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편 상속 제2장제4절-제5절」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30 년 12 월

3일

• 개

정

일 : 2014 년 12 월 30 일

• 시

행

일 : 2015 년

1 월 14 일

원문

번역문

第四節 繼承之拋棄
第一千一百七十四條

제4절 상속의 포기
(繼承權

제1174조

拋棄之自由及方法)

(상속권 포기에 대

한 자유 및 방법)

繼承人得拋棄其繼承權。

상속인은 그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前項拋棄，應於知悉其得繼承

앞 항의 포기는 상속을 할 수

之時起三個月內，以書面向法院

있다고 인지하는 시점으로부터

為之。

3개월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拋棄繼承後，應以書面通知因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해당

其拋棄而應為繼承之人。但不能

포기로 인하여 상속하여야 하는

1

通知者，不在此限。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통지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一千一百七十五條

(繼承拋

제1175조 (상속 포기의 효력)

繼承之拋棄，溯及於繼承開始

상속 포기는 상속을 개시하는

棄之效力)

時發生效力。

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
생한다.

第一千一百七十六條

(拋棄繼

제1176조

承權人應繼分之歸屬)

(상속권을 포기하는

자가 상속받았어야 하는 상속분
의 귀속)

第一千一百三十八條所定第一

제1138조에 따른 제1순위 상

順序之繼承人中有拋棄繼承權

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권

者，其應繼分歸屬於其他同為繼

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상속분

承之人。

을 상속하는 동순위의 다른 상
속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第二順序至第四順序之繼承人

제2순위부터 제4순위 상속인

中，有拋棄繼承權者，其應繼分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권을 포

歸屬於其他同一順序之繼承人。

기하는 경우 해당 상속분을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
여야 한다.

與配偶同為繼承之同一順序繼

배우자와 동순위의 모든 상속

2

承人均拋棄繼承權，而無後順序

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후순위

之繼承人時，其應繼分歸屬於配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속

偶。

분을 배우자에게 귀속하여야 한
다.

配偶拋棄繼承權者，其應繼分

배우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歸屬於與其同為繼承之人。

경우 해당 상속분을 그와 동순
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귀
속하여야 한다.

第一順序之繼承人，其親等近

피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인 모

者均拋棄繼承權時，由次親等之

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直系血親卑親屬繼承。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으로 가
까운 관계인 직계비속이 상속인
이 된다.

先順序繼承人均拋棄其繼承權

모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권

時，由次順序之繼承人繼承。其

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순위

次順序繼承人有無不明或第四順

인 자가 상속인이 된다. 그 다

序之繼承人均拋棄其繼承權者，

음 순위인 자의 존부가 불분명

準用關於無人承認繼承之規定。

하거나 모든 제4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
이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因他人拋棄繼承而應為繼承之

다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여

人，為拋棄繼承時，應於知悉其

상속인이 되는 자가 상속을 포

得繼承之日起三個月內為之。

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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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지하는 날로부터 3개
월 안에 포기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七十六條之一

(拋

제1176조의1

(상속권을 포기

棄繼承權者繼續管理遺產之義

하는 자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務)

계속하여야 하는 의무)

拋棄繼承權者，就其所管理之

상속권을 포기하는 자는 해당

遺產，於其他繼承人或遺產管理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또는

人開始管理前，應與處理自己事

상속재산 관리인이 관리를 시작

務為同一之注意，繼續管理之。

하기 전까지 자기의 사무를 처
리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第五節 無人承認之繼承
第一千一百七十七條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遺產管

제1177조

理人之選定及報明)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정 및 보고)

繼承開始時，繼承人之有無不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상속인

明者，由親屬會議於一個月內選

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定遺產管理人，並將繼承開始及

우

選定遺產管理人之事由，向法院

안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정하

報明。

고 상속개시 및 상속재산 관리

친족회의를 통하여 1개월

인 선정 사유를 법원에 보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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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千一百七十八條

(搜索繼

제1178조

(상속인 수색의 공

承人之公示催告與選任遺產管理

시최고와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

人)

임)

親屬會議依前條規定為報明

친족회의를 통하여 앞 조의

後，法院應依公示催告程序，定

규정에 따른 보고가 접수된 뒤

六個月以上之期限，公告繼承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人，命其於期限內承認繼承。

6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상속인을 공고하고 해당 기한
안에 상속을 승인하도록 명령하
여야 한다.

無親屬會議或親屬會議未於前

친족회의가 없거나 친족회의

條所定期限內選定遺產管理人

에서 앞 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者，利害關係人或檢察官，得聲

기한 안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請法院選任遺產管理人，並由法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

院依前項規定為公示催告。

인 또는 검사가 법원이 상속재
산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앞 항의 규정
에 따라 공시최고를 정한다.

第一千一百七十八條之一

(法

1178조의1

院為保存遺產之必要處置)

(상속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

繼承開始時繼承人之有無不明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상속인

者，在遺產管理人選定前，法院

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5

得因利害關係人或檢察官之聲

우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정하기

請，為保存遺產之必要處置。

전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七十九條

(遺產管

제1179조

理人之職務)

(상속재산 관리인의

직무)

遺產管理人之職務如左：

상속재산 관리인의 직무는 아
래와 같다.

一、編製遺產清冊。

1. 상속재산 등기대장의 작성

二、為保存遺產必要之處置。

2. 상속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처분

三、聲請法院依公示催告程

3.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법

序，限定一年以上之期

원에 요청하여 1년 이상의

間，公告被繼承人之債權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채권

人及受遺贈人，命其於該

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하

期間內報明債權及為願受

여 공고하고, 해당 기간 안

遺贈與否之聲明，被繼承

에 채권 및 수증 여부를

人之債權人及受遺贈人為

신고하도록 명령하여야 하

管理人所已知者，應分別

며,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通知之。

유증받은

자를

관리인이

알게 되는 때마다 개별적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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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清償債權或交付遺贈物。

4. 채무의 청산 또는 유증의
교부

五、有繼承人承認繼承或遺產

5. 상속인의 상속 승인 또는

歸屬國庫時，為遺產之移

상속재산의 국고 귀속 시

交。

상속재산의 양도

前項第一款所定之遺產清冊，

앞 항의 제1관이 규정하는 상

管理人應於就職後三個月內編製

속재산 등기대장은 관리인이 직

之；第四款所定債權之清償，應

무를 담당한 뒤 3개월 안에 작

先於遺贈物之交付。為清償債權

성하여야 한다. 제4관이 규정하

或交付遺贈物之必要，管理人經

는 채무의 청산은 유증의 교부

親屬會議之同意，得變賣遺產。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채무를
청산하거나 유증을 교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친
족회의의 동의를 받고 상속재산
을 매각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八十條

(遺產管理

제1180조

人之報告義務)

(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의무)

遺產管理人，因親屬會議，被

상속재산 관리인은 친족회의

繼承人之債權人或受遺贈人之請

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

求，應報告或說明遺產之狀況。

및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상황을 보고
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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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千一百八十一條

(清償債

제1181조

務與交付遺贈物之限制)

(채무의 청산과 유

증의 교부에 대한 제한)

遺產管理人非於第一千一百七

상속재산 관리인은 제1179조

十九條第一項第三款所定期間屆

제1항제3관이

정하는

기간이

滿後，不得對被繼承人之任何債

만료된 뒤 피상속인의 모든 채

權人或受遺贈人，償還債務或交

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付遺贈物。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유
증을 교부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第一千一百八十二條

(未依期

제1182조

(기간 안에 신고하

限報明債權及聲明受遺贈之償

지 아니한 채권 및 공식 입장을

還)

밝히지 아니한 유증의 상환)

被繼承人之債權人或受遺贈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유증받

人，不於第一千一百七十九條第

은 자가 제1179조제1항제3관이

一項第三款所定期間內為報明或

정하는 기간 안에 채권 및 유증

聲明者，僅得就賸餘遺產，行使

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其權利。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는 잔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한다.

第一千一百八十三條

(遺產管

제1183조

理人之報酬)

(상속재산 관리인의

보수)

遺產管理人得請求報酬，其數

상속재산 관리인이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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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由法院按其與被繼承人之關

있는 보수는 피상속인과의 관

係、管理事務之繁簡及其他情

계 ， 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그

形，就遺產酌定之，必要時，得

밖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관련

命聲請人先為墊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필
요시 당사자에게 우선 지급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八十四條

(遺產管

제1184조

理人行為效果之擬制)

(상속재산 관리인의

행위 효과에 대한 의제)

第一千一百七十八條所定之期

제1178조가 정하는 기한까지

限內，有繼承人承認繼承時，遺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이 있는

產管理人在繼承人承認繼承前所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을 승

為之職務上行為，視為繼承人之

인하기 전에 상속재산 관리인이

代理。

직무상 행하는 행위는 상속인을
대리한다고 간주한다.

第一千一百八十五條

(賸餘遺

제1185조

產之歸屬)

(잔여 상속재산의

귀속)

第一千一百七十八條所定之期

제1178조가

정하는

기한이

限屆滿，無繼承人承認繼承時，

만료된 뒤 상속을 승인하는 상

其遺產於清償債權並交付遺贈物

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속재

後，如有賸餘，歸屬國庫。

산에 관련된 채무를 청산하고
유증을 교부한 뒤에 잔여가 있
으면 해당 잔여를 국고에 귀속

9

한다.

第一千一百八十六條

(遺囑能

제1186조 (유언능력)

力)
無行為能力人，不得為遺囑。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유언을

限制行為能力人，無須經法定代

하지 못한다. 행위능력이 제한

理人之允許，得為遺囑。但未滿

된 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十六歲者，不得為遺囑。

받아야만 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만16세에 달하지 못한 자
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第一千一百八十七條 (遺產之自

제1187조

由處分)

처분)

(상속재산의 임의

遺囑人於不違反關於特留分規

유언을 하는 자는 특별 처분

定之範圍內，得以遺囑自由處分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

遺產。

하는 범위 안에서 유언으로 상
속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八十八條 (受遺贈權

제1188조

之喪失)

한 상실)

(유증받은 자의 권

第一千一百四十五條喪失繼承

유증받은 자에게 제1145조의

權之規定，於受遺贈人準用之。

상속권 상실에 대한 규정을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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