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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본 논문은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사망

한 후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구한 것이다. 서구 유럽의 민법들이 “동물은 물건

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라는 선언적인 규정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법상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반려동물의 인구가 폭증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 고령자들이 자신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 대한 사법상 특별한 조치들이 미흡한 상태

에 있다. 따라서 사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모색해야 하는데, 민법상으로

는 부담부 증여와 사인증여  및 부담부 유증이며,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등이라 할 

수 있다.     
2. 먼저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사인증여에 의한 동물의 생존 보호 방안은 계약에 따라 동물의 

생존 보호가 법적 의무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존 보호에 게을리한  경우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까지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의 의사에 부합

하는 동물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부담부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행위에 

의해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유증자가 사망하

기 까지 수증자가 부담을 수용할지 여부가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거의 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부

담부 사인증여가  부담부 유증보다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3. 이러한 민법상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이외에도 유증의 기능과 유사한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증은 증여자가 일단 증여 목적물

을 양도하고 나면, 더 이상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계속해서 일정한 권능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 목적물에 대한 부담과 같은 별도의 

급부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증여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나, 신탁법상 수탁자

는 신탁 목적에 따라 그 관리나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탁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위탁자의 의사가 가장 반영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동물의 생존 보호에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4.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는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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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정상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신탁은 단순히 사인증여나 

유증에 비해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더 나아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KB 펫 (Pet)신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가장 유용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헴슬리(L. 
Helmsley)와 같은 부호가 아닌 일반 소시민들이 소액으로도 반려 동물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은행 등 수탁자가 대부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의 지불은 불가피할 것이다.

주제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 부담부 유증, 유언신탁, 생전

신탁

Ⅰ. 서설

Ⅱ.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Ⅲ. 증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Ⅳ. 부담부 유증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Ⅴ. 신탁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Ⅵ. 맺음말 

I. 서설

1. 2007년 8월 20일에 사망한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부호인 리오나 헴슬리

(Leona Helmsley)의 일부 유언장이 공개되었다1). 그녀의 유족으로는 1명의 남동생

과 4명의 손자가 있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동생에게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 ‘트러

블(Trouble)’2)을 돌보는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유증(?)으로 1000만 달러를 남

겼으며, 두 손자에게는 아버지 묘소를 1년에 한번 이상 돌보는 조건으로 각 500만 

달러를 남겼다. 그리고 자신을 홀대했던 두 명의 손자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

다. 그런데 여기서 남동생에게 법률상 의무로 제시한 애완견 트러블을 돌보는 비

 1) ttps://cityroom.blogs.nytimes.com/2007/08/29/leona-helmsleys-unusual-last-will/(2017.6.26.일 방문)
 2) 8년 된 흰색 Matlese로 성질이 사나와 사람을 무는 등 자주 말썽을 피워 부르는 이름이

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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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1200만 달러를 신탁하였다는 것이다3). 그리고 남은 재산 중 대부분인 35억 

달러는 해리 앤 리오나 햄슬리공익재단(Leona M. and Harry B. Helmsley 

Charitable Trust)에 기부하였다. 

2.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 햄슬리의 유언은 애완견 내지 반려동물의 

생존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애완견의 소유자가 사망 

후 애완견의 장래 생존을 위해 행한 법적 조치의 한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여겨진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물의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본

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돌보지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혹은 사망하게 된 경우, 반려동물들의 장래 생

존이 문제될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로 사망하게 될  경우, 오늘날 유기견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문제들

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3.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물의 생존을 더 이상 직접 보호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휴가 등과 같이 단기간일 때에는 동물 호텔

이나 위탁소에 위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장기간 혹은 

생존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동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의 

안온한 장래 생존을 위해 매각할 생각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그에게 보호해 달라는 계약, 즉 부담부 증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계약

으로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보호하지만, 본인 사망 후에는 반려동물

을 인도해 주면서 반려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는 부담부 사

인증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과는 달리, 헴슬리의 유언장에서 처럼 반려동

물의 소유자가 유언으로 타인에게 반려동물의 장래 생존을 부탁하면서 반려동물의 

생존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남기는 ‘부담 있는 유증’4)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3)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애완견에게 직접 상속해 준 것 처럼 표현하고 있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서 유언자가 1200만 달러를 신탁재산으로 위탁하고, 수증자가 이 신탁재산을 통
해 애완견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4) 우리 민법 제1088조와 제1111조에서는 ‘부담 있는 유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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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법상 제도들을 통한 반려동물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유증과 유

사한 기능을 하는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등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4.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이러한 반려동물의 생존문제는 최근 대통령선거

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에서5)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

의 관심사가 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동물의 보호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는 방법과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법에서는 주로 동물

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통해 동물의 보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88년 오스트리아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라는 규정의 신설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

하였다. 이후 독일 민법과 스위스 민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

정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의 

장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상의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어

떠한 제도가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구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 동

향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II). 그리고 나서 계약에 의해 동물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부담부 증여와 사인증여를 살펴보고자 한다(III). 이어서 상속법상 

유언에 의해 동물의 장래 생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담부 유증을 검토해 보고

(IV), 마지막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탁법에 의한 동물의 생존 보호를 논구해

(V) 본 다음,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인가를 평가하면서 글을 맺고

자 한다.

II.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1. 개설
(1) 법의 변천에 따라 권리능력자, 즉 권리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고대에는 

자연인이지만 노예는 권리능력 자체가 없었으며, 여성들도 한 동안 권리능력이 제

서는  ‘부담부 유증’이라 약칭한다.
5) 자세한 분석은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2017. 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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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연인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능력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법인도 권리주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태아까지도 몇 가지 사안에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동물에게도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서구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획기적인 입법은 1988년 오스트리아 민법전에서 “동물은 물건

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로마법 이래 거의 2000년 동안 권리의 주

체로서 자연인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2원화된 것을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

과 객체로서 물건 사이에 생명 있는 동물을 추가하여, 권리 체계의 대전환을 이루

게 된 것이다. 이후 1990년에 독일 민법전에서는 오스트리아 민법 보다 진일보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2년에 스위스 민법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적용 상황을 검토한 후 양국보다도 더 자세한 규정을 입법화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2015년에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러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동물에게 권리능력 등이 

곧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동물이 비록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

물에게 행위능력은 물론 소송능력이나 상속능력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와 다른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의 복지 차원의 동물 보호

는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날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보호는 법적 지위와 복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구되어

야 할 것이다.   

(3) 사법상 동물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순수한 물건으로서 동물, 물건으로 취급

할 수 없는 혹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생명 있는 동물로 나누어서 접근해

야 한다. 우선 전자와 관련한 것은 전통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점유

와 소유문제, 특히 취득시효나 선점, 임대,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반려동물의 보유

자가 사망이나 기타 부재 중 동물의 생존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장기여행이나 부재 중 동물 호텔에 위탁 혹은 애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부

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인증여나 유증에 

의해 동물의 생존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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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이혼의 경우 공동으로 키우던 동물에 대한 보호권(Sorgerecht)을 누가 

보유하는가, 혹은 이혼 전 공동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사실혼의 해소의 경우에도 어떤 효력이 있는가? 더 

나아가 신탁법상 동물을 대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가? 이와 같

은 문제는 모두 동물의 법적 지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후술하는 바

와 같이 통상의 경우는 동물도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반적인 법원칙

이나 제도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동물의 장래 생

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논구하기 앞서 최근 새롭게 민법의 개정을 통

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 민법 및 프랑스법을 중

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2. 오스트리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a조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다른 유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동물에게 고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권리주체로부터, 즉 그들의 귀속성으로부터 이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6). 비록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가축 등 일반적인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285a조는 구체적인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동물은 실질적으로

는 물건, 즉 권리의 객체로서 남아 있다. 다시 말해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

니지만, 여러 가지 속성상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권리

의 객체로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기에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

되는 전문화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순수한 생명이 없는 대상을 

물건으로서 표현하던 것이 세분화된 형태로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7).

 

 3.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1) 독일 민법 제90a조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6) 자세한 것은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56호), 
(2011. 12), 401면 이하 참조.

7) P. Bydlinski, Das Tier, (k)eine Sache?, in: RdW, 1988.5, S.15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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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다. 그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8). 이러한 규정은 동물을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

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9). 이 규정의 신설에 따라 동물

에 관한 법적인 취급이 우선 물권법상 지배권의 객체로서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법률들, 특히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별한 존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동물을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결정과 책임능력을 지닌 인간과 같은 존재로 취

급할 수는 없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공동체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나 

야생동물은 인간과 공존 내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개정 

법률에서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상 기존의 법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법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만을 권리의 객체로 삼고 있는 물권

법상의 소유권은 동물에 대해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물건에 관한 규

정들을 적절하게 준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제90a조 3문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존

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0). 그러나 동물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은 이러

한 준용규정들을 통해 완전하게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한 해석상

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예컨대 동물을 거래하는 경우에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권

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이 조

문에 내재되어 있다11). 

(2) 독일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동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

는 개와 고양이 그 밖의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많은 경우에 반려동

물들은 가축들보다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들을 새로운 용어, 즉 Mitgeschoef로 부르고 있다12). 반려동

물의 높은 역할적 가치 때문에 이성적인 동물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사망 시에 자

 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인권과 
정의」 제420호(2011.09), 9면 이하 참조. 

 9) K. Larenz/ Canaris/Wolff, AT des BGB, 8.Aufl., 2002, Rn.16.
10) D. Medicus, AT des BGB, 6. Aufl., 1994, Rn. 1178; Muenchener/ Holch, §90 BGB, 

3.Aufl., 1997, Rn 11. 
11) 자세한 것은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주 8), 9면 이하; 윤

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주 6), 407면 이하 참조. 
12) 독일동물보호법 제1조에서 “인간의 이웃으로서 동물을 위한 인간의 책임(die 

Verantwortung des Menschen fuer das Tier als Mitgeschoepf)”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
해서는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주 8), 9면.  



∣38∣　환경법과 정책 제19권(2017.9.30)

기가 보유하고 있던 반려동물이나 가축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동물들에게 무엇인가

를 상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에 확실한 배려의 조치를 하고자 원하거나 생존하는 동안 그러한 배려를 이행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증이나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다13).

(3) 이성적인 피상속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자신의 사망 후에도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내용을 유언에 추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거북이나 앵무

새처럼 수명이 길어 점유자보다 확실히 오래 살기 때문에 점유자의 사망 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상속법상 동물이 상속인으로서 지정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독일의 민법 제정자들은 권리능력의 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1조에서 동물에게 상속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렇게 동물에게 통상의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14). 판례에서는 동물에게 상속능력이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동물들은 오늘날까지도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려동물

들은 그의 점유자의 사망 후에는 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법률상 개

나 고양이에게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물들은 상속할 수 없다15). 

(4) 반려동물의 생존 보장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렇다면 독일 상속법은 동물의 배려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피상속인은 

동물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지의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 자신의 반려

동물의 장래를 걱정하는 피상속인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부담부 의무를 제대

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감독하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정인을 상속인이 

되게 하거나 이러한 상속재산을 동물의 보호에 결합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경

우에 해당인은 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 상속재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상

속재산을 남겨놓은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재단은 죽은 자의 남아있는 반려동물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 나아가 동

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6). 

13) S. Greszat, Tiere im deutschen Erbrecht,
Http://www.erbrecht-heute.de/Aktuell/Erbrecht-fuerHunden und Katzen. htlm(2017.6.20 접속). 

14) Ebenda.
15) Ebenda.
16) Eb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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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논의와 궤를 달리하여 법인(die juristische Person)과 대칭적인 개념으

로서 동물인(動物人: die tierliche Person)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가 나타났다. 후

술하는 프랑스에서의 논의와 같은 관점으로 동물을 법인과 같이 특별한 사항에 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법인은 자연인이 누리는 많은 권리를 모두 향

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신탁이나 유증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간

과 같이 취급하자는 견해이다17).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통으로

부터 자유로운 존재(Freisein von Schmerzen)로서, 감정과 지적능력 등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8).

4. 스위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1) 2002년에 스위스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제641a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물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스위스 민법 제

641a조는 동물에 대한 국민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여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 작업 

시 문제 된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동물에 대한 개념이

다19). 소위 동물에 대한 사법상 입법에서는 ‘동물’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

하거나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 민법 제641a조는 생물학

적 동물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적용 영역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

개 2002년의 법률개정안과 함께 법률에 추가된, 즉 그의 적용 영역을 “재산 또는 

수익목적이 아닌 가사의 영역에서 보유된 동물”에 한정한다(스위스 채무법 제42조 

제3항)는 문구를 근거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동물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률규정들

의 해석에서 동물의 種은 확실히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스위스 채무법 제43조 제

1항에 따르면 법관은 동물의 보유자 혹은 그의 가족이 갖는 애호가치를 적절히 참

17) C. Raspé, Die tierliche Person, 2013, S.174ff.
18) 이를 위해 다양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 제89a조의 시안

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lle Wirbetiere erlangen hinsichtlich der ihnen eigenen 
Rechte Rechtsfaehigkeit mit Vollendung der Geburt bzw. des Schluepfens. Tierliche 
Person sind nicht geschaeftsfaehig und koennen nicht zivilrechtlich verpflichtet oder 
berechtigt werden. Auf sie sind die fue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 bestimmt ist. 이밖에 자세한 것은 C. Raspe(주 
17), S.318ff. 참조.

19)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
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 제68호(2014.09), 6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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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20).

(2) 스위스 민법 제641a조 제2항 전문에서는 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특별한 법질서의 제한은 가정 내 가축 그리고 반려

동물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피보호동물종의 보유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상

당수의 공법상의 보호규범들이다. 2002년 민법개정과 함께 법률에 도입된 동물 특

별조항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법 규정, 예를 들면 스위스 채무법 제56조(동물보유자의 책임)와 동법 제198조 및 

제202조(가축매매에서 담보책임)를 일반규정으로 보고, 신설규정들은 특별규정이라

는 것이다.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상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nota bene) 이미 특

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lex specialis derogate legi generali)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

다.

(3) 더 나아가 스위스 민법 제641a조 제2항 후문은 스위스 민법 제641a조 제2항 

전문에 의해 동물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 물건에 적용되

는 규정을 동물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동물이 여전히 권리의 객

체이고 이로써 물건과 같은 동일한 법적 범주에 해당된다는 논리적 결과이다. 동물

에게 권리주체성을 부여하고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의 보충적 적용은 동물에 대한 고

유한 확정적인 규범영역이 없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성립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법

적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21). 

이러한 동물에 대한 추상적인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규정 이외에도 스위스 민법 

제48조 제4항에서는 “동물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가 행해질 때에는, 그에 부

합하는 처분은 동물을 위하여 동물에 가장 적합하게 배려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로

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22), 동물을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20) 이러한 입법과정에 대해 자세한 것은 C. Strunz, Die Rechtsstellung des Tieres, 
insbesondere im Zivilprozess, Zuerich Univ., Diss., 2002, S.2ff. 참조； 윤철홍 “스위스법
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주 19), 651면 이하 참조.

21) 자세한 것은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주 6), 417면 이하； 윤
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주 19), 662면 이하 참조.

22) Art.482 Abs.4 ZGB wird wie folgt bestimmt: wird ein Tier mit euiner Zuwendung von 
Todes wegen bedacht, so gilt die entsprchende Verfuegung als Auflage, fuer das Tier 
tiergerecht zu s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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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동물은 상속법상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에서도 수증자

가 될 수 있을 것이다23).

5. 프랑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프랑스에서는 2015년 2월 16일에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

정을 채택하였지만, 오스트리아나 독일과 같은 형태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24). 예컨대 물건을 규정하는 조항들에서 동물을 원칙

적으로는 동산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

해 동법 제515-14조에서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이다. 동물보호법을 제외하고, 

동물은 동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다른 입법례들과는 달리 동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어서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산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신설한 것이다. 

 동물에 관한 프랑스법의 특이한 점은 형법에서부터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에 형법전의 개정을 통해 재산에 대한 죄로 분류

되었던 동물학대죄를 ‘인간의 장기에 관한 범죄’와 ‘인간의 배아에 관한 범죄’가 포

함되어 있는 ‘그 외의 죄’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입법은 판례와 

학설들에서 주장되어 왔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19

세기 후반부터 입법에 추진되었으며, 동물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논의도 198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에서는 동물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리능력을 부여하자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타났다. 먼저 태아에게 예

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동물을 ‘태아의 상태에 있는 권리주체’로 

이해하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25), 동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 동시

에 제한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자는 견해26), 더 나아가 동물인

(動物人: person anima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대칭되는 제3의 

23)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주 19), 668면 이하 참조.
24) 프랑스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靑木人志, 「動物の比較法文化」, 有斐閣 (2002), 49면 이

하;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제51권 3호), 
(2010. 3), 36면 이하 참조. 

25) A. Couret, Note sur une decision rendure par la Cour de cassation le 8 oct. 1980, p. 
364; 靑木人志(주 24), 79面(재인용).

26) C. Daigueperse, L'animal sujet de droit; réalité etdemain, Gaz. Pal 1981, 1, Doc p.160; 
靑木人志(주 24), 6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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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동물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나타났다27). 특히 이러한 동물인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 동물법인론을 주장한 견해도 대두되었다28). 예컨대 1994년 

프랑스 개정 형법전에서 동물에 관한 규정은 이미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동물에게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유한 법적 이익

을 가질 것과 둘째로 의사표시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동물보호단체에 사소권(私訴權)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동물은 이미 ‘사람

(人)’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동물도 고통을 받지 

않고 자기 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익을 인정

할 수 있으며, 둘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3조 동물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사소권을 가진 동물보호단체를 동물인의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법 기술로서 동물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위험과 인간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견해, 즉 동물을 의인화하는 견해보

다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9).

Ⅲ. 증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1. 개설
가축 등 일반적인 동물의 소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을 더 이상 직접 사

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상 매각하거나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증여하게 된다. 그

러나 가족의 일원처럼  지내고 있던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단기간 동안 키울 수 없

는 경우 동물 호텔이나 위탁소에 위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혹은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더 이상 키울 수 없지만, 특히 반려동물의 생존이 걱정된다면, 자기

의 부담 하에 지인에게 동물의 보호를 부탁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반려동물을 보호하지만 사망 

27) A. Brunois, L'animal sujet de droit; Colloque a iInstitue de France en 1984, Droits de 
l'animal et pensée contemporaine LFDA 1984; 靑木人志(주 24), 79面.

28) J-P. Marguénaud, L'animal en droit privé. RUF 1993; L'animal dans le nouveau code 
pénal, D.1995 Chr. p.187;靑木人志(주 24), 77面 이하.

29) 자세한 것은 靑木人志(주 24), 258面 이하 참조.



사법상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_ 윤철홍 ∣43∣

후에는 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사인증

여 계약도 가능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생존을 위해 소유자가 이렇게 일정한 재산

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그 타인이 동물의 생존을 보호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

의 형태가 이상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수증자 역시 반려동물의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부 사

인증여가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유언에 의한 부담있는 증여보

다는 유증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동물의 생존 

보호를 위한 계약상의 조치로서 증여에 대해 논구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위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통상 단기

간의 보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여를 통한 방법 중, 

수증자에게도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사인증여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2.  부담부 증여를 통한 동물의 생존 보호
(1) 부담부 증여의 의의

1) 우리 민법은 제5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

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

한다30). 예컨대 김씨가 이민을 가면서 이씨에게, 자신의 1000평의 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면서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같이, 한편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해 주면서, 다

른 한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

용처를 지정한 경우나 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31). 이러한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받은 수증

자의 부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증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 더 나아가 

일반 국민 혹은 불특정다수인, 즉 공익도 무방하다32). 

30)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 2003), 120면;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박영사, 2006), 
196면; 김주수, 「채권각론」(삼영사, 1993), 163면; 윤철홍, 「채권각론」(법원사, 2015), 
183면.

31) 대판 1972.7.25, 72다909.
32) 이러한 부담부 증여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철홍, “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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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 증여는 계약 당사자들간의 인적인 결합 내지 사적인 관련성이 일반 

계약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로마시대 종교나 사회적 목적으로부터 기원한33) 점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때로는 도덕적 성질과 함께 공익적 성질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법적 성질 자체에도 편무계약이면서도 수증자의 부담이라는 

쌍무계약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도 문제된다. 선진사회일수록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기부 형태도 다양해지며, 부

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호이익이 증진되는 효과도 있다3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여

겨진다.

 3) 부담부 증여는 무상계약이다. 그러므로 비록 수증자가 특정된 부담이라는 의

무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증여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는 편무계약이다35).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

약인 동시에 불요식계약이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통상적인 증여의 성질과 동일

하지만, 부담부 증여에는 ‘부담’이라는 부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증

여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2) 부담부 증여의 성립요건

1) 증여의 특수한 형태로서 부담부 증여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부담의 

내용 역시 급부로서의 일반적 요건, 즉 급부의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 등의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한다36). 

학」 제42호 (2008. 09), 494면 이하 참조.
33) M.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Bd. 1, 2. Aufl., 1971, S.259.
34) 부모들이 유산을 상속해 주면서 다양한 형태의 효도를 부담으로 설정하여 부담부 증여형

식을 취하는 경우 상호 이익이 증진되게 된다.
35) 이에 반하여 구체적인 부담의 정도나 성질에 따라 쌍무계약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김형배, 「채권각론」(박영사, 1997), 394면과 임건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 부담
의무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요건”, 「Jurist」411호 2006. 3, 345면에서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증여와 부담의 대가관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
도는 부담을 제한적이지만 쌍무계약상의 대가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
게 해석하는 것은 무상 편무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증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
당하다고 생각한다.

36) 대판 1979.11.13, 79다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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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증자는 부담의 합의를 통해 채권법적인 급부의무를 지게 된다. 통상 물권적 

효력을 지닌 부담(처분)은 논외가 된다37). 수증자에게 부과된 부담 급부의 대상은 

개개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 급부가 유형적인 형태나 정

신적인 형태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38). 부담의 실현을 위한 수

단이 대상 자체로부터 연유되어야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부담은 보통 증여의 

근거와 가치로부터 발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증여의 성격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이미 증여의 대상에 대한 실행 중 법률상 혹은 법률행위상의 제한들을 

수인하거나 인수해야만 하는 때에는 부담이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제한

물권이 부과되어 있는 토지의 증여방식의 이전은 순수한 증여로서, 그리고 부담부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부담부 증여는, 우선 

수증자가 먼저 증여자 혹은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해 주는 혹은 생존하는 동안 

무상으로 거주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3) 급부의 수혜자는 증여자일 수도 있지만, 수증자 자신 혹은 제3자,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이 될 수도 있다39). 수증자의 급부의무와 관련하여 부담부 증여는 

독일 민법 제107조의 의미에서와 같은 아주 이익이 되는 법률행위는 아니다40). 만

약 부담이 법률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제134조 BGB),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

나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해 무효가 되는 때에 계약의 효력은 독일 민법 제139조나 

우리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러한 증여는 무효가 된다41). 

4)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으로 요구되는 급부에 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부로서의 일반요건으로 요구되는 적법하고, 가능하며, 확정되

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2). 또한 하는 급부나 주는 급부뿐만 아니라 

목적 재산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증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부담의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43). 따라서 수증자를 위하여 최소한 하나의 관념적인 장점이나마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느껴지는 출연과 출연수령자의 급부에 관

한 재산적 가치의 경우에도 하나의 부담부 증여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부담 급부

37) Münchener- J. Koch, §525 BGB, 4. Aufl., 2006, Rn.2
38) Münchener- J. Koch(주 37), Rn.2 
39) Münchener- J. Koch(주 37), Fn.10
40) Münchener- J. Koch(주 37), Fn.11
41) Münchener- J. Koch,(주 37), Rn.3 
42) 대판 1979.11.13, 79다1433. 
43) 같은 견해로 김기선,「한국채권법각론」(법문사, 1982),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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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고유한 이익에 공헌하거나 혹은 그가 일시적인 이용 가능성의 형식으로

서 최소한 시간상의 장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44).

(3) 부담부 증여의 효력

 1) 부담부 증여의 효력은 무상 편무계약인 증여의 일반적인 효력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증여 대상 권리나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할 급부의 발생이 주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증여계약에 종된 부관으로서 수증자의 부담이 결합되어 특수한 효과

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 제559조 2항에 의하면 통상의 증여계약에서 하자

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담보

책임(민법 제559조 1항)과는 달리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그 

밖의 효력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우리 민법 제559조 2항에서는 “상대방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

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무상계약임에도 불구

하고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규정한 취지는 수증자의 부담

과 증여자의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담의 한도 내에서는 사실

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으로써 오

히려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45). 

3) 통상의 증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자에게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

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고의 또는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준

용하여 증여자에게 고의 또는 추상적인 과실이 있는 때에도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이 특칙에 따라 상대 부담 있는 수증자는 상대 부담의 감액청

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권리가 ‘부담의 한도 내에

서’ 생긴다는 것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함으로써 손실을 입지 않는 한도까지라는 

의미이며, 증여의 본래 목적물의 가액에 대하여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

이 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46).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대 부담이 증여의 목적물

의 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에 하자나 흠결이 있

기 때문에 그 만큼 수익이 감소되면 부담의 액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감소되므로 

44) Münchener- J .Koch(주 37), Rn.6, Fn.17
45) 곽윤직(주 30), 121면; 김기선(주 43), 112면; 김주수(주 30), 165면 등 다수.
46) 김주수(주 30), 164면; 임정평, 「채권각론」(법지사, 1995),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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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47). 

(4) 부담부 증여에 따른 동물의 생존 보호와 관련한 문제 

1) 부담부 증여는 증여의 규정뿐만 아니라 쌍무계약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

로, 증여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증여해 준 땅이 토지거래계약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땅값은 하락했는데 애완견의 사료값이 증가 하거나 애완견이 병들어 치료비가 과

도하게 된 경우에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또한 애완견의 보호를 

게을리 한 경우, 더 나아가 고의로 애완견을 유기한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2) 증여물에 하자는 없으나 급격한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여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수증자의 부담이 증여물의 가치보다 과중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

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부담부 증여에 담보책임을 규

정한 취지가 증여물의 하자로 인하여 증여물의 가치가 부담의 가치보다 감소되어 

수증자가 부담부 증여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도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여48)  증가된 비

용을 청구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이다49).

3) 수증자가 동물 보호를 게을리 혹은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증여자가 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도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는 부담을 통해 이익을 받는 자로서 증여자 자신일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의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이든 관계없이 증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증여의 이익을 지급하도록 약속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제3자

도 이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50). 비록 우리 민법이 이행청구권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부 증여의 특수성에 비추어 증여자나 제3자의 수

증자에 대한 부담이행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1). 

47) 곽윤직(주 30), 121면; 김증한․김학동(주 30), 198면; 김주수(주 30), 164면; 임정평(주 
46), 239면.

48) 같은 견해로 김증한․김학동(주 30), 198면.
49) 윤철홍,“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주 32), 506면.
50) W. Fikentscher, Schuldrecht, 7. Aufl., 1985, S.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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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부담이 공익적인 

것인 때에는 관할관청이 그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로마법에서 부담부 증여가 종교생활에서 교회의 사업을 위하거나 사회적인 특수 

목적을 위해 인정했다는 법사적인 연원과 맥을 같이하여52) 독일 민법과 스위스 채

무법은 부담의 공익성에 대한 관할관청의 수증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부담이 비록 

공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상속인만이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공익적 부

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독일 민법(제525조 2항)이나 스

위스 채무법(246조 2항)에서처럼 관할관청이 수증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53).

5)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증여된 

권리의 하자 또는 증여물의 하자로 인하여 출연의 가액이 부담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부족액이 전보될 때까지 수증자가 부

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해 독일 민법은 명문으

로 이행거절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은 수증자가 증여물을 수령한 

때에, 부담을 안고 있는 이상 부담 급부를 이행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54). 이러한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

여대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가 더 이

상 약속한 부담 급부의 가치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물론 하자와 부담가

치에 미달하고 있는 금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자는 증여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 성립에 대한 적절한 

시점은 현실 혹은 구두증여 계약의 체결시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이 시점에 하자

를 알지 못했어야만 한다. 이러한 증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행거절권과 관

련하여 하자의 존재 여부, 하자로 인하여 가치감소의 액, 하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져야한다55).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이행거절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독일 민법에서와 같이 

51) 윤철홍(주 30), 183면.
52) 윤철홍, “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주 32), 508면.
53) 같은 견해로 민법주해(XIV), 59면(고영한집필); 윤철홍(주 30), 185면.
54) Mugdan, II, S.167.
55) Münchener- J .Koch(주 37), Rn.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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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

에 대한 인정근거를 쌍무계약의 적용규정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559조 2항의 담보책임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56). 

 더 나아가 수증자가 이러한 증여자의 수증재산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담 급부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비

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은 부담실행으로 발생한 비용이 하자로 말미암아 출연의 가액을 넘게 된 

경우에 그 부담의 한도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

일 민법 제526조 2항).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 역시 규정하고 있

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57). 

6) 독일 민법에 따르면 부담이 실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물이 부담의 실행을 

위하여 사용되었어야 했을 한도에서 증여자는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정해진 

요건 아래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 민법 제527조 1항). 제3자가 부담의 실행을 청구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은 배제된다(독일 민법 제527조 2항).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

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의 취지상 부당이등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58). 

3. 사인증여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1) 사인증여의 의의

 사인증여(donatio mortis causa, Schenkung von Todes wegen)란 증여자가 생전

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59). 사인증여의 계약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생전에 ‘승낙’하

는 때에 성립하지만,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60). 예컨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자

56) 윤철홍, “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주 32), 509면.
57) 윤철홍, “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주 32), 509－510면.
58) 윤철홍, “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주 32), 510면.
59) 사인증여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

문집」, 1998, 21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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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재산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주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키워달라고 부탁하여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을 말한

다. 따라서 사인증여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유증과 유

사하지만, 그 법적 성질이 계약으로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

게 유증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유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증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562조). 

(2)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

1)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존하는 동안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

약이다. 반드시 증여자가 청약을 하고 수증자가 승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가 청약자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성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증여

에 대한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행위를 사인증여의 의미

로 볼 수는 없다61).

2) 사인증여 역시 본질은 증여이다. 따라서 수증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즉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원래 수증자가 어떤 부담 내지 의무를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무상이 된다. 무상인지

의 여부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

기서 무상이라 함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62). 따라서 비록 수증자가 어떤 부담이나 의무를 지는 부담

부 증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증여자의 재산수여의 대가가 아닌 때에는 무상으로 간

주되어 증여가 된다. 

3) 사인증여는 목적물의 인도 기타의 출연행위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한 의사합치 이외에는 어떠한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일반적인 증여계약에서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의 구속력이 약해진다(제555조).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생존

시에 체결하지만, 그 계약의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 

60)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주 59), 214면.
61) 대판 1991.8.13, 90다6729. 
62)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주 59),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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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인행위성이 사인증여의 본질적인 특색이다63). 

(3) 유증규정의 준용범위와 문제점

1) 사인증여의 효력이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이 유증과 공통되는 것이

기 때문에 유증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562조). 이러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는 사인증여가 상속인에게 귀속할 재산의 처분이라는 실질적인 면에

서 유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64).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와 관련하여 유증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폭넓게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증이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라는 점과 이러한 특성에 기초한 유증

의 규정들을 계약인 사인증여에 준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65). 

2) 사인증여에 준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언의 능력(제1061－1063

조),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유언의 방식(제1065조 이하)66),  유언의 승인과 포기(제

1074조－1077조), 유언의 집행, 수증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라 할 수 있다67). 그러

나 유언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준용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4) 사인증여와 유증이 충돌되는 때 적용 순위

 만약 사인증여의 계약을 체결한 한 자가 다시 유증을 한 경우, 즉 사인증여와 

유증이 충돌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가? 유언의 저촉에 관한 민법 제1109조에 의하면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

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므로 이 규정에 의해 사인증여가 유증보다 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점과 민법 제1116조를 유추

하여 사인증여가 유증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8).

(5) 사인증여에 따른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63)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주 59), 220면.
64) 곽윤직(주 30), 184면.
6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윤철홍(주 59), 221면 이하 참조.
66)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판 2001. 

9.14, 2000다66430, 66447). 
67) 대판 1996.4.12., 94다37714.
68)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주 59),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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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법에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한 사인증여는 우리 민법에서도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제562조). 특히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증여자의 의사를 존중

하여 사인증여에 대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독일 민법이나 오스트

리아 민법전에서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입법례도 있지만 자유롭게 당사

자에게 위임하는 우리 입법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의 태도와 같이 사인증여의 인정과 함께 유증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이러한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여 유증의 단독행위성에 기초한 여러 규정들, 예컨대 유언의 방식과 같은 것까지 

준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준용여부에 대한 해석은 상속인에게 귀속할 재산

의 처분이 계약에 인정해도 무방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69).

2) 부담부 증여가 통상 증여자의 생존 시에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직접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증여자의 사망 후에도 반려동물의 생

존을 계속적으로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해서, 즉 동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수증자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유증보다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제도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부답부 사인증여에서 수증자는 쌍무계약상 인정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유

증보다 더 강한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어, 동물의 생존 보호를 위한 증여자의 의

사에 부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라 여겨진다.   

 

IV. 부담부 유증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1. 개설
(1) 부담부 유증의 의의

69)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주 59),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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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중병으로 곧 사망할 것으로 예견되자,10억 상당의 자신의 집을 乙에게 무

상으로 양도해 주는 대신에, 乙로 하여금 자신이 키우고 있던 3마리 애완견들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키워달라고 유언하였다”라는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

담부 유증이란 유언자(甲)가 유언으로 수증자(乙)에게 유언자 본인, 상속인 또는 제

3자에 대한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제1088조). 이 경우에

는 乙로부터 사육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애완견을 수익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유언자와 수증자 이외의 제3자이지만, 때

로는 유언자 자신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어도 상관없다.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

우에 특정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70). 더 나아가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해 재단이 수익자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는 애완견도 

수익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애완견이 수증자나 상속인은 될 수 없을 것

이나, 수익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부담은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급부하여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경제적 이익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

가 되는 것이나 특정인을 간호하고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사안에서 처럼 애완견

을 돌보는 것을 부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71). 부담은 유언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이다. 이러한 부담의 내용은 수증자의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

서 수증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수증자

의 행위를 내용에 따라 부담과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의 구별은 유언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증의 효력을 불확정한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유

증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되고 있다72).

(2) 부담부 유증의 법적 성질

부담부 유증은 유언에 의해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유

증이다. 부담부 유증은 수증자에게 의무를 부과시킬 뿐이고, 그 이행이 유증의 조

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유증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시 말해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유증이 실효되지 않는다73).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70)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법문사, 2015), 795면； 박동섭,「친족상속법」(박영사, 
2013), 768면.

71) 박동섭(주 70), 767-768면.
72) 박동섭(주 70), 7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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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부담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실효되지 않

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

11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가류 44). 부담은 유증의 반대급부 내지 대가

가 아니다. 따라서 부담의 이행과 유증의 이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므로 수증자는 부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유

증의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74). 

2.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과의 관계 
모두에서 소개한 헴슬리 사건에서 처럼 유언으로 동생에게 1000만달러를 증여하

면서 자신의 애완견을 돌보도록 한 법률상 의무, 즉 부담이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특히 두명의 손자에게는 전혀 남겨 주지 않으면서 애완견을 

위해서는 1200만 달러를 신탁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닌지가(제103

조) 문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혼인이나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 더 나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능

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은 무효가 될 것이다75). 이렇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

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불능을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부담이 무효가 되는 것

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담뿐만 아니라 유증까지도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우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76). 이와 관련하여 그 

부담이 없었더라면 유증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유증 자체도 무

효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는 단순한 유증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77).    

3. 부담부 유증의 효력

73) 김주수／김상용(주 70), 793면； 김재호, “포괄적 유증”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78집(1998년), 389면.

74) 김재호(주 73), 389면.
75) 곽윤직,「상속법」(박영사,1997), 442면.
76) 독일 민법은 부담의 무효는 피상속인이 부담 없이는 출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로 행해진 출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민 
제2195조).

77) 통설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곽윤직(주 75), 422면； 송덕수, 「친족상속법」(박영사,2016), 
4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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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의 이행의무자

 수증자가 일차적으로 부담의 의무이행자가 된다. 만약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

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2차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부담의무

를 이행해야 한다.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76조). 따라서 상속인이 유증을 승인하였다면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부담

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 부담의 내용이 불가분이면 공동상속인이 각각 불가분의 의무를 부담

하게 될 것이다. 

 

(2)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1) 상속인 및 유언집행자

 부담부 유증의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11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부담의 이행청구권자가 된다. 부담의무의 이행과 관련하

여 유언자가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자의 상속인이 부담의

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상

속인 중의 1인이 부담부 유증의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은 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78). 

2) 수익자

 수익자도 부담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 민법에는 특별

한 규정이 없다. 원래 수익자는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이고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증자에게 바로 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79). 그러

나 이행청구권자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부담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수익

자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유언자가 의도한 목적을 이

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처한 이익상황이 부담부 증여에서의 수익자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민법 제539조 제1항과 제561조를 유추하여 수익자도 이익향수

78) 곽윤직(주 75), 422면.
79) 김용한, 「친족상속법」(박영사, 2004), 415면； 박병호,「가족법」(한국방송통신대학, 

1999),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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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접 수증자에게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80).

(3) 수증자의 부담 범위

1) 유증은 유언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부 유

증에서 부담이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증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제1088조 제1항).  다시 말해 부담이 유증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한 부담 부분만 무효로 된다는 것이다81). 따라서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해

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증의 목적의 가액과 부담의 가액과의 산정은 수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

기 위하여 부담을 이행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82). 부담의 이행한도에 대하

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부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이, 유언의 취

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는 가정법원이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83).

(4) 부담부 유증의 포기와 수익자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

다. 제1074조에 따 르면 부담부 수증자 역시 유언자의 사망 후에도 언제든지 유증

을 포기할 수 있는데(동조 1항； 제1090조), 이러한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실효하게 된다(동조 2항). 따라서 부담부 유증에서 부관이라 할 수 있는 

부담 역시 당연히 실효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1090조 단서)84). 

80) 통설적인 견해이다. 곽윤직(주 75), 423면； 박동섭(주 70), 769면； 송덕수(주 77), 426
면； 윤진수,「친족상속법강의」(박영사,2016), 505면； 이경희,「가족법」(법원사,2012), 
568면 등.

81) 곽윤직(주 75), 423-424면； 윤진수(주 80), 506-507면.
82) 곽윤직(주 75), 423면.
83) 곽윤직(주 75), 423면；김재호(주 73), 393면.
84) 일본 민법은 제1002조 2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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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취소 규정의 취지와 성격

 부담부 유증은 쌍무계약인 부담부 증여와 달리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유증의 의무자는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해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담의 불이행이 해제조건이 아니므로, 부담을 이행하

지 않는다고 해서 유증이 곧 바로 실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자는 수증자가 부

담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면 유증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부담을 이행

하지 않는 수증자에 대한 유증을 실효케 하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가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11조).

 

(2) 취소청구의 요건

 1) 부담부 유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담부 유증의 수증자가 부담을 이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부담을 일부분만 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특히 문제될 것인데,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부담부 유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해도 좋

을 것이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미세한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85). 

2) 부담의 불이행이 수증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부담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여 수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부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담이 유증 목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유언의 취소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86). 

3)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수증자가 그 이행을 준비하여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의 이익을 받을 자가 수증자로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에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85) 곽윤직(주 75), 425면； 김주수／김상용(주 70), 796면.
86) 김재호(주 73),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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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에서도 계약해제에서 처럼 수증자가 미리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

사를 표시한 때(제544조 단서), 부담이 정기행위인 때(제545조), 부담의 이행이 불

가능한 때에는 이행의 촉구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3) 취소의 절차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권자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

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류 44). 그러나 수익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익자는 유증의 당사자도 아니고 유언취소의 이익도 없기 때

문이다87).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도 각자가 취소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인들이 공

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88).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관할이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7

호), 심판절차에는 수증자를 참가하게 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청

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취소의 심판에 대해서는 수증자 기타 이

해관계인이 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89조 제2항).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효

력이 생긴다. 

(4) 취소의 효과

 가정법원의 취소심판이 있으면, 부담부 유증은 유언의 효력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부관인 부담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

한다( 제1090조).  그러나 부담의 일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에 

의해 받은 가액 중에서 이행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면 될 것이다. 상속

인이 이미 이행된 부담을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선

의의 이득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제748

조 제1항). 

5. 소결 

87) 박동섭(주 70), 771면.
88) 김재호(주 73),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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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은 조건부 유증과 달리 수증자의 부담 불이행과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부담의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한 유언도 아니므로 부담의 

불이행으로 그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도 아니다. 부담의 불이행은 법원에 대

한 유증 취소 청구의 사유가 될 뿐이다.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는 통상 계속적인 

급부를 부담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일부만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부담부 유증의 

취소가 문제될 것이다. 어느 정도 보호를 해태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 유증을 취

소할 것인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유언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일부 불이행으로 반려동물의 보

호가 부실해졌다면,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될 것으로 부담부 유증을 취소

하든 하지 않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증에 의한 동물의 생

존을 보장하려는 유증자의 의도 자체는 좋은 배려라 할 수 있지만, 수증자의 부담

을 강요하는 차원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어 유증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는 등 다른 제도에 비해 크게 유익한 것은 아

니라고 여겨진다. 

V. 신탁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1. 개설
전술한 바와 같이 증여 계약이나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반려

동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게 하고 그 대신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것이 민

법상 동물의 생존을 보호하는 주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민법 이외에 특별법인 

신탁법에 의해서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

래 신탁법상 신탁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

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이기  때문이다. 통상의 신탁은 위

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재산의 관리 등 특정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에 위탁자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

러나 신탁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에 따른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

탁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방안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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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한다면 부담부 사인증여 내지 부담

부 유증과 같은 효과를 안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장에서는 신탁법

상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 원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유언신탁에 의한 동물의 생존 보호
(1) 유언 신탁의 의의

위탁자가 유언의 방식으로 수탁자,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정하여 신탁을 설정하

는 것을 유언 신탁이라 한다89). 다시 말해 유언신탁이란 유언에 의해 설정되는 신

탁으로서 사후신탁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생전에 계약으로 체결하는 일반적인 

신탁은 생전신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헴슬리와 같은 부동산 재벌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동물보호재단 등에 신탁하면서 수탁자인 동물보호단체에

서 애완견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다. 유증에서 처럼 유언에 의해 행해지는 점은 

동일하나, 신탁법에 의해 규율받는 점이 다르다.

(2) 유언신탁의 설정방법

신탁법은 유언신탁의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언

신탁의 설정은 유언과 신탁의 일반 법리에 따라야만 한다. 먼저 유언은 민법상 엄

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하는데(민법 제1065조－제1072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만 한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언의 내용에 신탁설정의 의사, 신탁재

산, 수익자 등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 유언신탁 역시 

민법상 유증과 같이 신탁할 특정 재산을 지정하는 형태와 신탁재산 전부 또는 그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신탁하는 방법 역시 가능할 것이다90). 

(3) 유언신탁의 철회

사인행위인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 중에 언

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유언을 

89)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정의에 대해서는 임채웅,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2009. 9), 125면 이하, 특히 130면 이하 참조.

9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법무부, 20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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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유언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신탁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언신탁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1항). 따라서 

유언신탁 경우에도 위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유언

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

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동법 동조 제2항).  

  

(5) 유언신탁에 의한 동물의 생존 보호

신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통상 유언신탁은 은행 등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고

객의 유언장 작성 및 사후 상속문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재산관리서비스

와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업무인 프라이빗뱅킹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위탁자 생존 시에는 투자자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이자형태로 받아 노후 생

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신탁 계약서가 유

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가입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자산을 후손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언신탁제도를 통해 반려동물의 장래 생존을 위해 활용하

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대비하여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의 방안으로 유언신탁을 이용하는 것

이다. 반려동물의 장래 생존을 위해 미리 대비해 두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신탁도 

본질적으로는 단독행위라는 점과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 및 신탁법

상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3. 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특정인에게 (수탁자)에게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 사망 후에는 반려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부양자(연속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

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신탁계약을 일본과 최근 한

국 개정 신탁법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라 명하고 있다(신탁법 제59조).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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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우선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 할 수 있다91).

유언대용신탁은 새로운 형태의 상속방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92), 후술한 바와 

같이 장점이 많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

나93), 신탁법에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정

교한 법리구성이 필요하겠지만 구태여 용어 자체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94). 

(2)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위탁자 생존 시에 수익권이 발생하는 신탁

 신탁법 제59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위탁자 생존 시에 수익권이 발생하는 신

탁’은  신탁계약이나 신탁선언을 통해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면서, 유언자 

생존 시의 수익자는 자신을 비롯한 특정인으로 따로 정하고, 유언자의 사망 시에 

수증자가 수익자가 되도록 지정하는 형태이다. 예컨대 자기의 소유 건물에 식당업

을 하고 있는 김씨는 고령으로 더 이상 영업과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신탁회사에 영업과 관리를 맡기고 그 수익금 중 일부는 자신에게, 일부는 자신

의 반려동물들의 사육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반

려동물의 사육 비용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 밖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도

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2) 위탁자 사망 이후 급부를 받는 신탁

 ‘위탁자 사망 이후 급부를 받는 신탁’이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신탁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수익자가 급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생전신탁이라는 

91) 이근영,“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32－3호(2012), 213면； 임채웅
(주 89), 397면. 

92)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법학논총」 제31집 2호(2011.8), 65면 이하 참조.
93) 예컨대 최수정(주 92), 69-70면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이라는 용어 대신에 “위탁자의 수

익자 변경권”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94) 같은 견해로 법무부(주 90), 469면； 이근영(주 91), 215-21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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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으나,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수익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후에야 수익자가 발생하여, 그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점

에서 다르다. 즉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만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급부청구권의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의 사망 시점 또는 

그 이후 일정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95). 예컨대 김씨가 자신의 아들을 수익자로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게 식당 영업 등을 신탁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 

및 식당영업을 운용토록 하고, 김씨가 사망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아들이 

재산 등을 이전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3) 유언대용신탁의 특징

 신탁제도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유언에 비해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유연하고

(유연성), 다양한 방식(다양성)으로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상속에 대한 계획을 모

색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제도의 성질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용유언

신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

체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96).

1)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의 작성과 그에 따른 공증 등과 같

은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 방식과 달리 다

양한 상속 방법의 설계가 가능하다.

2)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

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때로는 불필요한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기도 한

다. 이에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ㆍ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상속받도록 

미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유언장 없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예컨대 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배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4) 위탁자의 생존 시 가졌던 의도, 즉 신탁 목적에 따른 사후 재산 분배가 가능

95) 법무부, 개정 신탁법 해설(주 90), 468면.
96) KB 국민은행 발행, 「KB 팻(Pet) 신탁」 Q＆A, Q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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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대습상속 등이 가능하다.

5) 유언대용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신탁이 유효하고,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상황까지 설정해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유언대용신탁시 수익자 변경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사망하기까지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된 자, 즉 

사후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신탁법 제59조 1항).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장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일종의 기대권을 보유하기  때

문에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사인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사인증여에 준하여 자유롭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

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

이 인정되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별도의 정함이 없이도  위탁자는 당연히 

수익자 변경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을 배제하려면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5) 「KB 팻(Pet) 신탁」 사례를 통해 본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내용

1) KB 팻 신탁의 구조97)

97) KB 국민은행,「KB 팻(Pet) 신탁(MMT형) 상품설명서」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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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자는 본인 사후 반려동물 부양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 연속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시 수탁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사망통지인을 겸임한다. 

② 위탁자 사망시 사망통지인인 연속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 사망사실을 통

지하고, 신탁재산 교부를 청구한다,

③ 수탁자는 연속수익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④ 연속수익자는 지급받은 교부금을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2) 그 내용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인 KB 펫(Pet)신탁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위탁자)이 사

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수탁자)에 자금을 미리 맡기

고, 본인 사망 후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연속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필요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탁상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생전

에는 위탁자가 수익자이며, 위탁자 사망 시에는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을 지급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과 신탁재산 운용을 위한 특정 금전신탁계약을 동시

에 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KB 펫(Pet) 신탁’의 가입 대상은 개와 고양이를 기르

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

의 경우에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단기특정금전신탁(MMT)형과 상장지수펀드(ETF)형으로 운용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6) 소결

신탁은 신탁계약을 기초로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언신탁, 특히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재산

을 신탁 운용하여 생존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사망 이후 유

언에 맞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 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

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맞춤형 신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계약 조건의 신탁 상품

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산 운용이 가능

하다. 예컨대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

리까지 맡길 수 있어, 자산 관리나 반려동물의 보호를 하기 어려운 노년층이 활용

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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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

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중도해지

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다. 따라서 이렇게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점은  장점

이라 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신탁에서 처럼 수수료 

등 비용발생도 불가피한 점과 신탁법상 제한이 따르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VI. 맺음말 

1.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도 동물의 생존 보호와 관

련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은 최근 유기견의 문제와 동물의 학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유럽의 민법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규정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법상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반려동물의 인구가 폭증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 고령

자들이 자신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반

려동물의 소유자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에 대한 사법상 특별한 조치들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사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를 모

색해야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부담부 증여와 사인증여  및 부담부 유증이며, 신탁

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등이라 할 수 있다.     

2. 먼저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사인증여에 의한 동물의 생존 보호 방안은 계약

에 따라 동물의 생존 보호가 법적 의무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존 

보호에 게을리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까지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동물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부담부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행위에 의해로 부담이 발생

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유증자가 사망하기 

까지 수증자가 부담을 수용할지 여부가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거의 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부담부 사인증여가  부담부 유증보다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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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민법상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반려동물의 생존 보호 이외에도 유증의 

기능과 유사한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증

은 증여자가 일단 증여 목적물을 양도하고 나면, 더 이상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계속해서 일정한 권능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 목적물에 대한 부담과 같은 별도의 급부의무를 인수하

지 않는 한 증여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나,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그 관리나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탁계약은 계약자

유의 원칙상 위탁자의 의사가 가장 반영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

어 동물의 생존 보호에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4. 신탁법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는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반려동

물의 생존 보호 조치로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정상속

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신탁은 단순히 사인증여나 유증에 비해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더 나아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

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KB 펫 신탁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앞으로 가장 유용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특히 헴슬리와 

같은 부호가 아닌 일반 소시민들이 소액으로도 반려 동물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

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은행 등 수탁자가 대부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지불은 불가피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7.08.07.  심사일자 2017.09.14.  게재확정일자 2017.09.19.



∣68∣　환경법과 정책 제19권(2017.9.30)

참고문헌
[국내문헌]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 2003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3

김기선,「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2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김재호, “포괄적 유증”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78집, 1998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3

김형배,「채권각론」, 박영사, 1997

박동섭,「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박병호,「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 1999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제51권 3호, 

2010

이경희,「가족법」, 법원사, 2012 

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32-3호, 2012

임건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 부담의무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요건”, 

「Jurist」411호, 2006

임채웅,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2009

윤진수,「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15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8호, 2014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56호, 2011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인권과 정의」제420호, 

2011

윤철홍, “부담부 증여에 관한 소고”,「민사법학」제42호, 2008

윤철홍,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8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법학논총」제31집 2호, 2011



사법상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_ 윤철홍 ∣69∣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2017 

[외국문헌]

A. Brunois, L'animal sujet de droit; Colloque a iInstitue de France en 1984, Droits 

de l'animal et pensée contemporaine LFDA 198

P. Bydlinski, Das Tier, (k)eine Sache?, in: RdW, 1988

W. Fikentscher, Schuldrecht, 7. Aufl., 1985

M.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Bd. 1, 2. Aufl., 1971

K. Larenz/ Canaris/Wolff, AT des BGB, 8.Aufl., 2002

J-P. Marguénaud, L'animal en droit privé. RUF 1993

D. Medicus, AT des BGB, 6. Aufl., 1994

Rn. 1178; Muenchener/ Holch, §90 BGB, 3.Aufl., 1997

C. Raspé, Die tierliche Person, 2013

C. Strunz, Die Rechtsstellung des Tieres, insbesondere im Zivilprozess, Zuerich 

Univ., Diss., 2002

靑木人志, 「動物の比較法文化」, 有斐閣, 2002



∣70∣　환경법과 정책 제19권(2017.9.30)

<Abstract> 

A Study in the civil Law regarding the Survival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Yoon, Cheol-Hong*
98)

1. This paper explores protective measures in Korea, where the companion 

animals have reached 10 million in recent years, in order to ensure the survival of 

companion animals after their owners decease. Civil law in western Europe protects 
the legal status of animals by specific measures alongside the declaration of "Tiere 

sind keine Sache,“ meaning ”Animals are not objects.“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such legislative action in place y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pulation of 
the companion animals continue to steeply grow, and in today’s aging society, the 

elderly became interested in protecting the survival of companion animals following 

their death. Therefore,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survival of companion animal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under civil law, Schenkung unter Auflage, 

meaning ”onerous gift“; Schenkung von Todes wegen, meaning ”gift effective upon 

death“; and Vermaechtnis unter Auflage, meaning ”bequest subject to charge“; 
testamentary trust and living trust, among others, are available under civil law.

2. First, the plan for the survival of animals by onerous gift and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of protecting the survival of animals as a 

legal obligation. This may cause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security along with 

indemnification, contingent upon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when the 
negligence of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their survival might occur.  Therefore, 

the protection of animals that conforms to the wishes of the gifter may be feasible. 

On the other hand, because onerous gift is actuated by the sole act of the will, the 
burden may be abandoned by the giftee. In other words, until the gifter dies, it is 

uncertain as to whether or not the giftee will accept the burden.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having almost the same effect would be 
better than the onerous gift.

*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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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survival of companion animals by the gift 

under civil law or testament, the testamentary trust and living trust under trust law 
may be utilized instead for the similar function of bequest. The bequest is such 

that once the donor transfers the object, he or she could no longer exercise any 

rights over the object. By contrast, in the case of the trust, the entrustor will 
continue to have a certain power of ownership. . Furthermore, the beneficiary may 

freely dispose of the gift as long as he or she does not accept a separate payment 

obligation, such as a burden on the gift, but trustee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on 
their management or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very purpose of the trust in 

question.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trust contract can be utilized as the most 

desirable system for protecting the survival of animals because of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that the consent of the consignor can best reflect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for contract.

4. Although testamentary trust and living trust are utilized as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 trust law, they are relatively new as a protective measure for 

the survival of companion animals. Particularly, they have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in Korea where the inheritance system is centered upon court inheritance. 

However, these trusts can be designed in a much more flexible way than the gift 

is, which is effective upon death or bequest. Moreover, they can reflect the truster's 
intention more positively and design succession of the truster’s assets. As can be 

seen in the recent KB Pet Trust,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useful system in 

the future. Especially, unlike the Helmsleys, ordinary people can use such a system 
to protect the survival of their companion animals even in small monetary value. 

However the payment of fees will be inevitable since the trustees such as banks 

are providing relevant services mostly for business purposes.

Key words : Tiere sind keine Sache, Companion Animal, Schenkung unter 

Auflage( onerous gift), Schenkung von Todes wegen(gift effective 
upon death),  Vermaechtnis unter Auflage(bequest subject to 

charge), testamentary trust, living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