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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第一章 遺產繼承人
第一千一百三十八條

제1장 유산 상속인
(法定繼

제1138조

承人及其順序)

(법정 상속인 및

그 순서)

遺產繼承人，除配偶外，依左

유산 상속인은 배우자 외에는

列順序定之：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一、直系血親卑親屬。

1. 직계 혈족 비속

二、父母。

2. 부모

三、兄弟姊妹。

3. 형제자매

四、祖父母。

4. 조부모

第一千一百三十九條

(第一順

제1139조

序繼承人之決定)

(제1상속인의 결

정)

前條所定第一順序之繼承人，

앞 조에서 규정하는 제1상속

以親等近者為先。

인은 가까운 혈연을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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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第一千一百四十條 (代位繼承)

제1140조 (대위상속)

第一千一百三十八條所定第一

제1139조에서 규정하는 제1

順序之繼承人，有於繼承開始前

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死亡或喪失繼承權者，由其直系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하는

血親卑親屬代位繼承其應繼分。

경우 그 직계 혈족 비속이 그
상속분을 대위상속 한다.

第一千一百四十一條

(同順序

제1141조

繼承人之應繼分)

(동등순위 상속인

의 상속분)

同一順序之繼承人有數人時，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이 다

按人數平均繼承。但法律另有規

수인 경우에는 사람 수에 따라

定者，不在此限。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한다. 다
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
니한다.

第一千一百四十二條

(刪除)

제1142조 (삭제)

（刪除）

第一千一百四十三條

（삭제）

(刪除)

제1143조 (삭제)

（刪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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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千一百四十四條

(配偶之

제1144조 (배우자의 상속분)

應繼分)
配偶有相互繼承遺產之權，其

배우자는 서로 유산을 상속

應繼分，依左列各款定之：

할 권리가 있으며, 그 상속분
은 아래 각 관의 내용 가운데
하나에 따른다.

一、與第一千一百三十八條所

1. 제1138조가 규정하는 제1

定第一順序之繼承人同為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하

繼承時，其應繼分與他繼

는 경우, 그 상속분은 제1

承人平均。

상속인과 균등하다.

二、與第一千一百三十八條所

2. 제1138조가 규정하는 제2

定第二順序或第三順序之

상속인 또는 제3상속인과

繼承人同為繼承時，其應

동일하게 상속하는 경우,

繼分為遺產二分之一。

그 상속분은 유산의 2분
의 1이다.

三、與第一千一百三十八條所

3. 제1138조가 규정하는 제4

定第四順序之繼承人同為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하

繼承時，其應繼分為遺產

는 경우, 그 상속분은 유

三分之二。

산의 3분의 2이다.

四、無第一千一百三十八條所

4. 제1138조가 규정하는 제1

定第一順序至第四順序之

순위부터 제4순위에 해당

繼承人時，其應繼分為遺

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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產全部。

그 상속분은 유산 전부이
다.

第一千一百四十五條

(繼承權

제1145조

喪失之事由)

(상속권 상실 사

유)

有左列各款情事之一者，喪失

아래 각 관 가운데 하나에

其繼承權：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一、故意致被繼承人或應繼承

1.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人於死或雖未致死因而受

고의로 살인 또는 살인 미

刑之宣告者。

수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
은 경우

二、以詐欺或脅迫使被繼承人

2. 상속 유산에 관하여 피상

為關於繼承之遺囑，或使

속인에게 사기 또는 협박

其撤回或變更之者。

하여, 상속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

三、以詐欺或脅迫妨害被繼承

3. 상속 유산에 관하여 피상

人為關於繼承之遺囑，或

속인에게 사기 또는 협박

妨害其撤回或變更之者。

으로 방해하여, 상속 철회
나 변경을 방해하는 경우

四、偽造、變造、隱匿或湮滅

4. 피상속인에게 상속 유산에

被繼承人關於繼承之遺囑

관하여 위조·변조·은닉·인

者。

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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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對於被繼承人有重大之虐

5.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학대

待或侮辱情事，經被繼承

또는 모욕을 하여, 피상속

人表示其不得繼承者。

인이 상속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도록

하는

경우
前項第二款至第四款之規定，

앞 항의 제2관부터 제4관까

如經被繼承人宥恕者，其繼承權

지 상황에 해당하나, 피상속인

不喪失。

이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경
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第一千一百四十六條

(繼承回

제1146조

復請求權)

(상속 회복 청구

권)

繼承權被侵害者，被害人或其

상속권이 침해 당한 경우에

法定代理人得請求回復之。

내피해자

前項回復請求權，自知悉被侵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害之時起，二年間不行使而消

앞 항의 상속 회복 청구권은

滅；自繼承開始時起逾十年者亦

침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2년간

同。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상속을 개시하는 때부터 10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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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遺產之繼承

제2장 상속 유산

第一節 效力

제1절 효력

第一千一百四十七條

(繼承之

제1147조 (상속의 개시)

開始)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繼承，因被繼承人死亡而開

개시된다.

始。

第一千一百四十八條

(限定繼

제1148조

承之有限責任)

(한정상속에 대한

유한책임)

繼承人自繼承開始時，除本法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另有規定外，承受被繼承人財產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은 상

上之一切權利、義務。但權利、

속을 개시하는 때로부터 피상

義務專屬於被繼承人本身者，不

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在此限。

와 의무를 계승한다. 다만, 권
리와 의무가 피상속인 자신에
게 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
한하지 아니한다.

繼承人對於被繼承人之債務，

상속인은 유산 상속으로 인

以因繼承所得遺產為限，負清償

하여 소득으로 인하여 피상속

責任。

인의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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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千一百四十八條之一

(財

제1148조의1

產贈與視同所得遺產之計算期

(재산증여는 유

산소득과 동일하게 기한 계산)

限)
繼承人在繼承開始前二年內，

상속인이 상속 개시로부터 2

從被繼承人受有財產之贈與者，

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該財產視為其所得遺產。

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
산은

유산소득과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前項財產如已移轉或滅失，其

앞 항의 재산이 이미 이전

價額，依贈與時之價值計算。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그 가액
을 증여시 가치로 계산한다.

第一千一百四十九條

(遺產酌

제1149조

給請求權)

(유산 재량지급 청

구권)

被繼承人生前繼續扶養之人，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던

應由親屬會議依其所受扶養之程

사람은 친족회의에서 부양 정

度及其他關係，酌給遺產。

도 및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재
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五十條

(繼承費用

제1150조

之支付)

(상속 비용의 지구

급)

關於遺產管理、分割及執行遺

유산 관리·분할·집행에 관한

囑之費用，由遺產中支付之。但

비용은 유산으로 충당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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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繼承人之過失而支付者，不在

급한다. 다만, 상속인의 과실로

此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하지 아니한다.

第一千一百五十一條

(遺產之

제1151조 (유산의 공동공유)

公同共有)
繼承人有數人時，在分割遺產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유산

前，各繼承人對於遺產全部為公

분할 전에 각 상속인은 유산

同共有。

전부를 공동으로 공유한다.

第一千一百五十二條

(公同共

제1152조

有遺產之管理)

(공동공유 유산의

관리)

前條公同共有之遺產，得由繼

앞 조에서의 공동공유 유산

承人中互推一人管理之。

은 상속인들이 서로 추천한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五十三條

(債務之

제1153조 (채무의 연대책임)

連帶責任)
繼承人對於被繼承人之債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以因繼承所得遺產為限，負連帶

대해서 상속으로 인한 유산소

責任。

득으로

한정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繼承人相互間對於被繼承人之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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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해서

債務，除法律另有規定或另有約

상속인 서로 간에 대한 별도의

定外，按其應繼分比例負擔之。

규정이나 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들은 상속분
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第二節 （刪除）
第一千一百五十四條

제2절 (삭제)
(繼承人

제1154조

之權義)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繼承人對於被繼承人之權利、

상속인은

義務，不因繼承而消滅。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으로 인하
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第一千一百五十五條 (刪除)

제1155조 (삭제)

（刪除）

第一千一百五十六條

(삭제)

(繼承人

제1156조

開具遺產清冊之呈報)

(상속인의 유산등

기부 작성 보고)

繼承人於知悉其得繼承之時起

상속인은 상속 이행을 인지

三個月內開具遺產清冊陳報法

하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院。

유산등기부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前項三個月期間，法院因繼承

앞 항에서 3개월은 법원이

人之聲請，認為必要時，得延展

상속인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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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지하

繼承人有數人時，其中一人已

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依第一項開具遺產清冊陳報法院

상속인이

者，其他繼承人視為已陳報。

다수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1항 유
산등기부 작성 보고에 따라 제
출하면 그 밖의 상속인도 제출
하였다고 간주한다.

第一千一百五十六條之一

제1156조의1

(債權人遺產清冊之提出)

등기부 제출 요청)

債權人得向法院聲請命繼承人

(채권자의 유산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인이 3

於三個月內提出遺產清冊。

개월 안에 유산등기부를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法院於知悉債權人以訴訟程序

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절차

或非訟程序向繼承人請求清償繼

또는 비소송절차에 따라 상속

承債務時，得依職權命繼承人於

채무 청산을 청구하는 경우 직

三個月內提出遺產清冊。

권으로 상속인에게 3개월 안에
유산등기부를 제출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前條第二項及第三項規定，於

앞 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

第一項及第二項情形，準用之。

은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에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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