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한다.
3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은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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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
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
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원 2018. 11. 9. 선고

나. 평석

2015다75308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

가. 판결요지

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
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이하 ‘신고기간’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31) 한정승인자는

이라고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를 하게 되는데, 배당

1032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신고기간이 만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된 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정승인자가 채

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배당변제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이

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

하 ‘배당변제’라고 한다)하여야 한다(민법 제

라서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

1034조 제1항 본문). 반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

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

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

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채권자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

제1039조 본문). 여기서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정승

4.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지 여부(대법원 2018. 7. 26. 선고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가 있다

2017다289040 판결)

면 그 채권자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
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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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안

다. 평석

소외인이 1971. 10. 16. 피고 사회복지법인을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법인을

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

운영하여 왔고, 피고 법인은 소외인 소유이던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피고 법인 소유

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

의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후 소외인이 사망할

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때까지 10여 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

사용하였다. 소외인은 1994. 6. 13. 이 사건 토지

가 제한될 수도 있으나,32) 소유권과 같은 물권

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1999. 11. 1. 사

은 채권에 우선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망하였고,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대항할 수

이 사건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없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때 피고 법인이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
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나. 판결요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규정은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소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멸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일 뿐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대항력 없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수증자 측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즉 위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

규정은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

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

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

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

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이 유언자인 소외인과 사
이에 사용대차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

3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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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면 유증의 목적물인 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녀들 중 일부에게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피고 법인의 권

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보험금을 유증한다고

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이 사건

기재하고, 연금보험의 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였다. 갑이 사망한 후 수증자들은 보험회사에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수증자들로 변경해 줄 것

하였다.

을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수

그러나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인과 동일
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유증

증자들에게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매
월 지급하였다.

자의 채무도 승계한다고 할 것이지만, 특정유증
에 의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나. 판결요지

수증자에 대하여 유언자인 종전 소유자에 대하
여 채권적 권리인 용익권이 있을 뿐이고 그 권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불구하고33)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민법 제1085조를 근거로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

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

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위

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보아야

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

리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할

것이다.34)

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

5.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

고 정한 경우,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

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

지 여부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

의사의 해석 방법(대법원 2018. 7. 12.

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

선고 2017다235647 판결)

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
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가. 사안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
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갑은 보험회사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

연금보험료를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갑은

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

33)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에서는 갑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조에 따라 국가는 구황실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의한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상태에서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바 있다. 이 판결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권리
를 취득한 후 그 상태를 수년간 계속하여 수인하여 온 정황이 보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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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

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

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

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

는다.

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또한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는 보험계약자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

의 지위를 수증자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

지이다.

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

다고 보는 것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부합하

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

의 실질은 수증자들과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유언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

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을 보험계약

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자의 지위 자체로 새기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언자가 이 사건 유언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공증증서를 통해 수증자들에게 유증한 재산은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고, 연금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

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유언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 처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언의 효력

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발생하므로 유언자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00조).

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이와 같은 유언의 요식성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

은 유언의 해석도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적인 방

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 평석

6.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
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 지위 변경을 위하

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

여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

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유증과

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재산이 유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

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

를 이전할 수 없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

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

지 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

2017다278422 판결)

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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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결요지

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
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

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

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

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

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

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

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

없다.

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

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

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나. 평석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
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

유류분제도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들에게

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자유의사

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에 기하여 자기 재산을 처할 수 있는 자유는 제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된다. 그러므로 유류분 인정 범위를 가능한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
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35)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

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

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36)

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런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법정 유류분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37) 한편 특별수익자의

3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36) 정구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홍익대학교, 2013.
3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 오영준, “수증재산이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
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95
호, 법원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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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 오영준,

“수증재산이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

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대법원판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례해설｣ 제95호, 법원도서관, 2013.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

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
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과 민법 제1014조”, 법률신문사(4623호), 2018.
■ 이은정,

이 판결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아

교, 1996.
■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한

가족법학회, 2013.

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
추어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특별수익 반환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민법 제100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
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38)

이동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처분

■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
별수익” ｢가족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가

것이다.

족법학회,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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