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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章 诉讼时效

제9장 소송 시효

第一百八十八条

제188조

向人民法院请求保护民事权利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的诉讼时效期间为三年。法律

청구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3

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년이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诉讼时效期间自权利人知道或

소송의 시효기간은 권리자가 권

者应当知道权利受到损害以及

리에 손해를 입은 사실과 이에

义务人之日起计算。法律另有

관련된 채무자를 알게 되거나

规定的，依照其规定。但是自

알고 있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

权利受到损害之日起超过二十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

年的，人民法院不予保护；有

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다

特殊情况的，人民法院可以根

만, 권리에 손해를 입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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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权利人的申请决定延长。

20년을 경과하는 경우 인민법원
은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한
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 인민법
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第一百八十九条

제189조

当事人约定同一债务分期履行

당사자가 일정한 채무를 분기별

的，诉讼时效期间自最后一期

로 나누어서 이행하기로 약정하

履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

는 경우 소송의 시효기간은 마
지막 분기의 이행기간이 만료되
는 날부터 계산한다.

第一百九十条

제190조

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

事行为能力人对其法定代理人

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자신의

的请求权的诉讼时效期间，自

법정대리인에 대한 청구권을 행

该法定代理终止之日起计算。

사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해당
법정대리 관계가 종료되는 날부
터 계산한다.

第一百九十一条

제191조

未成年人遭受性侵害的损害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偿请求权的诉讼时效期间，自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受害人年满十八周岁之日起计

송의 시효기간은 피해자가 18세

算。

가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第一百九十二条

제192조

诉讼时效期间届满的，义务人

소송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

2

可以提出不履行义务的抗辩。

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
여 항변할 수 있다.

诉讼时效期间届满后，义务人

소송의 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

同意履行的，不得以诉讼时效

나 채무자가 이행하는데 동의하

期间届满为由抗辩；义务人已

는 경우 소송의 시효기간이 만

自愿履行的，不得请求返还。

료되었다는 것을 항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채무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

第一百九十三条

제193조

人民法院不得主动适用诉讼时

인민법원은 소송의 시효기간에

效的规定。

관한 규정을 주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第一百九十四条

제194조

在诉讼时效期间的最后六个月

소송의 시효기간이 6개월 남은

内，因下列障碍，不能行使请求

때에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权的，诉讼时效中止: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하여 청구
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의 시효는 정지된다.

(一）不可抗力；

(1)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二）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

制民事行为能力人没有法定

는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또

代理人，或者法定代理人死

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

亡、丧失民事行为能力、丧

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

失代理权；

을 상실하는 경우

(三）继承开始后未确定继承人

(3) 상속을 개시한 뒤에도 상속

或者遗产管理人；

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확정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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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权利人被义务人或者其他

(4) 권리자가 채무자 또는 그 밖

人控制；

의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경우

(五）其他导致权利人不能行使

(5) 그 밖에 권리자가 청구권을

请求权的障碍。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自中止时效的原因消除之日起

시효가 정지된 원인이 소멸하는

满六个月，诉讼时效期间届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송

满。

의 시효기간이 만료된다.

第一百九十五条

제195조

有下列情形之一的，诉讼时效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中断，从中断、有关程序终结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소송의

时起，诉讼时效期间重新计算:

시효기간이 중단되며, 중단 또
는 관련 절차가 종결되는 때부
터 소송의 시효기간은 새로이
계산한다.

(一）权利人向义务人提出履行

(1)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请求；

을 청구하는 경우

(二）义务人同意履行义务；

(2)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동의

(三）权利人提起诉讼或者申请

하는 경우

仲裁；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

(四）与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

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具有同等效力的其他情形。

(4) 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
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第一百九十六条

제195조

下列请求权不适用诉讼时效的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规定:

하는 청구권은 소송의 시효기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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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一）请求停止侵害、排除妨

(1) 침해중지ㆍ방해제거ㆍ위험

碍、消除危险；

해소를 청구하는 경우

(二）不动产物权和登记的动产

(2) 부동산 물권과 등기된 동

物权的权利人请求返还财

산 물권에 대한 권리자가

产；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三）请求支付抚养费、赡养费

(3) 양육비ㆍ봉양비ㆍ부양비

或者扶养费；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四）依法不适用诉讼时效的其

(4) 법에 따라 소송의 시효기

他请求权。

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청구권인 경우

第一百九十七条

제197조

诉讼时效的期间、计算方法以

법률 규정에 따른 소송의 시효

及中止、中断的事由由法律规

기간ㆍ계산방법ㆍ정지ㆍ중단의

定，当事人约定无效。

사유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무
효로 한다.

当事人对诉讼时效利益的预先

당사자가 소송의 시효기간 이익

放弃无效。

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
다.

第一百九十八条

제198조

法律对仲裁时效有规定的，依

중재의 시효에 대한 규정이 법

照其规定；没有规定的，适用

률에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

诉讼时效的规定。

다.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송의
시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一百九十九条

제199조

法律规定或者当事人约定的撤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销权、解除权等权利的存续期

제외하고 법률 규정 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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间，除法律另有规定外，自权

자 간의 약정에서 취소권ㆍ해제

利人知道或者应当知道权利产

권 등의 권리의 존속기간은 권

生之日起计算，不适用有关诉

리자가 권리가 생성된 것을 알

讼时效中止、中断和延长的规

게 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

定。存续期间届满，撤销权、

부터 계산하고, 소송시효의 정

解除权等权利消灭。

지ㆍ중단ㆍ연장 관련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존속기간의
만료시 취소권ㆍ해제권 등의 권
리는 소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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