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민법 제146조의 입법론상의 문제점

명 순 구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146조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를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46조에 대응하는 일본 민법 제126조는 추인할 수 있

는 때로부터 5년(동법 제126조 전단),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 내(동법 제126

조 후단)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

146조에 대응하는 독일 민법 제124조는 강박을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의 경우

에 취소권은 강박상태로부터 벗어난 때로부터 1년(동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 제

1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0년 내(동법 제124조 제3항)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46조 후단의 10년이라는 기간은 일본의 20년, 독

일의 30년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단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민법

제146조 전단의 3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은 일본 민법보다는 짧으나 독

일 민법보다는 길다는 판단을 하기 쉽다. 그러나 그 대신 독일 민법은 1년의 기간

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동법 제203조 제2항, 제206조, 제207조)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짧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민법 제

146조의 제정시에 의용민법과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면서도 의용민법의 5년·20년

을 3년·10년으로 한 자세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입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만주 민법이 1년·5년으로 되어 있었던 점1)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의용민법과 만주민법의 중간점을 채택한 입법자의 단순한 결단이 아닌가 하

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행 민법의 입법자가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3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

적이며 과학적인 기준에 입각하였는가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

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일정한 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

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효과로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의 청산이 있게 되므로, 취소권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재산권의 문

제와 직접적 연관을 가지게 된다. 법률행위 취소제도의 이와 같은 메카니즘을 고려

해 볼 때, 제146조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비교법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극히 단

기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1) 만주 민법이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극히 단기로 한 것은 만주국 성립의 특수상황과 이에 따른

만주민법 형성 당시의 특수한 배경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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