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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비법인사단ㆍ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

병ㆍ분할제도를 신설하며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증가

한 현실 및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

려하여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

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

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

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미성년자의 성적침해에 대

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기간ㆍ기산점을 조정하고 성적침해를 이유로 하

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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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의 입법주의를 ‘허가주

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안 제32조)

(1)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의 심사

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뚜렷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하도록 한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명확

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도록

함.

(3)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준용규정을 둠 (안

제39조의2)

(1) 종중ㆍ교회ㆍ마을공동체 등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

는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종래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법 내

지 판례 등만으로 규율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분쟁과 소모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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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명문화함.

(3)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한 분쟁의 제도권 내 해결이 기대됨.

다만, 영리 목적의 비법인사단이 출연하여 상사회사에 관한 규범

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리 비법인사단재단의 채무

에 관하여는 사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규범회피를 억지하도

록 하였음.

다.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합병ㆍ분할’제도 도입 (안 제96조의2부

터 제96조의15까지 신설)

(1) 종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합병ㆍ분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

적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음.

(3)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ㆍ

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

장함과 동시에 조직변경 후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

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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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

(1)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상적인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

의 발생빈도 및 속도가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높아짐

에 따라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10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2) 소멸시효의 단축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

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온 현행 민법의 체계를 감안하여 외국

의 입법례(대부분 3년)보다 장기인 5년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

사할 가능성 및 채무자의 신원을 인식한 때’부터로 조정하되, 주

관적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제도를 도입,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음.

(3)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권리행사를 촉진함으

로써 증거의 일실 등으로 인한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

대됨

마. 단기소멸시효제도 폐지(현행 제163조 및 제164조 삭제)

(1) 권리의 종류 및 발생원인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여

러 권리의 시효기간에 관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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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채권의 일반소멸시효를 단축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

를 폐지함으로써 통일적으로 시효기간을 규정함.

(3) 시효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효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됨.

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안 제197조 및 제245조)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

실한다는 점, 성립요건주의에서는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인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점

유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에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3) 현재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

리를 악의의 무단점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 조정

및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기간 계산의 예외를 도입(안 제

766조)

(1) 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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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침해, 산업재해 사건 등 피해가 장기간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충

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행위의 특성 상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을

단기의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에서 ‘5년’으로, 장기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

고,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

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음.

(3) 잠복손해 및 성적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피해 구제가 두터

워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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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1. 26. ～ 12.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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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법인

제1편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총칙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법인성립의 원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

하지 못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

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

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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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기타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인가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법인의 성립시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인가의 철회)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

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

설립의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회사설립에 관한 상법

의 규정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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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

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으로 사단의 채무

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

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편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

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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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제40조 제1호 내지 제5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등의 변경) 재단법인의 설립자나 이사는 재단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설

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정관의 다른 규정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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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4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의 권리변동에 등기, 인

도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에 관하

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출연재산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설립자가 사

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이 성립한 후 설

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이 인가된 때에는 3주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前項의 登記事項”을 “제1항의 등기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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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법인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밖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 안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안에 제49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

재지에서는 3주일 안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안에 제49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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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이 장(章)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

나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정관에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편제3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기관

제5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각자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제6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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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

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

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분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안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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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편제3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해산과 청산

제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파산

4. 설립인가의 철회

5.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

②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해산한다.

1. 사원의 부존재

2.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에 의한 해산결의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法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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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를 完濟”를 “법인이 채무를 완제”로, “理事는 遲滯없이 破産申請”

을 “이사는 지체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으로 한다.

제79조(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신청)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① 제82조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도 제1

항과 같다.

제8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일 안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

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법인을 대표할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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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정한 때에는 그 밖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제52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일 안에 제

85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제85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신고하

면 된다.

제8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淸算人의 職務”를 “청산인의 직무”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양도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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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에 관한 이 장(章)의 규정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8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3

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을 신

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 후단 중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를 “기간은 2개월 이상이

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

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

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

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양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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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잔여재산의 귀속) ①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인가

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

가에 귀속한다.

제9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

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

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공

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

료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제88조제1항에 의한 채권신고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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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편제3장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4절의2 합병과 분할

제96조의2(합병ㆍ분할) ① 사단법인은 다른 사단법인과 합병하거나 복

수의 사단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다른 재단법인과 합병하거나 복수의 재단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

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할 수 있다.

제96조의3(합병ㆍ분할의 절차) ① 법인이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하고,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4분의 3 이상, 재단법인은 총이

사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은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제

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6조의4(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합병할 법인의 한쪽이 합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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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

2. 합병을 할 날

3.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

는 그 규정

4.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

② 합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

3. 합병을 할 날

4.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96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3.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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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되는 법인의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

② 분할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분

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2.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항

제96조의6(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법인은 제96조의3제2항의 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의 2주 전부터 합병ㆍ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2. 각 법인의 최종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②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업무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7(채권자보호) ①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병의 인가를 받

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

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는 이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공고와 최고의 기간은 2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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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

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6조의8(합병ㆍ분할의 등기) ① 합병의 경우에는 제96조의7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주일 안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에서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안에 주된 사무

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분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

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

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분할 후에 신설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9(합병ㆍ분할의 효력발생) 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의 분할은 분할 후에 존

속하는 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서 제96조의8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6조의10(합병ㆍ분할의 효과)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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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분할

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 전의 법인채무를 연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6조의11(합병ㆍ분할무효의 소) ①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는 각 법

인의 사원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96조의8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96조의12(합병ㆍ분할무효의 등기) 합병 또는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합

병이나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회복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

야 한다.

제96조의13(합병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합병을 무효로 한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담한 채무

에 대하여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합병 전의 상태

로 복귀한 법인의 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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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각 법인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

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한 때의

각 법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6조의14(분할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분할을 무효로 한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담한 채무

에 대하여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전의 상

태로 복귀한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96조의15(판결의 효력) ① 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그 확정 전에 생긴 법인과 사원 및 제3자 사이

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편제3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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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을

해태한 때

6의2.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신청을 해태한 때

제1편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기간)

①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위반행위

와 채무자를 안 때부터 진행된다.

③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그 밖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 28 -

다른 재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2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63조 및 제16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

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재판

상의 화해절차, 조정(調停)절차,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

는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

③ 확정 당시에 변제기(辨濟期)가 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제1

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를 삭제한다.

제1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재판상 권리행사 등과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

- 29 -

된다.

제1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판상의 권리행사

2. 지급명령의 신청

3. 제소 전 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절차,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절차에서의 권리행사

4.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참가

제1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소멸시효 정지의 효력)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절

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기간의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1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0조(보전처분과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가압류나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가압

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71조 및 제17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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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 중에는 소멸시효

가 정지되며, 혼인이 종료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다.

②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자녀

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성년자로 된 때부터 1

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될 때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할 때까지 소멸시효

가 정지되며, 능력자가 된 때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1

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제779조제1항에 의한 가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가지는 권리는

그가 성년자로 될 때 또는 그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

지되며, 성년자로 된 때 또는 그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2조(협의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권리자와 의무

자 사이에 권리에 대하여 또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정에 대하여

협의(協議)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② 당사자 한쪽이 협의를 거절하거나 3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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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가 종료된 후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최고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최고(催告)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최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완성유예의 효력은 최

후의 최고에 의하여 생긴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권리자가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

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5조(제한능력자와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능

력자의 권리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상속재산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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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상속재산관리인

의 선임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개월 안에

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승인과 소멸시효의 재개시)

① 일부이행, 이자지급,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를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된다.

② 제1항의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78조(민사집행과 소멸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

① 민사집행(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포함한다)이

신청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집행이 완료된 때에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②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의 정지 및 재개시는 모두 합하여 1회에 한정된다.

③ 민사집행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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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정지 및 재

개시의 효력이 없다.

제1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재개시의 상대적 효력) 소멸시

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재개시는 당사자와 그의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180조부터 제18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3조(소멸시효완성의 효력)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받

을 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

력이 미친다.

제1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4조(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써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

으나,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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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

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편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

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경우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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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제245조,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

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제247조의2부터 제24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의2(취득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에 기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는 정지된다.

② 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제247조의3(점유상실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 취득시효는 점유를 상

실한 경우에는 중단된다. 다만,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점유를 상실한 후 1년 안에 점유를 회수하거나 제19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7조의4(민사집행으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 법원에 민사집행이

신청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제178조제3항 및 제17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76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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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때에도 제1

항과 같다.

③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제10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32조제1항 후단 중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를 “기간은 2개월 이상

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9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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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법원이 제1045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

산분리의 명령 있었던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46조제1항 후단 중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를 “기간은 2개월 이상

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9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6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3조 제1항의 공고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存

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제1항 후단 중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를 “기간은 2개월 이상

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89조, 제93조 제3항,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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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

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인설립의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없

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을 민법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가신

청으로 본다.

제4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

한 권리에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시효기간에 관

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 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2. 이 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보다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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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이 이 법에 따른 시효기간보다

일찍 경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의 경과로 시

효가 완성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전까지의 종전 규정에 의한

시효의 개시, 중단, 정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를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

효의 중단은 2013. 6. 31.의 경과로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이 있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1. 압류 : 제17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그 적용에 한하여 이법

시행일을 압류집행이 완료된 때로 본다.

2. 가압류 및 가처분 :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전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된 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 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만 이 법에 따른 효력을 가진

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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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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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章 法人         제3장 법인

        第1節 總則         제1절 총칙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제31조(법인성립의 원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한다.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

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

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

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

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기타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

정을 준수하였을 것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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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

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을 갖출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

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

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인가

하여야 한다.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

다.

제33조(법인의 성립시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以外의 事業을 하거

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

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

를 取消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인가의 철회)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

는 법인설립의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

第39條(營利法人) ①營利를 目的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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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社團은 商事會社設立

의 條件에 좇아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前項의 社團法人에는 모두 商

事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

다.

로 하는 사단은 회사설립에 관

한 상법의 규정에 좇아 법인으

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2(법인 아닌 사단과 재

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장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으로 사단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

임이 있다.

  ③ 제2항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

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에 변제의 자력이 있

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

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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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設立         제2절 설립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

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

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

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1. 目的   1. 목적

  2. 名稱   2. 명칭

  3. 事務所의 所在地   3. 사무소의 소재지

  4. 資産에 關한 規定   4. 자산에 관한 규정

  5. 理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

定

  6.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

한 규정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

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①社團法人의 定款은 總社員 3

分의 2以上의 同意가 있는때에 

限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다. 

그러나 定數에 關하여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

定에 依한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수(定

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

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

다.

  ②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許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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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財團法

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第40條第1號 乃至 第5

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

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

인의 설립자는 제40조 제1호 내

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

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財團法人의 目的을 達成

할 수 없는 때에는 設立者나 理

事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設立의 趣旨를 參酌하여 그 目

的 其他 定款의 規定을 變更할 

수 있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등의 변

경) 재단법인의 설립자나 이사

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

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

하여 그 목적이나 정관의 다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

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

연한 재산의 권리변동에 등기, 

인도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법

인의 재산이 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

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②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

인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

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출연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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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설립자

가 사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

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이 성

립한 후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에도 이와 같다.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①法人

設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3週

間內에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

설립이 인가된 때에는 3주일 안

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

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

-----.

  1. 目的   1. 목적

  2. 名稱   2. 명칭

  3. 事務所   3. 사무소의 소재지

  4. 設立許可의 年月日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資産의 總額   6. 자산의 총액

  7. 出資의 方法을 定한 때에는 

그 方法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理事의 姓名, 住所   8. 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

등록번호. 다만, 법인을 대표

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밖

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9. 理事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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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制限 에는 그 제한

  <신  설>   10.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

法人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

는 主事務所 所在地에서는 3週

間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 所在地에

서는 同期間內에 前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 分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여

야 한다.

  ②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

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

區域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

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

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면 된

다.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법

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일 안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

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

지에서는 같은 기간 안에 제49

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①法

人이 그 事務所를 移轉하는 때

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

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

서는 同期間內에 第49條第2項

에 揭記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

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

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안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서는 같은 기간 안에 제49조제2

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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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內

에서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第52條(變更登記) 第49條第2項의 

事項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3

週間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

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前3條

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

으로 官廳의 許可를 要하는 것

은 그 許可書가 到着한 날로부

터 登記의 期間을 起算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

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

산한다.

第54條(設立登記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①設

立登記以外의 本節의 登記事項

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

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

이 公告하여야 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이 장

(章)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

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

止) 社團法人의 社員의 地位는 

讓渡 또는 相續할 수 없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

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다

만, 정관에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9 -

        第3節 機關         제3절 기관

第59條(理事의 代表權) ①理事는 

法人의 事務에 關하여 各自 法

人을 代表한다. 그러나 定款에 

規定한 趣旨에 違反할 수 없고 

特히 社團法人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야 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각자 법

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63條(臨時理事의 選任) 理事가 

없거나 缺員이 있는 境遇에 이

로 因하여 損害가 생길 念慮 있

는 때에는 法院은 利害關係人이

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臨時

理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이사

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서 등기하여야 한다.

第70條(臨時總會) ①ㆍ② (생  

략)

第70條(臨時總會)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前項의 請求있는 後 2週間內

에 理事가 總會召集의 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한 社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

일 안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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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第71條(總會의 召集) 總會의 召集

은 1週間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

項을 記載한 通知를 發하고 其

他 定款에 定한 方法에 依하여

야 한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

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

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第73條(社員의 決議權) ①ㆍ② 

(생  략)

第73條(社員의 決議權)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前2項의 規定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6條(總會의 議事錄) ① (생  

략)

第76條(總會의 議事錄) ① (현행

과 같음)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 要

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理事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

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③理事는 議事錄을 主된 事務所

에 備置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

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4節 解散         제4절 해산과 청산

第77條(解散事由) ①法人은 存立

期間의 滿了, 法人의 目的의 達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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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또는 達成의 不能 其他 定款

에 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破産 

또는 設立許可의 取消로 解散한

다.

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

능

  3. 파산

  4. 설립인가의 철회

  5.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

  ②社團法人은 社員이 없게 되거

나 總會의 決議로도 解散한다.

  ②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

유가 있어도 해산한다.

  1. 사원의 부존재

  2.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

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

第78條(社團法人의 解散決議) 社

團法人은 總社員 4分의 3以上의 

同意가 없으면 解散을 決議하지 

못한다. 그러나 定款에 다른 規

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

한다.

  <삭  제>

第79條(破産申請) 法人이 債務를 

完濟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理

事는 遲滯없이 破産申請을 하여

야 한다.

제79조(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신

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

-------------- 이사는 지체없

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解散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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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法人의 財産은 定款으로 指

定한 者에게 歸屬한다.

  ②定款으로 歸屬權利者를 指定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指定하는 

方法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理事 또는 淸算人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 法人의 目的에 

類似한 目的을 爲하여 그 財産

을 處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

團法人에 있어서는 總會의 決議

가 있어야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處分

되지 아니한 財産은 國庫에 歸

屬한다.

第83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

任)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淸算

人이 될 者가 없거나 淸算人의 

缺員으로 因하여 損害가 생길 

念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

權 또는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

임) ① 제82조에 의하여 청산인

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도 제1항과 같다.

第85條(解散登記) ①淸算人은 破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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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

後 3週間內에 解散의 事由 및 

年月日, 淸算人의 姓名 및 住所

와 淸算人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 所在地에서 登記하

여야 한다.

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

임 후 3주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

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

다.

  1.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 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 다만, 법인을 대

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밖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

외한다.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記

에 準用한다.

  ② 제52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

용한다.

第86條(解散申告) ①淸算人은 破

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

後 3週間內에 前條第1項의 事項

을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

다.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

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

임 후 3주일 안에 제85조제1항

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淸算中에 就任한 淸算人은 그 

姓名 및 住所를 申告하면 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제85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신

고하면 된다.

第87條(淸算人의 職務) ①淸算人

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

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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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現存事務의 終結   1. 현존사무의 종결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殘餘財産의 引渡   3. 잔여재산의 양도

  ②淸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하

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사에 관한 이 장(章)의 규

정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청산

인에 준용한다.

第88條(債權申告의 公告) ①淸算

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月內에 

3回以上의 公告로 債權者에 對

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을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

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

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안

에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3

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

다.---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

야 ----.

  ②前項의 公告에는 債權者가 期

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하면 淸算

으로부터 除外될 것을 表示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公告는 法院의 登記

事項의 公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① (생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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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행과 같음)

  ②前項의 境遇에는 條件있는 債

權, 存續期間의 不確定한 債權 

其他 價額의 不確定한 債權에 

關하여는 法院이 選任한 鑑定人

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

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

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

야 한다.

第92條(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

權) 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者는 法人의 債務를 完濟한 後 

歸屬權利者에게 引渡하지 아니

한 財産에 對하여서만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

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양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

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92조의2(잔여재산의 귀속) ①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

다.

  ②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

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

의 인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

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

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사

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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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第93條(淸算中의 破産) ①淸算中 

法人의 財産이 그 債務를 完濟

하기에 不足한 것이 分明하게 

된 때에는 淸算人은 遲滯없이 

破産宣告를 申請하고 이를 公告

하여야 한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

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공

고하여야 한다.

  ②淸算人은 破産管財人에게 그 

事務를 引繼함으로써 그 任務가 

終了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第8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의 公告에 準用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제88조제1항

에 의한 채권신고의 공고와 동

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第94條(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淸算이 終結한 때에는 淸算人은 

3週間內에 이를 登記하고 主務

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일 안에 등기하고 주무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절의2 합병과 분할

제96조의2(합병ㆍ분할) ① 사단

법인은 다른 사단법인과 합병하

거나 복수의 사단법인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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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다른 재단법인과 

합병하거나 복수의 재단법인으

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

진 때에만 할 수 있다.

제96조의3(합병ㆍ분할의 절차) 

① 법인이 합병하는 때에는 합

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총

사원 4분의 3 이상, 재단법인은 

총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

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에 따른다.

  ③ 법인은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제96조의4(합병계약서의 기재사

항) ① 합병할 법인의 한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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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

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

을 위한 회의예정일

  2. 합병을 할 날

  3.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

한 때에는 그 규정

  4.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이

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감

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합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

재할 사항

  2.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

을 위한 회의예정일

  3. 합병을 할 날

  4.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

  5.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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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

항) ①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

재할 사항

  2.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될 재

산과 그 가액

  3.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

  4. 설립되는 법인의 감사를 두

기로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

  ② 분할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

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 이

전할 재산과 그 가액

  2.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항

제96조의6(합병계약서 등의 공

시) ① 법인은 제96조의3제2항

의 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의 2

주 전부터 합병ㆍ분할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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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

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두어야 한

다.

  1.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2. 각 법인의 최종의 재산목록

과 대차대조표

  ②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업무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제1

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

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

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7(채권자보호) ① 법인

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병의 인

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

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공고와 최고의 기간은 2개월 이

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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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

는 때에는 법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

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6조의8(합병ㆍ분할의 등기) 

① 합병의 경우에는 제96조의7

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주일 안에 주된 사무소 및 분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

를,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

를,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안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분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분할 후에

도 계속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

등기를, 분할 후에 신설된 법인

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9(합병ㆍ분할의 효력발

생) 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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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는 법인이, 법인의 분할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제96조의8

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6조의10(합병ㆍ분할의 효과)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

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다.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 전의 법

인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

제96조의11(합병ㆍ분할무효의 

소) ①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

는 각 법인의 사원ㆍ이사ㆍ감사

ㆍ청산인ㆍ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로써만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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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소는 제96조의8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

할에 전속한다.

제96조의12(합병ㆍ분할무효의 등

기) 합병 또는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 소

재지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존

속한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이

나 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회복

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

다.

제96조의13(합병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

담한 채무에 대하여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

인이 취득한 재산은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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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각 

법인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

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

병한 때의 각 법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6조의14(분할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

담한 채무에 대하여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전

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에게 귀

속한다.

제96조의15(판결의 효력) ① 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은 제3자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그 확정 전

에 생긴 법인과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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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罰則         제5절 벌칙

第97條(罰則) 法人의 理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

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

에 處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

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

怠한 때

  6.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 을 해태한 때

  <신  설>   6의2.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파산신청을 해태한 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第7章 消滅時效         제7장 소멸시효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

效) ①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

다.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기간) 

①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

를 안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②債權 및 所有權以外의 財産權

은 2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

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위반

행위와 채무자를 안 때부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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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신  설>   ③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10

년이 지나면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신  설> 제162조의2(그 밖의 재산권의 소

멸시효기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20년 동

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된다.

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

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

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

다.

  1. 利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

한 金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

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

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

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

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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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

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

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

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

에 關한 債權

第164條(1年의 短期消滅時效) 다

음 各號의 債權은 1年間 行使하

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

다.

  1. 旅館, 飮食店, 貸席, 娛樂場

의 宿泊料, 飮食料, 貸席料, 

入場料, 消費物의 代價 및 替

當金의 債權

  2. 衣服, 寢具, 葬具 其他 動産

의 使用料의 債權

  3. 勞役人, 演藝人의 賃金 및 

그에 供給한 物件의 代金債權

  4. 學生 및 修業者의 敎育, 衣

食 및 留宿에 關한 校主, 塾

主, 敎師의 債權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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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5條(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判決에 依

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

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제165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의 소멸시효기간) ① 판결에 의

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②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

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

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

項과 같다.

  ②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

생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의 화해절차, 조정(調

停)절차, 그 밖에 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 생기는 절차에 의하

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

다.

  ③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

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 당시에 변제기(辨濟期)

가 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

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66條(消滅時效의 起算點) ① 

消滅時效는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不作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의 消滅時效는 違反行爲를 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삭  제>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

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

멸시효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69 -

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中斷된다.

제168조(재판상 권리행사 등과 소

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는 다

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

으면 그 진행이 정지된다.

  1. 請求   1. 재판상의 권리행사

  2.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   2. 지급명령의 신청

  3. 承認   3. 제소 전 화해절차, 조정절

차, 중재절차, 그 밖에 판결

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절

차에서의 권리행사

  <신  설>   4.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

인회생절차 참가

第169條(時效中斷의 效力) 時效

의 中斷은 當事者 및 그 承繼人

間에만 效力이 있다.

제169조(소멸시효 정지의 효력)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

효기간의 계산에 넣지 아니한

다.

第170條(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

斷) ①裁判上의 請求는 訴訟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境遇에

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0조(보전처분과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가압류나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정지되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다.

  ②前項의 境遇에 6月內에 裁判   ②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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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한 때에

는 時效는 最初의 裁判上請求로 

因하여 中斷된 것으로 본다.

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第171條(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

斷) 破産節次參加는 債權者가 

이를 取消하거나 그 請求가 却

下된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1조(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소

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혼인이 

종료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

시효가 정지되며, 성년자로 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다.

  ③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능력자의 권

리는 그가 능력자가 될 때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능력자

가 된 때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

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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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조제1항에 의한 가족관계 또

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가지는 

권리는 그가 성년자로 될 때 또

는 그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소

멸시효가 정지되며, 성년자로 

된 때 또는 그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1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다.

第172條(支給命令과 時效中斷) 

支給命令은 債權者가 法定期間

內에 假執行申請을 하지 아니함

으로 因하여 그 效力을 잃은 때

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2조(협의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권리에 대하여 

또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정에 

대하여 협의(協議)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

다.

  ② 당사자 한쪽이 협의를 거절

하거나 3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가 종료된 후 6개월 안

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다.

第173條(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

出席과 時效中斷) 和解를 爲한 

召喚은 相對方이 出席하지 아니 

제173조(최고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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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1月內에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

다. 任意出席의 境遇에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

다.

(催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

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최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완성유예의 효력

은 최후의 최고에 의하여 생긴

다.

第174條(催告와 時效中斷) 催告

는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

産節次參加, 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하지 아니하면 時效中

斷의 效力이 없다.

제17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소멸

시효의 완성유예) 권리자가 불

가항력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第175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

處分은 權利者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法律의 規定에 따르지 아

니함으로 因하여 取消된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5조(제한능력자와 소멸시효

의 완성유예)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제한능

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

우에는 제한능력자의 권리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

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제176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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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

處分은 時效의 利益을 받은 者

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

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상속재

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상

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第177條(承認과 時效中斷) 時效

中斷의 效力있는 承認에는 相對

方의 權利에 關한 處分의 能力

이나 權限있음을 要하지 아니한

다.

제177조(승인과 소멸시효의 재개

시) ① 일부이행, 이자지급,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를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

는 새로 진행된다.

  <신  설>   ② 제1항의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第178條(中斷後의 時效進行) ①

時效가 中斷된 때에는 中斷까지

에 經過한 時效期間은 이를 算

入하지 아니하고 中斷事由가 終

了한 때로 부터 새로이 進行한

다.

제178조(민사집행과 소멸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 ① 민사집행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포함한다)이 신청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

며, 집행이 완료된 때에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②裁判上의 請求로 因하여 中斷

한 時效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

여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새

로이 進行한다.

  ②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에 따른 소멸

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는 모두 

합하여 1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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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③ 민사집행은 소멸시효의 이익

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정지 

및 재개시의 효력이 없다.

第179條(無能力者와 時效停止) 

消滅時效의 期間滿了前 6月內

에 無能力者의 法定代理人이 없

는 때에는 그가 能力者가 되거

나 法定代理人이 就任한 때로부

터 6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소멸시효의 정지, 완성

유예 및 재개시의 상대적 효력) 

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재개시는 당사자와 그의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第180條(財産管理者에 對한 無能

力者의 權利, 夫婦間의 權利와 

時效停止) ① 財産을 管理하는 

父, 母 또는 後見人에 對한 無

能力者의 權利는 그가 能力者가 

되거나 後任의 法定代理人이 就

任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②夫婦의 一方의 他方에 對한 

權利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때로

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

成하지 아니한다.

  <삭  제>

第181條(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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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 破産宣告가 있는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

지 아니한다.

第182條(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

止) 天災 其他 事變으로 因하여 

消滅時效를 中斷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事由가 終了한 때로부

터 1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삭  제>

第183條(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

時效의 效力) 主된 權利의 消滅

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從屬된 

權利에 그 效力이 미친다.

제183조(소멸시효완성의 효력)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익

을 받을 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

성된 경우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第184條(時效의 利益의 抛棄 其

他) ①消滅時效의 利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한다.

제184조(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消滅時效는 法律行爲에 依하

여 이를 排除, 延長 또는 加重

할 수 없으나 이를 短縮 또는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써 배

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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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減할 수 있다. 는 있다.

第197條(占有의 態樣) ①占有者

는 所有의 意思로 善意, 平穩 

및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로 推

定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

는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善意의 占有者라도 本權에 關

한 訴에 敗訴한 때에는 그 訴가 

提起된 때로부터 惡意의 占有者

로 본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

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

자로 본다.

        第2節 所有權의 取得         제2절 소유권의 취득

第245條(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

權의 取得期間) ①20年間 所有

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

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

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

효) ①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

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

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 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

有權을 取得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

第246條(占有로 因한 動産所有權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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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取得期間) ①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

한다.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前項의 占有가 善意이며 過失

없이 開始된 境遇에는 5年을 經

過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

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

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

第247條(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 規定에 依

한 所有權取得의 效力은 占有를 

開始한 때에 遡及한다.

  ②消滅時效의 中斷에 關한 規定

은 前2條의 所有權取得期間에 

準用한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제245조, 제246조에 따른 소유

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

한 때로 소급한다.

  <신  설> 제247조의2(취득시효의 정지 및 

완성유예) ①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재판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는 정지

된다.

  ② 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

용한다.

  <신  설> 제247조의3(점유상실로 인한 취

득시효의 중단) 취득시효는 점

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단된



- 78 -

다. 다만, 점유자가 그의 의사

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

실한 후 1년 안에 점유를 회수

하거나 제192조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  설> 제247조의4(민사집행으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 법원에 민사

집행이 신청된 경우에는 취득시

효는 중단된다. 제178조제3항 

및 제17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第766條(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

時效) ①不法行爲로 因한 損害

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

者를 안 날로부터 3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

여 消滅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의 법

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②不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

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

생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때에

도 제1항과 같다.

  <신  설>   ③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

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

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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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2條(債權者에 對한 公告, 催

告) ①限定承認者는 限定承認

을 한 날로부터 5日內에 一般相

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

여 限定承認의 事實과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

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

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

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

--.

  ②第88條第2項, 第3項과 第89

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

用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

9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046條(分離命令과 債權者等에 

對한 公告, 催告) ①法院이 前

條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의 分

離를 命한 때에는 그 請求者는 

5日內에 一般相續債權者와 遺

贈받은 者에 對하여 財産分離의 

命令있은 事實과 一定한 期間內

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

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제

1045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

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

분리의 명령 있었던 사실과 일

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개월 이상이

어야 ----.

  ②第88條第2項, 第3項과 第89

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

用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

9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80 -

第1056條(相續人없는 財産의 淸

算) ①第1053條第1項의 公告있

은 날로부터 3月內에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管理

人은 遲滯없이 一般相續債權者

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一定

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

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

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

고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

속인의 존부(存否)를 알 수 없

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

개월 이상이어야 ----.

  ②第88條第2項, 第3項, 第89

條, 第1033條 乃至 第103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

다.

  ② 제88조 제2항, 제89조, 제93

조 제3항, 제1033조 내지 제103

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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