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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류분제도의 도입과 

고유의 상속법 원리와의 조화*
134)

박세민**

[국문 요약]

일본은 프랑스 학자 브와소나드를 통하여 유럽의 유류분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브와소나드는 당시 프랑스의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매우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

본에 와서는 당시 일본의 관행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自由分과 遺留分으로 나누는 방식이나, 減殺라는 형태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은 

프랑스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본 구민법이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明

治民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프랑스민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의 입법례가 고려되었

고, 현행 일본민법은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상속법은 일본의 전통적 상속관념을 

계승한 것이고, 또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의 일본 사법제도의 현황과 일본인의 법관념

이 투영된 것이다. 즉 유럽 제도의 ｢日本化｣의 산물인 日本 제도인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사법관념이나 상속법의 전통의 차이만큼이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법관념의 차이도 실로 엄청난 것이다. 상속법과 관련하여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받

아들인 유류분제도, 한정승인제도, 재산분리제도와 같은 제도는 근대 이전에는 경험한 바 없

는 낯선 제도이다. 각 제도의 도입에는 적절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유의 법인식이나 현재의 사법관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일본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복현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seamin_park@knu.ac.kr



238   法史學硏究 第58號

학설에서 유래한 프랑스-게르만형과 독일-로마형의 계보적 준별을 통한 해석방식도, 실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외래제도에 관한 이해에 국한된다. 이들 일부 제도는 전체 상속법 체계의 

개별 구성요소로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유류분, 브와소나드민법, 명치민법, 가독상속, 유언의 자유

Ⅰ. 서설

유류분제도는 1960년에 민법이 제정․시행될 당시에는 규정되지 않았으

나, 이후 민법개정을 통하여 1979년부터 시행된다. 제정민법 이전에도 日政 

시기를 통하여 유류분제도의 적용을 경험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제

정 당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호주제 폐지운동과 맞물려 그 

주장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율과정1)에서 여성계의 강력한 주장2)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유류분제도는 일본제도와 비교할 때 구성과 내용면3)에서 서로 비교

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총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우리 유류분 규정은 현행 일본민법 제1028조 이하의 17개

1) 1975.11.14.에 제안된 民法改正案의 내용과 관련하여, 1977.12.16.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서 이도환 의원은, 호주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윤리관과 가족관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고, 다만 그 개정안의 내용 중 여권의 신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의하여 代案이 제기된 것이라고 하였다. 제9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8호 4면. 이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는, 유류분 신설을 비롯하여, 미

혼여성의 상속분,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혼인연령,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부모공동친권행사, 부부

공유재산추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77.12.17. 국회 본회의 통과, 제98회 국회회의록 제23

호, 6~7면.

2) 도입의 구체적인 배경에 관해서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박영사, 2018), 558면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남녀차별 현상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도입이 주장되었다고 하고, 또 일각

에서는 첩이나 내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의 문제이고, 후자는 가산의 유출방지 및 가족구성원 

부양의 문제일 것이다.

3) 일본 유류분제도의 몇 가지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규정과 일대일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관한 규정 및 가액변상에 관한 규정 등은 수용

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한 체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는, 拙稿,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일감법학� 제33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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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문4)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규정내용이 단순하며, 심지어는 일

본 조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외형적 유사성도 쉽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입법상의 모델이 된 일본 유류분제도의 규정

방식과 입법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유류분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일본의 유류분제도는 2006년 

개정전의 프랑스민법과 유사하다는 평가5)가 존재한다. 실제로 일본 유류분

제도의 도입에는 일본민법이 제정될 당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프랑스민법

학자인 브와소나드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민법과

의 유사점으로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만 예시하면, ‘피상속인 재

산’6)7)의 일정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는 규정방식이나, 상속재산에서 자유분

4) 물론 조문의 개수가 제도의 정밀도를 표상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2018(平成30年).7.13.에 공

포(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되며(별도 명령으로 지정), 유언서방식 완화에 관한 것

은 2019.1.13.부터 시행되고, 배우자의 거주권에 관한 것은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별도 명

령으로 지정))된 일본개정민법은 상속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

기에는 배우자 거주권 보호, 유산분할, 유언제도, 상속의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류분제도에서도 遺留分減殺請求權의 金錢債權化라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세부적인 사

항에서 상당한 정도로 손질이 가해졌다. 모두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면에서 개정전 

규정보다 더 축약 내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2019. 7. 13.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글에서 가리키는 현행 일본민법은 개정전 민법을 가리킨다.

5) 윤진수, 위의 책(주2), 557면.

6) 2006년 개정전의 프랑스민법 제9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Les libéralités, soit par actes 

entre vifs, soit par testament, ne pourront excéder la moitié des biens du disposant, s'il ne laisse 

à son décès qu'un enfant; le tiers, s'il laisse deux enfants; le quart, s'il en laisse trois ou un 

plus grand nombre; sans qu'il y ait lieu de distinguer entre les enfants légitimes et les enfants 

naturels(무상처분은 생전처분에 의하든 유언에 의하든, 사망시에 1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처

분자 재산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2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혼중자와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되는 日本民法 제10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兄弟姉妹以外の相続人は、

遺留分と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に相当する額を受ける。

一. 直系尊属のみが相続人である場合 被相続人の財産の三分の一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被相続人の財産の二分の一 ”이라고 하여,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유산 전체에 대한 유류분을 정하는 것으로서, 유류분의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동시에 자유분

을 정하는 것이며, 각자의 개별 유류분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참고로, 개정 프랑스민법 제912조는 “La réserve héréditaire est la part des biens et droits 

successoraux dont la loi assure la dévolution libre de charges à certains héritiers dits 

réservataires, s'ils sont appelés à la succession et s'ils l'acceptent(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가

지고 상속인을 승인한 경우 그에게 어떤 부담도 없이 법률이 귀속을 보증하는 상속재산 및 권리의 

비율이다). La quotité disponible est la part des biens et droits successoraux qui n'est pas 

réservée par la loi et dont le défunt a pu disposer librement par des libéralités(자유분이란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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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류분을 구별함8)으로써 피상속인의 처분대상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든지, 그리고 유류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

이나 증여의 減殺(réduction)를 청구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고, 이로써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로서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자

격을 가지고 있던 근친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독일법과는 외견상 큰 차이가 

있다.

종래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상속분적’ 구성방식을 취하는 

게르만-프랑스형과 ‘상속채권적’ 구성방식을 취하는 로마-독일형의 계통적 

분류가 이루어져왔고, 우리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9)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유류분제도가 외형상 일본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근거에서, 

그간에 일본 학계에서 발전해온 위와 같은 계통적 분류에 관한 견해10)를 그

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제도도 동일한 계통에 속한다고 이해해온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류분제도는 게르만 관습법만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로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모든 범위의 상속인이 아닌, 로마법상의 의

무분권자의 표준적 범위, 즉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으로 한정한 점이나, 유류

분의 비율을 로마법의 義務分이 정하는 방식에 맞춘 점 등은 로마법의 방식

을 절충11)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현행 일본 유류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는 프랑스법뿐만 아니라 독일법 등의 유럽의 다양한 입법례

가 참고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행 일본민법 제1043조의 유류분포기 

의하여 유류되지 않는,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무상처분할 수 있는 상속재산 및 권리의 비율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7) 우리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112조), 이것은 독일 유류

분법의 규정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민법 제2303조 제1항 제2문 “Der Pflichtteil besteht in 

der Hälfte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유류분은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이다).”

8) 주 6)의 프랑스 규정 및 일본 규정 참조.

9) 郭潤直, �相續法�(博英社, 2004), 281면.

10) 伊藤昌司, 相続法(有斐閣, 2002), 364면; 潮見佳男, 相続法第5版(弘文堂, 2014), 300~301면.

11) 伊藤昌司, 위의 책(주10), 366면. 물론 여기에서 伊藤昌司는 로마법을 절충하기는 했으나 그 성질

이나 효력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로 게르만관습법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논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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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독일민법상의 제도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12) 우리 유류분

제도는 이와 같은 일본 유류분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에서 유류분제도 그 자체가 낯선 것

이었던 우리의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온 새로운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 기타 유럽국가의 제도인 유류분제도가 일

본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제도를 수용한 한국사회에서 이 

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유류분제도 도입

1. 일본 상속법의 특색

일본은 최근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상속법의 개혁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2018년(平成30年) 7월 6일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일

부를 개정하는 법률(民法及び家事事件手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13)은 민

법 중 상속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정을 위한 것으로, 같은 해 7월 13일에 공

포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류분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家督相續 제도가 폐

지되면서 관련 부분을 개정한 이래 70여년만의 개정이다. 유류분침해에 대

한 청구권의 성격을 金錢債權으로 규정지은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12) 일본규정이 프랑스식 제도를 기본 체계로 수용한 이상, 독일식의 포기제도를 삽입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견해로, 伊藤昌司, 위의 책(주10), 369면.

13) 일본 法務省 홈페이지의 이 법률에 관한 소개(http://www.moj.go.jp/MINJI/minji07_00222.html 

최종검색일: 2018. 10. 15.)에 의하면, 1980년 이래 상속법 분야에 관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사이에 사회고령화가 진전되고, 상속개시시의 배우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에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배우자의 거주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그 밖에도 유언이용을 촉진하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자필증서유언서의 방식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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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획기적인 변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일본 유류분제도는 원래 전

통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던 제도로서, 근대화시기에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 

특히 이른바 브와소나드민법으로 알려진 일본의 구민법(1890년, 明治23年 공

포. 이하 ‘구민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유럽식 제도이다. 민법의 다른 분

야와 마찬가지로 법전정비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의 영향은 다대한 것이었는

데, 특히 재산법에서는 브와소나드(Gustave Émile Boissonade de Fontarabie, 

1825. 6. 7.~1910. 6. 27.)가 직접 구민법의 起草를 담당함으로써 나폴레옹

법전의 규정과 그 정신을 전달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반면에 가족법 분야

는 일본의 風俗習慣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일본인이 기초하였다. 

그렇지만 기초를 담당한 熊野敏三, 磯部四郎 등은 1873년(明治6年) 브와소

나드가 일본에 온 후 “자연법강의(Cours de droit naturel)”14)를 수강한 자들

이어서, 적어도 구민법 제1초안의 가족법 영역은 브와소나드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브와소나드 저술의 “유류분제도와 그 

정신적․경제적 영향의 역사(Histoire de la réserve héréditaire et de son 

influence morale et économique, 1872)”가 프랑스 學士院賞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유류분제도가 구민법이 기초될 당시에도 그와 같은 전통을 전혀 갖

고 있지 않던 일본에 과감하게 수입된 데에는 브와소나드 개인의 의지와 영

향력이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브와소나드가 일본에 오기 전 프랑스에서 가졌던 상속관념과 일본에 

온 이후의 상속관념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平等 관념

에 기초하여 無遺言 均分相續이 상속제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에, 일본에 온 후에는 일본에 전통적으로 유언을 인정한 법률도 없

었고 관습적으로도 이용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遺言에 관

한 관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유언상속을 원칙의 지위에 두

고서 無遺言相續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두고자 시도하였

다15)고 한다. 遺留分에 있어서도 개인의 독자적인 유류분 관념에 기초하여, 

14) 明治10年에 “性法講義”라는 제목의 책으로 간행되었다.

15) 西希代子, ｢遺留分制度の再検討(8)｣, �法学協会雑誌� 第124巻 第9号(2007), 20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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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자녀들간의 平等한 機會保障에 명확하게 방점을 두었으나, 일

본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이 제도가 自然法原理16)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주장

을 펼치며 제도 자체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 장남

이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여 동생들을 扶養하는 관습이 있음에 주목하여, 

유언 또는 증여로 가족 외부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제한해가는 제도로서 구상하였다17)고 한다. 브와소나드 자신은, 

같은 제도일지라도 법체계에 따라 그 운용에 필요하면서도 적응가능한 나름

대로의 상속의 형태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존재의의도 서로 달리 해야 한다

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유류분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통사회에는 존재하

지 않았으나 이 구민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된 相續抛棄나 限定承認의 경

우는, 유류분의 경우와 달리 그다지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로 도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속의 受諾18)이나 포기와 같은 제도가 당시 일본 사회

에 낯선 제도였음은 물론이고, 家督相續이 주류를 이루는 상속체계상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도 충분하지 않았다.19) 일본 구민법의 상속법 분야의 

기초자인 磯部四郞20)는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條理와 기존의 慣行 사이의 갈

등 내지 모순을 언급하면서, 채무상속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전통적 관습은 

條理에 반하므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교정의 대상이라고

까지 주장21)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리는 브와소나드가 일본법에 전하고자 

16) 西希代子, ｢遺留分制度の再検討(7)｣, �法学協会雑誌� 第124巻 第8号(2007), 1854면에 의하면, 브

와소나드는 자연권으로서의 유류분권의 기초는 “家族의 權利”에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17) 西希代子, ｢遺留分制度の再検討(8)｣, �法学協会雑誌� 第124巻 第9号(2007), 2090~2092면.

18) 구민법에서는 單純受諾, 限定受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명치민법에 와서 承認으로 변경된다.

19) 구민법상 家督相續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財産取得編 제317조 

“相続人ハ相続ニ付キ単純若クハ限定ノ受諾ヲ為シ又ハ抛棄ヲ為スコトヲ得但法定家督相続人ハ抛棄ヲ

為スコトヲ得ス又隠居家督相続人ハ限定ノ受諾ヲ為スコトヲ得ス”

20) 磯部四郞, �民法[明治23年]釋義�, 財産取得編(下)(相續法之部),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87, 100면 

이하.

21) 磯部四郞, 앞의 책, 101~103면에서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서는 안 되며, 상속인의 이익이 되는지는 불문하고도 상속을 통하여 한

층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주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의 권리여야지 의무여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향유할 것인지는 상속인의 임의

의 의사에 달려있어야 하며, 포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법에 의하여 조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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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유럽의 자연법사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실제로 일본 

구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규정은 실제로 나폴레옹민법과 비교할 때 기본적

인 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하면서 개별적인 규정에서 프랑스민법의 규정들을 

재정렬 내지 재배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공통된 내용의 규정을 많

이 가지고 있다.

‘母法’이라는 용어가 일의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의 

민법전 안에서도 유류분제도와 한정승인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

는 서로 다르게 이해되지 않을 수 없다. 限定承認이나 相續抛棄 등의 제도는 

도입 당시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으면서도 이상적인 서구형 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응당 바람직하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遺留

分 제도는 당시의 일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온 戶主․戶籍 제도나 家督相

續制를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해낼 수 있는 제도라는 현실적인 효용성의 측면

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일본 舊民法 및 明治民法의 遺留分 제도에 관하여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2. 일본에서의 유류분법의 도입

1) 일본 구민법의 유류분 규정

구민법상의 유류분 관련규정은 財産取得編 제383조부터 제389조까지로, 

“유증을 할 수 있는 재산의 부분(遺贈ヲ為スコトヲ得ル財産ノ部分)”이라는 표

제 아래에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遺贈에 관한 節의 일부로 규정되

어 있어, 여기에 유언의 방식이나 효력 및 집행에 관한 조문들과 함께 규정

되어 있다. 이 점은 프랑스의 입법방식과도 유사한데, 2006년 개정전의 프랑

스민법상의 유류분 관련규정인 제913조 이하의 조문들은, “생전증여 및 유

언(Des donations entre vifs et des testaments)”이라는 상위 항목의 아래에 

종전의 관습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프랑스민법 제775조 “누구도 자신에

게 부여된 상속을 승인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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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유분 및 감쇄(De la portion de biens disponible et de la réduction)”22)

라는 하위 항목을 구성하며 규정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개정전 프랑스민

법의 제913조23)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자유분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

머지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도 이와 유사하게 

相續財産의 반액까지 유증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財産取得編 제

384조24)). 다만 구민법상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유증할 수 있는 재산과 

상속인에게 남겨져야 하는 재산의 각 부분을 정하는 것에는 家督相續의 특

권을 조성하는 부분을 공제한다(財産取得編 제383조25))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시 보편적인 상속제도인 家督相續 제도의 특수성을 명시한 

점이 프랑스법과의 큰 차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규정의 위치나 表題에서 간단히 이해되는 바로는, 일단 구민법은 프

랑스민법의 예를 참고하였기에 피상속인이 일정한 부분을 “유증”할 수 있다

는 被相續人의 處分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明治民法에 

이르러서 비로소 “遺留分”이라는 용어가 이 제규정의 表題로서 최초로 사용

되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유분과 유류분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양자

간의 실질적인 내용에 큰 차이는 없겠으나,26) 유류분이라는 용어 속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 방점을 두는 

것이기에 相續人의 權利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프랑스민법을 참조

22) 2006년 개정된 프랑스민법은 제3편에서 “증여에 관하여(Des libéralités)”라는 제목의 제2장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2장 제3절의 제목은 “유류분, 자유분 및 감쇄에 관하여(De la 

réserve héréditaire, de la quotité disponible et de la réduction)”로, 제912조부터 제919조의5까지

의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프랑스민법 제913조 “Les libéralités, soit par actes entre vifs, soit par testament, ne pourront 

excéder la moitié des biens du disposant, s'il ne laisse à son décès qu'un enfant ; le tiers, s'il 

laisse deux enfants ; le quart, s'il en laisse trois ou un plus grand nombre(생전의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는, 처분자가 사망시에 자녀를 1인만 남긴 경우에는 그의 재산의 2분의 1,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3분의 1, 3인 이상인 경우에는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4) 財産取得編 제384조 제1항 “法定家督相続人アルトキハ被相続人ハ相続財産ノ半額マテニ非サレハ他

人ノ為メ遺贈ヲ為スコトヲ得ス” 제2항 “家族ノ遺産ヲ相続スル卑属親アルトキモ亦同シ”

25) 財産取得編 제383조 “遺贈ヲ為スコトヲ得ル財産ト相続人ニ貯存ス可キ財産トノ部分ヲ定ムルニハ家

督相続ノ特権ヲ組成スルモノヲ控除ス”

26)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七�,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 7, 商事法務硏究會, 853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246   法史學硏究 第58號

하는 형태로 새로운 서구의 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일본인의 감각에 

비추어볼 때에는 역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보다는 相續人 보호, 나아가 

家의 유지를 위해 할당된 일정한 분량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더 강력하게 인

식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프랑스민법과 비교할 때 구민법상의 제도는 다

소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유류분제도의 취지 내지 존재의

의에 있어서, 나폴레옹민법이 제정될 당시인 19세기 초만 해도 유류분제도

의 의의로서 扶養이라는 목적이 주요한 지위를 차지했지만, 브와소나드가 연

구활동을 펼칠 당시인 19세기 말의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家의 維持와 財産

의 保存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브와소나드는 일

본에 와서 이와 달리 유류분제도의 기능으로서 扶養이라는 측면을 특별히 강

조했다고 한다.27) 그리고 이것은 家督을 담당하는 戶主의 일차적 의무가 가

족구성원의 부양에 있었다는 점과도 쉽게 호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민법에는 자녀의 수에 따른 유동적 유류분 비율28)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민법은 고정비율방식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민법에 

비하여 자유분도 확대되었다. 나아가 프랑스민법의 경우 증여와 유증이 모두 

유류분 감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29) 구민법에서는 증여를 그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30) 이것은 처분의 자유, 즉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한 브와소나드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31)되고 있다. 그

밖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家督相續이라는 일본 특유의 제도에 부합하는 제

도를 이루어야 했다.

구민법의 가족법 분야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기초한 磯部四郎는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일본사회에서 일

27) 西希代子, ｢遺留分制度の再検討(9)｣, �法学協会雑誌� 第124巻 第10号(2007), 2319면.

28) 주23 참조.

29)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920조 “Les disposition soit entre vifs, soit à cause de mort, qui excéderont 

la quotité disponible, seront réductibles à cette quotité lors de l'ouverture de la succession”

30) 財産取得編 제386조 “遺贈ヲ為スコトヲ得ル部分ヲ超過スル遺贈ハ之ヲ其部分マテニ減殺ス” 후술하

는 바와 같이 명치민법에 와서 증여에 대해서도 감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31) 西希代子, ｢遺留分制度の再検討(9)｣, �法学協会雑誌� 第124巻 第10号(2007), 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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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유지 및 자손의 생업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유증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실제로 매우 드물겠지만, 개인적인 애정관계에서나 또

는 재산의 현상을 오인함으로써 상당하지 않은 정도의 유증을 할 우려가 있

어32)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민법 財産取得編 제384조33)는 

法定家督相續人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반액만을 다른 자에게 유증할 수 

있으며, 또 法定家督相續人이 없더라도 가족의 유산을 상속하는 비속친이 있

는 경우에 반액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가 불가

능한 法定家督相續人(구민법 財産取得編 제317조34))의 경우는 물론이고, 만

일 피상속인인 호주가 아들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러 그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유증하였다면 指定 또는 選定된 家督相續人35)으로서도 

재산이 거의 없는 이름뿐인 상속을 受諾하게 될 것이므로, 家名을 유지하며 

제사를 받들고 또 일가의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모든 종류의 家督相續人을 위해 남기는 것은 “公序”에 관계되는 

것36)이라고 설명하였다.

프랑스민법이나 구민법이 유류분제도를 公序(l'ordre publique)에 관한 것

으로서 이해하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

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유류분제도는 공

동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확보시킴으로써 個人主義와 平等主義를 담

보하는 제도로서 기능해온 반면에, 일본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家를 유지시킴으로써 그 구성원의 扶養 및 생활보장을 담당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프랑스의 제도를 모델로 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 취지나 형태는 전

적으로 ‘日本化’를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진, 이른바 ‘기획된 법계수’에 해당

32) 磯部四郎, �民法相続編講義, 講法会第3期 法律政治講義録�(明治法律学校講法会, 1895), 460면.

33) 주24 참조.

34) 財産取得編 제317조 “相続人ハ相続ニ付キ単純若クハ限定ノ受諾ヲ為シ又ハ抛棄ヲ為スコトヲ得但法

定家督相続人ハ抛棄ヲ為スコトヲ得ス又隠居家督相続人ハ限定ノ受諾ヲ為スコトヲ得ス”

35) 財産取得編 제295조의 法定 가독상속 순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편 제299조, 제300조의 指定 가독

상속인, 그리고 제301조의 選定 가독상속인 규정 참조.

36) 磯部四郎, 앞의 책, 1895,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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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명치민법

에도 그대로 계승37)된다.

2) 명치민법상의 변화

프랑스민법을 주된 모델로 삼은 구민법과 이후에 다른 입법례까지도 고려

한 명치민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단 민법의 편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기에 유류분에 관한 조항들의 위치에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

으며, 이에 유류분제도는 우리 민법의 편제처럼 상속법의 가장 마지막에 자

리하게 된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遺留分”이라는 용어가 이때 최초로 

등장한다. 그리고 조문의 수에서도 구민법에서 7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명치민법은 17개의 조문을 두고 있어, 그 규정의 상세함에서는 비교

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민법에서는 遺贈만 감쇄38)할 수 있었던 반면, 명치민법은 贈

與도 감쇄할 수 있는 것(제1031조)으로 하면서 증여의 감쇄 방법에 관한 일

련의 규정39)을 갖춘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증여를 감쇄의 대상으로 삼으면

서도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간 제한을 둔 것은 독일민법 

제2초안을 참고한 결과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40)

37) 水野紀子, ｢日本相続法の形成と課題｣, �相続法の立法的課題�(水野紀子 編著)(有斐閣, 2016), 12면

은, 명치민법의 기초자들이 엄격한 평등의 요청을 실현하는 유류분제도를 계수하기는 하였지만, 

유류분 이념과는 상반되는 家督相續이라는 一子相續制度를 창설하면서 유류분제도가 의미하는 바

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한다.

38) 財産取得編 제386조 “유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유증은 그 부분까지 감쇄한다(遺贈ヲ為

スコトヲ得ル部分ヲ超過スル遺贈ハ之ヲ其部分マテニ減殺ス).”

39)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하는 규정인 현행 일본민

법 제1030조 외에도, 증여와 유증의 감액 순서에 관한 제1033조, 증여의 감액 순서에 관한 제1035

조, 수증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에 관한 제1036조, 수증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 부담에 관한 제

1037조, 부담부 증여에 관한 제1038조, 불상당한 대가의 유상행위에 관한 제1039조, 수증자의 증

여목적물 양도에 관한 제1040조.

40)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七�,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 7, 862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독일민법 

제2325조 제3항(“Die Schenkung wird innerhalb des ersten Jahres vor dem Erbfall in vollem 

Umfang, innerhalb jedes weiteren Jahres vor dem Erbfall um jeweils ein Zehntel weniger 

berücksichtigt. Sind zehn Jahre seit der Leistung des verschenkten Gegenstandes verstrichen, 

bleibt die Schenkung unberücksichtigt. Ist die Schenkung an den Ehegatten erfolgt, so beginnt 

die Frist nicht vor der Auflösung der Ehe.”) 참조.



일본 유류분제도의 도입과 고유의 상속법 원리와의 조화   249

그렇지만 명치민법의 입법과정에서 기초자41)도 밝힌 바 있지만, 유류분의 

법리는 각국의 친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산의 분배라는 일반적인 경

제상의 필요와도 큰 관계성을 가진다. 구민법에서는 주로 프랑스법이 참고가 

되었지만, 명치민법에 와서는 프랑스법뿐만 아니라 로마법, 영미법, 독일법 

등 다양한 법제를 조사하여 입법에 참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렇지만 일본에는 특유한 상속법제인 家督相續과 같은 것이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독일법에서와 같은 상속인지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

법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어느 특정한 

입법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기 어렵다.

명치민법의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비율을 고정식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다

른 무엇보다도 家督相續人의 주요한 임무가 가족의 扶養에 두어져 있는 이

상 이 제도를 유지하기에 유동적 비율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42)이 있

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류분 비율에 있어서도 구민법과 다르지 않은데, 法定 

家督相續人의 경우에 피상속인 재산의 2분의 1로 하고, 기타 가독상속인의 

경우는 3분의 1로 하였다. 심의과정에서 가독상속인이 아닌 차남 이하의 자

녀에게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이 주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유분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 유류분의 범위는 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유류분 비율도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43)이 있었던 반면에, 가독상속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분

의 1 이상이 되어도 괜찮다는 의견44)도 있었다. 영미국가처럼 유류분이 아

예 없다면 모르지만 유류분을 인정하는 국가라면 반분 정도는 반드시 인정하

고 있다는 기초위원의 의견45)에 수긍하였기 때문인지 원안대로 이 2분의 1 

41) 法典調査會, 위의 책, 850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42) 法典調査會, 앞의 책, 855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43) 法典調査會, 앞의 책, 854~855, 858면의 尾崎三良의 발언.

44) 法典調査會, 앞의 책, 858면의 三浦安의 발언.

45) 法典調査會, 앞의 책, 857~858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여기에서 법정상속인으로서 얻을 수 있었을 

부분, 즉 법정상속분의 반액을 유류분으로 얻게 되는 독일민법의 예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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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유지된다. 그밖에 구민법에는 없던 直系尊屬과 配偶者에 대해서도 遺

産相續人으로서 처음으로 유류분이 인정되었고, 직계비속의 경우는 피상속

인 재산의 2분의 1이지만,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피상속인 재산의 3분

의 146)로 정해졌다.

구민법과의 차이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贈與도 감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여러 입

법례가 언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가령 영미법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 유류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프랑스법계에서는 유증은 물론

이고 증여도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감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피상속인의 처분의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셈이다. “遺留”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피상속인의 死亡 시점을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47)과 브와소

나드가 이 제도를 제안할 당시의 논의가 생존 중의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일 증여에 대한 유류분감쇄를 인정할 경우 거래안전을 위

협할 수 있다는 점48)을 언급하며 증여의 포함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기초위원들은 증여가 유류분감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유

류분제도 자체의 존재의의가 훼손49)된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유지한다. 그러

면서도 피상속인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기에 절충적 제도를 고안50)하였다

고 하며, 기간적 측면과 의사적 측면에서의 제한을 시도한다. 즉 상속개시전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와, 또 유류분을 해할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한 증여를 감쇄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2초안을 참고하였음을 밝혔다. 그리

고 이 규정방식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민법 제1114조).

구민법에서는 유증만 감쇄하였기에 명치민법에서는 贈與의 감쇄에 관한 

46) 현행 일본민법 제1028조는 직계존속만 상속인인 경우 3분의 1, 그 이외에는 모두 2분의 1으로 규정.

47)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七�,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 7, 854면의 尾崎三良의 발언.

48) 法典調査會, 위의 책, 864면의 尾崎三良의 발언.

49) 法典調査會, 앞의 책, 862면의 富井政章; 865면의 梅謙次郎의 발언.

50) 法典調査會, 앞의 책, 862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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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현행 일본민법 제1035조51)에 규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조문, 즉 여러 개의 증여 사이의 감쇄순서에 관한 것인데, 나중

의 증여로부터 순차적으로 앞서 이루어진 증여로 감쇄가 이루어진다는 조문

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923조52)를 모델

로 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遺贈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프랑스민법53)

과 마찬가지로 구민법 財産取得編 제388조도 유증의 가액에 비례하여 감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명치민법에 와서 프랑스민법을 참고하여 약간

의 수정을 가하였다. 명치민법에서는 유증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규정하면서

도,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927조54)를 참고하여 遺言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기초위원

도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公益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유언자의 의

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51) 이것에 상응하는 조문, 즉 수차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감쇄순서에 관한 것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윤진수, 위의 책(주2), 580면은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해석상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전경근,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

류분의 산정을 중심으로｣, �家族法硏究� 第32卷 2號(한국가족법학회, 2018. 7), 359면은, 당해 규

정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하고, 같은 글, 361~362면에서

는 여러 개의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유증과 증여의 합산액을 기초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52)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923조 “Il n'y aura jamais lieu à réduire les donations entre vifs, qu'après 

avoir épuisé la valeur de tous les biens compris dans les dispositions testamentaires; et lorsqu'il 

y aura lieu à cette réduction, elle se fera en commençant par la derniére donation, et ainsi de 

suite en remontant des derniéres aux plus anciennes(유언에 의한 처분에 포함된 모든 재산의 가

액을 감쇄한 후에야 생전증여를 감쇄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감쇄가 있는 경우, 최후의 증여에

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독일민법 제2329조 제3항

(“Unter mehreren Beschenkten haftet der früher Beschenkte nur insoweit, als der später 

Beschenkte nicht verpflichtet ist.”)도 참조.

53)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926조. 그러나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七�,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 7, 

876면의 富井政章의 발언에 의하면, 유증의 감쇄를 인정하는 나라는 모두 이처럼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54)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927조 “Néanmoins, dans tous les cas où le testateur aura expressément 

déclaré qu'il entend que tel legs soit acquitté de préférence aux autres, cette préférence aura 

lieu; et le legs qui en sera l'objet ne sera réduit qu'autant que la valeur des autres ne remplirait 

pas la réserve légale(그러나 유언자가 어떤 유증이 다른 유증보다 우선적으로 이행되기를 원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유증은 다른 유증의 가액이 

유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가 아니면 감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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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상응하는 한국민법 제1115조 제2항에는 일본민법에서와 같은 단

서가 붙어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입법적 고려가 작용한 것인지 명

확하지 않지만, 일본민법의 기초위원이 의식한 대로 유류분 조항에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으려 의도했을 수도 있을 것이

라고 추측된다.

그밖에도 구민법에 없던 다양한 규정들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수증자의 과실반환의무(현행 일본민법 제1036조)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

리아, 스페인 등의 규정을 모방한 것55)이라고 한다. 또 수증자로서 감쇄청구

를 받은 자가 무자력이기에 생기는 손실은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현행 일본민법 제1037조)은 프랑스 법문에는 규정이 없던 것이다. 다만 수

증자 부담설, 유류분권리자 부담설, 분담설 등이 학설로서 다투어지고 있었

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명문화해두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56) 나

중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감쇄를 청구하였으나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에 먼저 이루어진 증여의 수증자가 그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 상당하지 못한 유상행위를 증여로 본다는 현행 일본

민법 제1039조은 어느 입법례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인데, 자칫 규정을 남용

할 위험도 있으므로57)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고 한다. 수증자가 증여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대가변상에 관한 규정(현행 일본민법 제1040조)도 

프랑스 등의 다른 입법례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규정이라고 하였다. 일본민법 

전반에 걸쳐 중시되고 있는 去來의 安全과 善意의 第三者 保護를 위한 것이

라고 한다.58) 감쇄청구권 행사의 기간제한에 관한 규정(현행 일본민법 제

1042조)이 신설되었는데, 구민법의 경우 증여를 감쇄대상으로 하지 않았으

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30년을 규정

55)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七�,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 7, 877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56) 法典調査會, 위의 책, 878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57) 法典調査會, 앞의 책, 878~879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58) 法典調査會, 앞의 책, 879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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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지만 너무 장기이므로 10년으로 단축한 것이고, 또한 감쇄대상을 

인식한 때로부터 1년간이라는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을 참고하

여 그처럼 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59) 이상의 규정 중 이 기간제한에 관한 

규정은 우리 법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종래 일본제도의 특징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던 價額辨償請求權은, 구민법

의 제1초안에 있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당시 프랑스민법의 규

정방식을 의식한 이유에서인지60) 실제로 구민법에서는 삭제되었고, 명치민

법에서 다시 부활한다. 역시 일본민법 전반에 걸쳐 크게 의식되며 중시되고 

있는 거래안전과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가액반

환에 관한 것은 최근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상 원물반

환을 대신하여 유류분감쇄의 원칙적인 형태로 자리하게 된다.

3) 일본제도와 프랑스제도의 비교

프랑스와 일본의 상속법이 최근에 각각 개정을 이루어 유류분제도에서도 

외형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일본제도가 프

랑스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기에 두 국가의 제도를 상호 비교

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각각 

상이한 상속법 전통 위에 구축되었기에 기본적인 상속법 체계상의 차이는 물

론이고, 실질적인 체계 운용의 측면에서도 고유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프랑스상속법의 특징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masse 

partageable)’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61)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증

여는 返入(rapport62))을 통하여 잔존재산과 합산되어 자유분 및 유류분의 산

59) 法典調査會, 앞의 책, 883면의 富井政章의 발언.

60) 西希代子, ｢遺留分制度の再検討(9)｣, �法学協会雑誌� 第124巻 第10号(2007), 2320면.

61) 松川正毅, ｢フランス法における遺留分｣, �相続法の立法的課題�(水野紀子 編著)(有斐閣, 2016), 241면.

62) Leroyer, Droit des successions(Dalloz, 2009), p.338. 李鳳敏, ｢프랑스法上 遺留分 制度 - 2006年 

6月 23日 改正 프랑스 民法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8), 28면은 “상속조정”

으로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持戻し”로 표현하는데, 일본의 持戻し(모치모도시)는 우리 법

상의 “특별수익의 반환”에 상응하는 것이다. 프랑스법상 rapport의 경우에는 일단 증여재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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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재산(messe de calcul63))이 된다.64) 즉 상속재산은 증여 등 무상

처분의 가상의 합산(réunion fictive)65)으로 팽창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자

유분과 유류분의 범위가 파악될 수 있다.66) 한편 프랑스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합유 개념을 채택하지는 않으나 자유로운 상속재산 처분에 상당한 제

약이 되는 不分割遺産共有(indivision)의 개념을 기초로 하며, 이것은 유산분

할 절차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프랑스 상속법의 기제는 이 유산분할, 즉 상속재산의 분할이라는 절차에 집

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할의 절차는 공증인의 

주도로 진행되는데, 특별수익의 계산도, 유류분감쇄청구도, 모두 이 절차 내

에서 일률적,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67)고 한다.

프랑스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자유분과 유류분으로 개념상 나뉘어 있으

므로,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이 자유분으로부터의 처분인지, 유류분으로부터

의 처분인지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무상처분이 어느 쪽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충당(imputation68))’이라고 한다.69)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返入이 면제된 것과 면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통상의 것은 면제되

지 않은 형태이다. 유증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프랑스민법 제843조). 반입이 

면제되지 않은 증여는 먼저 유류분에 충당된 후 자유분에 충당되고(프랑스민

법 제919조의1), 면제된 증여와 유증은 자유분에 충당된다(프랑스민법 제

919조의2 제1문). 이 자유분에 충당되는 반입이 면제된 증여와 유증이 유류

분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減殺의 대상이 된다(프랑스민법 제919조의2 

제2문). 결국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에 관한 제도로서의 ‘返入’과 ‘유류분 減殺’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에 반입하는 것이며, 그 후에 일련의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조정이 이

루어지므로, 이것은 “返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63) Leroyer, 앞의 책(주62), p.390.

64) 松川正毅, 앞의 글(주61), 244면.

65) Leroyer, 앞의 책(주62), p.391.

66) 松川正毅, 앞의 글(주61), 243~244면.

67) 水野紀子, 앞의 글(주37), 12~13면.

68) Leroyer, 앞의 책(주62), p.395.

69) 松川正毅, 앞의 글(주61),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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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행사의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데, 전자는 相續人에 대

한 무상처분에만 문제되고, 후자는 상속인이든 제삼자이든 처분의 상대방에 

제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프랑스법상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자유분의 범위 내이어서 返入의 대상도 減殺의 대상

도 되지 않는 것, ② 자유분을 넘은 처분으로서 유류분 減殺의 대상이 되는 

것, ③ 자유분의 범위를 넘은 처분으로서 返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분 범위 내의 처분을 인정함으로써 被相續人의 무상처분의 自由가 인정

되고, 반입과 유류분 감쇄를 통하여 相續人 간의 平等이 실현되는 것이다.

일본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자유분과 유류분의 구별체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증여의 반입이나 공증인 하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재산분

할 절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가령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잔존재산이 있었고, 또 생전에 상속

인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은 통상의 증여이므로 返入, 즉 

rapport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사망시의 잔존재산에 返入된 재산은 다

른 구별 없이 합산되어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그런데 일

본법에 의하면 이 경우는 유류분감쇄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70)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잔존재산은 없고 자유분에 충당되는 무

상처분, 즉 유증이나 반입이 면제된 증여로서 전재산이 상속인 한 사람에게 

처분되어 있는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는 자유분에 충당되므로, 자유분

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유류분 감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71)

사실 프랑스 상속법 체계에는 게르만 관습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적 전통을 

계승한 것도 적지 않다.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제도적 연원이 존재

하는데, 가령 遺産占有와 같은 것이 있다. 시민법상의 상속(hereditas)을 교정

하는 역할을 하는 법정관법상의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72) 중에 父權

70) 松川正毅, 앞의 글(주61), 250~251면.

71) 松川正毅, 앞의 글(주61), 252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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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除로 家父長權 밖에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지도 않고 제외되지도 않은 

채 간과(praeteritio)된 자녀에게 인정되는 反유언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contra tabulas)의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相續分에 상응하는 정도

의 유산이 주어지는데, 이 유산점유는 collatio bonorum73), 즉 유산분할대상

인 재산으로 자기 재산74)을 返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밖에도 배륜적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背倫遺言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75)의 

경우 그 배륜성 판단에 고려되었던 무유언상속분의 4분의 1이라는 비율

(quarta Falcidia76))과 같은 기준이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542년 칙령

(Novellae Justiniani 115)에 나오는 의무분보충소권(actio ad supplendam 

legitimam)77)과 같은 것들은 현대 유류분제도의 기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에 특정의 외래 제도가 단기간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이 되는 

법전통에 관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明治 시기에 이루어진 각종의 법계수는 實定法 規定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실질적 운용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이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와 같은 것도, 프

랑스에서는 공증인의 주도로 포괄적이면서도 일괄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지

만, 일본에서는 공증인제도와 같은 법문화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78)

72) 유산점유에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無유언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intestati), 유언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依유언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secundum tabulas), 유언은 있지만 유언

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른 상속효과를 인정하는 反유언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contra 

tabulas)가 있다. D.37.1.6.1

73) D.37.6.1

74) 부권면제된 子는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재산능력을 얻고 또 자기 고유의 재산을 받았다.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 Das Altrömische, das Vorklassische und Klassische Recht, 

1.Abschnitt(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1). p.731.

75) D.5.2; C.3.28; Inst.2.18

76) 이것은 기원전 40년에 제정된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을 참고한 것인데, 이 법은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인”을 유증에 부가된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상속인지정을 

받지 못한 근친자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의 기원이 되는 각종 제도들과는 구별된다.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 Das Altrömische, das Vorklassische und Klassische Recht, 1.Abschnitt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1). p.670, p.711.

77) 법정상속분의 4분의 1인 유류분에 부족한 가액을 보충하는 소권.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 Die Nachklassischen Entwicklungen(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5), p.519.

78) 水野紀子, 앞의 글(주37),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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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으로는 유사한 제도일지 모르지만 그 제도를 수용하는 주체가 당해 

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상의 차이도 양국 제

도 상호간의 거리감을 부각시킨다. 독일민법과 달리 프랑스민법은 유류분제

도를 公序의 문제로 이해해 왔으며, 일본의 경우도 도입 당시에는 마찬가지

로 公序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公序의 구

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명치시기에 일본민법에 

안착할 수 있었던 유류분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상속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개정을 겪으면서 별도의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 상속법 

분야에서 家督相續 제도가 폐지되고 遺産相續만 남게 되면서, 유류분법에서

도 家督相續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유류분제도는 개별 유산상속

인들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확보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이때 유류분포

기제도가 신설된다. 이하에서는 유류분포기제도를 비롯하여 현재 일본의 유

류분법 운용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유류분제도 약화의 움직임

앞서 언급한 대로 遺留分抛棄 제도는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현

행 일본민법 제1043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전에 유류분포기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류분권의 약화로 평가될 수 있는 

이 규정 신설의 의의로서, 당시 家督相續制가 폐지되고 均分相續制가 채용되

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 이를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고, 그런 이

유에서 유류분 포기를 통하여 유언에 의한 가족주의적 재산승계의 유지를 가

능하게 하고자 했다는 평가79)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함으

로써 家産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지

만 그 입법배경이 어떠하든 이 사전포기 제도에 의하여 유류분제도는 公序의 

제도80)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유류분권리자 個人의 權利로서의 의미를 가

79) 伊藤昌司, 앞의 책(주10), 369면.

80) 伊藤昌司, 앞의 책(주10), 369면은 이것에 관하여 보통의 나무에 대나무를 접붙이는 형태로 삽입되

었다는 식으로 비유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프랑스법에서 유류분권은 l'ordre publique, 즉 “公序”

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단독의사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유류분권이 있는 추정상속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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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게 된 점은 결코 부정하기 어렵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상호 갈등관계에 있는 것

으로, 遺言이 개인의 소유권을 보완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제도로 인식되는 

것에 비하여, 遺留分이나 法定相續制는 가족주의적인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와 달리, 遺言이라는 것이 개인주의적 논리를 따르

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被相續人의 意思를 매개로 하여 家産의 散逸을 

防止하거나, 피상속인의 뜻을 거스르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가족이나 친족

집단 내에서의 피상속인의 권력이나 구심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그것에 조력

하는 지극히 家族主義的 制度로 평가하면서, 오히려 相續人간의 평등을 원

칙으로 하는 法定相續制度 쪽이 피상속인 사후의 재산관계를 個人主義化한

다고 보는 견해81)도 있다. 프랑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수요 또는 상속인간의 평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프랑스제도를 

수용한 일본의 경우에는 고유의 家督相續制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이용되기

도 했다. 유산상속으로만 운영되는 현행 일본 상속법제 하에서는, 오히려 유

류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편이 遺言의 自由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

각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로마법상의 의무분, 즉 legitimum제도의 후신

인 독일법상의 유류분제도의 성격을 일본 유류분제에 투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82)가 나오기도 한다. 일본 특유의 가족주의적 관념이 작

용한 것이라고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류분감쇄로 인한 반환청구권

의 금전채권화도 그와 같은 경향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의 재판례에서는 유류분제도의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확인되

고 있다고 한다. 일본 재판례에서 유류분 감쇄 청구는 보통 피상속인의 노후

에 의해서도 상속개시전에 유류분권을 포기하거나 제한 또는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프랑스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체계구조상 이와 같은 포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정합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1) 伊藤昌司, 앞의 책(주10), 363면. 여기에서는 프랑스민법전의 유류분은 이와 같은 법정상속과 연결

지어 개인주의․평등주의를 담보하는 제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법과 비교하여 훨씬 개인주

의․평등주의의 원칙이 강조되는 프랑스 상속법에서 유류분제도가 公序(l’ordre publique)로 생각

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한다.

82) 伊藤昌司, 앞의 책(주10),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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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돌보고 있었거나 그와 동거하던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시키거나, 또는 불

화중이거나 관계가 소원한 자 또는 혼외자나 전혼관계에서의 자녀를 상속에

서 제외시킨 경우에 제기된다. 그런데 이들 재판례를 분석해보면, 피상속인

의 불합리한 유언에 대하여 유류분 減殺를 통하여 상속인들간의 평등이나 생

활보장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의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

다는, 오히려 피상속인 신상보호 등의 공헌이나 피상속인과의 관계성 등 다

양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처

분의 의사결정을 유류분제도가 방해한다는 “마이너스 의미”를 띠는 쪽이 많

다는 결론83)이 나오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감쇄청구권의 權利濫用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재판례84)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가 오랫동안 불화하고 소원한 관계였다는 이

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의 유류분제도는,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상

황을 고려하여 자기 재산의 적절한 처분을 실현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유언

이나 생전증여를 방해하는 유류분권리자의 획일적인 권리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마이너스적 의미”85)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98년(明治31년) 明治民法이 제정된 이후 120년, 그리고 유류분포기제

83) 青竹美佳, ｢遺留分制度の意義について ー裁判例の分析似寄る一考察｣, �相続法の立法的課題�(水野

紀子 編著)(有斐閣, 2016), 232면.

84) 名古屋地裁 昭和51年 11月 30日 判決(피상속인이 입양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25년

간 교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유류분감쇄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 인정), 仙台高裁 秋田

支部 昭和36年 9月 25日 判決(사실상의 파양상태였던 양자가, 피상속인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고 

부양을 한 다른 양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한 사안에서 권리남용 인정), 東京高裁 平成4年 2月 

24日 判決(피상속인이 장녀에게 토지를 유증하여는데, 장남, 삼남이 유류분감쇄청구권을 행사하였

다. 이전에 피상속인은 이들과 사남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것

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것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유

류분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류분감쇄청구를 인정하면 장녀에게는 가

액변상할 자력이 없어 토지 등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어 예상하지 않은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고, 이에 권리남용 인정)

85) 青竹美佳, 앞의 글(주83),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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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신설를 비롯한 대대적인 상속법의 개정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

서 실현되고 있는 유류분제도의 개혁은 이와 같은 유류분 약화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유럽식의 상속법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遺言의 自由의 확보와 상속재산에 관한 去來의 安全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상속법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본모델을 기초로 하여 도입한 우리 유류분제

도는 유언의 자유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Ⅲ. 상속법 원리와의 조화

1. 유언의 자유와의 관계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하나의 경제단위를 구성하면서 그 기본재산을 경

제활동의 근간으로 삼는 이상, 가산의 자의적인 처분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亂命이라는 것은 죽음이 임박하여 정신이 혼미할 

때에 하는 유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

데,86) 불공평한 분재나 신분질서의 위반, 사기나 강박, 상속법규의 위반 등

이 문제되었다87)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의 존재는 조선시대에 유언

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유언의 자

유는 법령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는데, 경국대전 刑典 私賤條, 田宅條는 

각각 노비와 부동산에 관한 균분상속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文記를 통한 상

속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상속은 크게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재산의 분배, 즉 分財와, 사후의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로 나뉘는

데,88) 文記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각종 분

86) 申榮鎬, �朝鮮前期相續法制: 朝鮮王朝實錄의 記事를 중심으로�(세창출판사, 2002), 276면.

87) 申榮鎬, 위의 책(주86), 277면.

88) 최병조․이상훈, ｢經國大典과 유언의 자유｣, �서울대학교 法學� 제59권 제2호(서울대학교, 2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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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財主가 원래 상속하고자 했던 내용과 

그것이 수록되어 있는 문서의 유무였다89)고 한다. 財主의 상속방침을 존중

한다는 법과 관습이 강력하게 적용된 결과90)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상속인이 법정되어 있고 혈손 이외의 타인에게 재산을 줄 수 

없게 하는 것, 즉 “孫外與他”가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heredis institutio)이 가능한 로마에 비하여 유언의 자유가 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유류분제도나 배륜유언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

처럼 일단 발효한 유언의 효력을 교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유언의 자유가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장된 사회였다고 평가91)되기도 한다. 현재도 법정상속제와 유언의 자유의 

대립관계에서 법정상속제에 비하여 유언의 자유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

장92)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중, 대습상속인이 대

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그 증여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한 판결93)에서,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 유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지속적

으로 의구심이 제기되어왔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상속사안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제

도가 상속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면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

89) 문숙자, ｢상속 분쟁 - 법과 도덕 사이에서 유지된 균형｣,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한국고문서학

회 지음)(역사비평사, 2013), 170면.

90) 申榮鎬, 위의 책(주86), 278면 이하에 소개된 조선왕조 세종 시기의 기록에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

재 과정에서의 다툼이 소개되는데, 결국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으로 내렸다는 

사료가 있다.

91) 최병조․이상훈, 위의 글(주88), 34면.

92) 윤진수, 위의 책(주2), 577면은 상속법의 기본원칙인 유언의 자유와 친족상속의 원리를 비교한다

면, 유언의 자유가 조금 더 중요하고 친족상속의 원리를 그에 대한 제한에 불과하다 한다.

9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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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유류분제도의 운용방식

상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94)나 개별 상속인의 要扶養의 정도와 

같은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는 방식을 포함하는 법개정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사실 민법의 재산법 영역은 소유권 절대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리능력자 상호간의 재화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이 다양한 근거를 들어 소유권 내지 재산권을 제한해가

고 있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상속재산의 분배와 귀속이 문제되는 시점에는 

더 이상 권리능력자가 아닌 자의 생전의사나 재산상 처분에 대하여 과연 권

리능력자의 의사와 동등한 정도의 효력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다

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所有權과 遺言權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후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후자에 대해서는 전자에 

비하여 제한의 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특별

히 부각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도 재차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재산법 영역에 비하여 立法裁量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인

식되고 있는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

그렇지만 유언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死後의 재산분배에 관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분배방식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시점

에서는 응당 개인의 현재의 경제관념과 사회관념,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하기 마련이다. 상속법의 규율방식은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94)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지의 노력 내지 증가에 대한 기여

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증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기회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서도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원칙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도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것에 대해 보상할 것인

지도 기본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이번 유류

분법 개정과 관련하여 유류분과 기여분을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인지 사전작

업팀(ワーキングチーム)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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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과 경제활동방식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적으로 존재하는 所有權 관념과의 조화 및 타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에 비하여 일찍부터 근대적 소유권 관념을 발전시켜온 우리의 경우에, 

이 유류분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기대되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별론으

로 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유류분에 관한 관념이나 수행가능한 기능이 

일본의 경우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다른 입법례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소유권 관념이 내재해 있음은 다수의 예에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日政 시대의 유류분법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

법제정 당시 완강하게 배척되었던 것도 소유권 제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

감95)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속은 소유권의 어머니”96)라는 문구는 

상속과 소유권의 긴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상속이라는 

제도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의 균분상속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도 다양한 

배경적 요소가 작용된 것이겠지만, 형제들 사이의 동등한 人格的 待遇를 기

초로 하여 각자에게 經濟活動을 수행할 수 있는 동등한 機會를 부여하기 위

한 정책적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고 짐작되기도 한다.

유언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 재산의 형성에 대

한 기여도나 개인에 대한 친밀도 또는 장애사유나 경제적 빈곤과 같은 요부

양의 필요성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관련 사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유언자의 판단과 그의 재산처분의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제도의 역할은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近親에게 할

당해둠으로써, 혼중자와 혼외자를 불문하고 모든 공동상속인 사이의 平等한 

대우를 전제로 한 그들의 人格 尊重에 한정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

95) 1977년 민법개정 당시의 제9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8호, 8면의 김명윤 의원 발언에 

의하면, 사유재산 처분의 억제는 헌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 설령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과연 상속재산의 50%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같은 회의록 제10면의 한병채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오히려 이 제도는 봉건시대의 유물이라고 표

현되기도 하였다.

96) 박병호, �韓國法制史�(민속원, 2012),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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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유류분권리자를 일정한 기준으로써 결격시키

려는 입법론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公序｣와 ｢개인의 權利｣의 문제

다른 재산법의 영역과 달리 相續이라는 제도는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있

어서 예외가 없이 거쳐 가는 재산청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公序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일본 유류분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전통적인 가족구성방식과 사회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그런 기존의 방식을 저해

하지 않는 선에서 적응해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家督相續이라는 전

통적 상속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이후의 변

화과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약화시켜 가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일본 고유의 家族主義的 思考를 배경으로 하여, 家業 承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며 家産의 散逸을 防止하고자 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① 자녀가 없는 前母와 繼母의 노비는 의자녀에게 1/5

을 주고, 承重子에게는 3分을 더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② 조부모 이하는 

遺書를 사용하는데, 3세 전에 삼은 양자녀, 승중한 義子는 곧 친자녀와 같이 

한다고 하면서, 이때에는 비록 遺書에 남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도 효

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조선시대에 奉祀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관례를 유지하기 위하여 收養子나 承重義子를 들여 재산을 상속하게 한 것

은 당시의 公序 관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비속에게 遺書를 

통해 상속하게 한 내용은 법전의 상속 규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

지만, 수양자, 승중의자에게는 유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97)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97) 문숙자, 위의 글(주89), 160~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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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유류분제도가 과연 公序에 관한 제도인지, 그렇지 않고 개인의 權

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권은 일신전속적인 고유의 권리로

서 양도될 수 없으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다98)는 견해는 후자

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일본 유류분법이 유류분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입법적 배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서의 제도에서 개인의 

權利로의 전환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이라는 제도가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보완하는 개인주의적 제도로 이

해될 수도 있고,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구심력을 유지하게 하려는 

가족주의적 제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 유류분과 법정상속제도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족주의적 제도로 볼 수도 있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인에게 

보장하면서 개인주의화99)를 촉진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상속제도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소유권 관념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에 적응

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도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강력한 소

유권 내지는 재산권 관념에 상응하는 형태로 구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기업승계를 포함한 가산의 유지 또는 요부양 상태의 해결이라는 

것만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강조하며 유언의 자유

가 널리 지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相續人의 財産權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유류분제도도 개인주의적이면서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즉 공동상속인간의 人格尊重을 전제

로 한 경제활동의 機會의 均等分配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世代에 걸친 財貨

의 再分配를 실현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를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금전채권화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의 도입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8) 윤진수, 위의 책(주2), 560면.

99) 伊藤昌司, 위의 책(주10), 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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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우리 유류분법은 민법제정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류

분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억제가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에 유류분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족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재산이 피상속인의 애정관

계 기타 사유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도입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된 논거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는 남녀차별적 상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남성형제를 대상으로 하여 동등한 상속인의 지위를 주장

하는 데에 활용되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기능은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일본에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일종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家가 

일본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로 기능하고 있었고, 고유의 家制度를 기반으

로 한 家督相續이 보편적 상속제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류분제도는 

호적에 속한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戶主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충실하게 뒷

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일본 상속법 개정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생존배우자의 거주확보나 상

속인 등의 공헌에 따른 유산분할처럼, 주로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개별사례에

서의 타당한 재산분배에 주안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유류분은 그런 구체적 

필요성이나 개별사례에서의 타당성과는 거리가 있고, 또 일정한 상속인에게 

고정적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어100) 다른 제도와의 사이

에 다소간의 이질감이 존재한다.

우리 상속법의 개정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고, 그간에 기존

의 상속법상 제도에 관하여 그 이론적 정합성 내지 사회적 요구의 적절한 

수용 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여러 입법례를 참고한 다수의 새로운 제도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100) 青竹美佳, 위의 글(주83),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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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편적이며 세부적인 개별 제도의 도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속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목표의 설정이 아닌가 생각된

다. 유류분제도가 지역적 근접성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이유에서 일본모델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지금 일본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상속법의 형태나 목적이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부합할 것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이 유류분제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브와소나드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브와소나드는 당시 프랑스의 제도에 관해서 당대의 통상적 이해와

는 구별되는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와서는 일본의 

관행과 수요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프

랑스식의 ‘상속분적’ 구성방식을 수용하고, 상속재산을 자유분과 유류분으로 

구별하여, 자유분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처분에 대하여 감쇄라는 형식을 통하

여 유류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 점에서는 프랑스제도로부터의 직접적 영

향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낯선 외래 제도를 처음 접하는 계기

가 프랑스였고, 엄청나게 많은 서구의 제도들이 일시에 유입될 즈음에 프랑

스법 이외에 다른 입법례를 심도 있게 고찰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명치민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새롭게 민법 편제를 마

련하면서, 각 제도의 정비에는 다양한 입법례가 고려되었고, 그 결과가 현행 

일본민법으로 남게 되었다. 다만 그것은 당시 일본의 사법제도의 현실이 반

영되며, 일본의 전통적 법관념이나 상속관념이 투영된, 이른바 ‘日本化’의 산

물인 일본식 제도라고 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의 사법관념이나 상속법의 전

통의 차이만큼이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법관념의 차이도 실

로 엄청난 것이다. 

상속법과 관련하여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인 유류분제도, 한정승인

제도, 재산분리제도와 같은 것은 근대 이전에는 경험한 바 없는 낯선 제도이

다. 각 제도의 도입에는 적절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유의 법인식이나 현재의 사법관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일본학설에서 유래한 프랑스-게르만형과 독일-로마형의 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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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을 통한 해석방식도, 실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외래제도에 관한 이해에 

국한된다. 이들 일부 제도는 전체 상속법 체계의 개별 구성요소로서 민법상

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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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01)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and Harmonization 

with the Principles of original Inheritance Law*

PARK, Sea Min**

Japan introduced the European system of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through the French scholar Boissonade. He had his own opinion about the 

French system at the time, and after coming to Japan, he wanted to create 

a new system which adapted to Japanese practices and demands. It cannot 

be denied that it was the french influence which divides inheritance into the 

part of free disposal and the part of forced portion for legal successor and 

which seeks return of shortfall in the form of reduction.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of Meiji took into consideration of various 

European legislatives, and the results were contained in the current Japanese 

law. The current Japanese inheritance law is a reflection of Japanese traditional 

law and also a reflection of the current state of Japanese judicial system when 

it was introduced. It is the Japanese systems which could be called 

“Japanization of European system.” As much as the differences of inheritance 

law traditions between Europe and Japan are,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are hug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okhyeon Research Fund, 2015.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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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such as Forced Portion, Heir’s Limited Liability, and property 

separation systems accepted through Japan were unfamiliar that had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n modern times. Each system should have appropriate 

utility value. And most of all, it should be in harmony with our own 

perceptions or current judicial conceptions. The interpretation of 

French-German and German-Roman subdivisions should be also limited to 

understanding some of these foreign systems. These should be a component 

of the entire inheritance law system that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logically without contradictions with other general systems.

[Key Words]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succession, Meiji Civil 

Code, Civil Code of Boissonade, Freedom of testa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