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 랑스 민 법 의 한 정 승인 제 도

명 순 구

상속의 승인(acceptation )·포기(renonciation )와 관련한 프랑스 민법의 태도는 그

체계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정승인(acceptation sous

bénéfice d ' inventaire)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민법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

다. 다음에서는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검토하

기로 한다.

I. 한정 승인 선택권의 원칙 과 예외

1. 원칙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선택의 원칙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 예외

모든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의무적인 경우

이고, 둘째는, 한정승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상속인이 친권이 해제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제461조1)); 상속인이 피후견성년자인 경우(제495

조2)); 사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제782조). 이 경우 중에서 에 대하여 좀더 부연설명을 하기로 한

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사망한

1) 프랑스 민법전 제4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귀

속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재산이 명백히 소극재산

을 초과하는 때에는 특별결의를 통하여 단순승인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후견

인은 친족회의 허가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귀속한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2) 프랑스 민법전 제49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5조: 미성년후견에 관한 본

권 제10편 제2장 제2관 내지 제4관의 규정은, 자녀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성년

후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에 미성년자에 관한 제

461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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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자신의 고유지위에서 이를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제781조); 그런데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제782

조).

다음과 같은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단순승인(acceptation pure et simple)을 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고의·악의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재산목

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제801조); 상속개시가 있은 때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30년이 경과한 경우(제789조). 의 경우에 대하여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는 프랑스 민법전 제789조를 근거로 한 설명이다. 제7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최장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

산에 관한 최장의 소멸시효기간이 30년이므로(제2262조 참조), 상속개시가 있은 때

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의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된다.

II. 한정승인의 형 식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목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자의 자격으로만 상속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지의 대심지방법원(tribunal de grand d ' instance)3) 서기과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

여야 하며, 한정승인의 신고는 상속포기를 접수하기 위한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

다(제793조). 한정승인의 신고는 그 절차를 정한 법률에서 정한 형식4)에 따라 일정

3) 대심지방법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제1권 인, 법문사, 2000, 47면 참

조.
4 ) 이에 관한 주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96조 상속재산 중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을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요구

되는 물건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의 자격에서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이들 물건에 대한 매각을 실행할 수 있다. 전 항의 매각은 그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게시·공시를 한 후 公署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797조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 및 승인·포기를 위한 의사결정기간 동안에 상속인

은 상속인의 자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 및 승인·포기를 위한 의사결정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그 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이를 부담한다.

제798조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 및 승인·포기를 위한 의사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새로운 유예기간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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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의 허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799조 전 조의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상속재산

의 상태 또는 돌발적인 이의제기로 인하여 그 기간이 불충분하였음을 상속인이 입증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상속인이 이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때

에는 그 비용은 상속인의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800조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행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를 단순승인의 상속인의 자

격으로 선고한 판결이 기판력을 가지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은 제795조에 의하여 인정된

기간 또는 제798조에 따라 법관이 부여한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801조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고의·악의로 상속재산에 속하

는 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킨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802조 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의 이익을 귀속시킨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

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채무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다; 2. 한정승인자의 고유

재산은 상속재산과 혼동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채권변제를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803조 한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

야 한다. 한정상속인은 결산보고의 최고를 받고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

하여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결산이 완료된 후에는, 한정상속인은 잉여재

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제804조 한정상속인은 그에게 의무가 부과된 관리행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만 책임을 부담한다.

제805조 한정상속인은 공서관원이 소정의 게시 및 공시를 한 후에 행하는 경매에

의하여만 상속재산에 속한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한정상속인이 동산을 현물로 제출

한 때에는 그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감손 또는 훼손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제806조 한정상속인은 그 절차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한정상속인은 채권존재의 통지를 한 저당채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07조 채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한정상속인은 재산목

록에 포함된 동산의 가액 및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저당채권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부분을 변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정상속인이 담보를 제공

하지 않은 때에는, 동산을 매각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서 저

당채권자에게 양도되지 않은 부분과 함께 공탁하여 상속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08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한정상속인은 법관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만 변제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 한정상속인

은 채권자 및 수유자의 채권신고에 따라 변제한다.

제809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결산 및 잉여금의 변제가 있은 후에 자신의 채권

을 신고한 채권자는 수유자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 항의 구상권은

결산 및 잉여금 변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10조 봉인을 한 경우에 재상목록작성 및 결산을 위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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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한 성실·정확한 목록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794조).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월 내

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795조 제1항). 또한 상속인은 40일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40일은 재산목록작성을 위하여 부여된 3월이 만

료한 때로부터 기산하거나 또는 재산목록 작성이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된 때에

는 재산목록 작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제795조 제2항).

제795조의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제795조는

제789조와 상치되는 규정이 아닌가? 제789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30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795조에 의하면 한

정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부터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때로부터 40일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법전의 이와 같은 규정태도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종래 학설에서는 프랑스의 한

정승인제도를 매우 상반된 입장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학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30년 내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

다. 5)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는 이론상으로는 798조에 의하여 相續의 承

認 및 抛棄의 權利는 30년(프민 제2262조)으로 소멸되지만, 실제로는 재산목록작성

후의 상속포기나 승인의사 결정에 관한 제795조의 존재로 인해 이 같은 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798조의 규정은 실제적인 의미는 없게 된다. 6)라고 설명하는 것

이 그것이다. 이 두 소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전자가 프랑스 민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제795조와 제789조는 상반된 규정이 아니다. 여기에서 양 규정의 적용범위에 차

이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95조의 3월과 40일의 기간은 상속채권자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7) 그러므로 상

속채권자에 의한 소제기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위한 선택권은 30년

의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5) 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호, 통권

제105호, 187- 188면.
6 )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 비교사법 제4권 제1호,

통권 제6호, 95면.
7 ) M arie GORÉ , J uris - Class e ur Civ il, Art . 793 à 801, P aris , É d . T echniqu e, 1995, n . 37

et s .; Pierre V oirin/ Gilles Goubeaux , M an uel d e D roit Civ il, 16e éd., P aris , L.G.D.J .,

1991, n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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