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 기의 효 과

【질 문】

형이 1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했다. 형은 아들 하나를 둔 이혼남이고 우리 부모형제

는 형의 빚에 관한 보증을 선 바 없다. 조카가 상속포기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 형

의 빚이 다음 상속순위인 부모와 형제들에게 넘어오는지 궁금하다. 조카의 상속포

기 후 우리 부모형제들도 이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빚 상속이 조카

선에서 그대로 소멸되는지 궁금하다.

【응 답】

명 순 구 / 정 구 태

현행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재산이 소극재

산보다 많은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경우에

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은 채무초과인 상태의 상속재산을 그대로 떠안게 된

다. 그러나 채무초과인 경우에까지 상속재산의 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

문에 1019조에서 위와 같은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자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보면, 질문의 요지는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

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차순위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1)고 판시하였고,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

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들의 손

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 2)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견해대로라면 질문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조카가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1억원의 빚은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질문자의 부모에게 귀속되고, 부모가 다시

고려기간 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빚은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즉

질문자를 포함한 형제자매에 귀속되므로, 역시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고려기

1) 대판 1995. 4. 7. 94다11835.
2) 대판 1995. 9. 26. 95다2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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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민법 제1042조, 제1044조 및 제1027조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결

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는, 민법 1027조와 1044조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된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

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에는 위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3)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라는 견해4)도 있다.

논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제

10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

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요컨대, 질문자의 조카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질문자의 형제자매도 고려기간 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재질 문】

상속개시 있은지 3개월이라 함은 형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부모, 형제 모두가 상

속포기를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카가 3개월 이내에 포기하고, 그 후 부

모가 조카의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 부모의 포기한 날로부터 형제들이 3개월 이내

에 또 포기...이런 식인지 궁금하다.

【응 답】

명 순 구 / 정 구 태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

을 안 날 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

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

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질

문의 경우 2순위 상속인이나 3순위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에는 상속인이 아니고, 각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시점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될 것이다.

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3) 李永武, 先順位相續人들이 相續을 포기하였을 경우 相續財産이 次順位相續人에게 歸屬되

는지 여부, 人權과 正義 1996. 7, 111면 이하; 安榮文, 代襲相續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釜山法曹 15, 1997, 121면도 같은 취지.

4 ) 윤진수, 1990년대 친족상속법판례의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3호, 1999,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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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기 때문에, 고려기간의 기산점이 명확하나, 상속포기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

에게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이 귀속될 경우, 차순위상속인으로서는 선순위상속인이

언제 상속을 포기했는지, 즉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상속포기시점과 고려기간의 기산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

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은 상

속인이 상속개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인 사실을 아는 외에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

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었고5),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

4·25 결정(병합)은, 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

1026조 제2호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

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민법 개정안은 제1019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

한 과실없이 제1항의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

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민법전에서 제거된 민법 제1026조 2호는 그

대로 존치하고 있어 입법기술상 비판의 여지가 있고,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위헌

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그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

로, 고려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를 확정적으로 승계하게 된 상속인의 지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는 애초에 민

법 제1019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할 것을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심판을 제청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실무상으

로도 현재 단순승인의제에 의한 채무상속이 쟁점이 된 수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계

류중에 있고,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추후지정

을 함으로써 미제사건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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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卷 (88.08), 227면 이하.
6 ) 곽종훈, 법정단순승인규정 헌법불합치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1. 6. 25.자, 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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