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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평석〉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

―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4446 판결 ―

 1) 尹 眞 秀***

Ⅰ. 처음에

머리에 표시한 최근의 서울행정법원 결은 상속법상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방법에 하여 결한 바 있다. 이 결은 아직 공간된 것은 아니지만 학설이나 

례상 별로 심의 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흥미를 끈다. 더

욱 주목을 끄는 것은 사건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2006. 2. 

24.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민법 문제에 한 정답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을 둘러싼 행정소송 사건이라는 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문제에 

하여 시험 실시자로서 피고인 법무부가 제시한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 따

른 정답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자기들에 한 불합격처분이 법한 것이라고 

하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 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정답이 

잘못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 이외의 답

항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고가 선정한 답항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가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하 다고 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 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불합격처분이 법한 것이 아니

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

이 결에서는 이제까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 

한 구체 인 문제가 정면으로 다투어졌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에

  *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조언을 하여 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오종근 교수와 서울중
앙지방법원 이동진 판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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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되었다는 에서 여러 가지

로 흥미 있는 결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두 가지 문제 을 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1)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결의 결론이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에는 모두 문제가 있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Ⅱ. 사건의 개요와 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가. 문제와 피고가 제시한 정답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민법과목 1책형 31번(3책형 15번) 문제는 다

음과 같다.

[문] 갑은 극재산 5,000만원과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2005. 6. 30. 사

망하 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을과 병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3. 5. 30. 

유류분 침해사실을 모르는 을과 정에게 각각 7,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하

고, 2004. 7. 30. 그 채무를 이행하 다. 한 갑은 남은 재산 2,000만원

을 사회복지단체 무에게 기증하도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가) 병의 유류분액

  (나) 병이 을과 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액

  (다) 무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취득할 액을 모두 합치면 

얼마인가?

  ① 2,000만원  ② 2,500만원  ③ 3,000만원  ④ 4,500만원  ⑤ 6,000만원

이 문제에 하여 피고가 제시한 정답은 ②번인 2,500만원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 극  상속재산 ＋ 증여

액 － 상속채무액)에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

 1) 위 사건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다
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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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다음 여기에서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과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따라 얻게 되

는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먼  병의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 9,000만원(＝ 극재산 

5,000만원 ＋ 특별수익자인 을에 한 증여액 7,000만원 － 상속채무액 3,000만

원)에 병의 유류분 비율인 1/4을 곱하여 산출된 2,250만원이다. 

다음으로 병의 유류분 침해액을 보면, 병은 특별수익도 없고, 상속에 따라 얻

게 되는 순상속분액도 0원{＝ (유증을 공제하고 남은 극상속재산액 3,000만원 

× 법정상속비율 1/2) － (상속채무 3,000만원 × 1/2)}이므로 유류분액 부를 

침해당하고 있고, 병은  액 부인 2,250만원에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

능하다. 

그런데 민법 제1116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먼  반환을 받아

야 하므로 병은 우선 무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가 병에 

한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취득할 액은 0원(2,000만원 － 2,250

만원)이다. 그리고 병은 정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을에게는 나머지 유류

분 침해액 250만원(＝ 2,250만원 － 무로부터 반환받은 2,000만원)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결국 (가)문은 2,250만원, (나)문은 250만원, (다)문은 0원이 되고, 이를 모두 

합하면 2,500만원이 된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병의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유류분권자인 병의 순상속

분액을 법정상속분을 기 으로 산정하 으나(유증을 공제하고 남은 극상속재산

액 × 법정상속분 비율 － 상속채무 × 법정상속분 비율), 민법 제1118조가 민

법 제1008조를 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처럼 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류분권자가 실질 으로 받을 구체 인 상속분으로 순상속분액

을 계산하여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극재산의 가액 5,000만원에서 유

증 2,000만원을 이행하고 나면 상속재산은 3,000만원이 되고,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를 용하고 있어 특별수익자인 을은 자신의 상속분이 부족한 한

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는데 을의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액 5,000만원{(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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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000만원 ＋ 7,000만원) × 1/2)}보다 많으므로 을은 유증을 이행하고 남

은 상속재산 3,000만원에 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병의 순상속

분액은  상속재산 부인 3,000만원에서 법정상속비율 로 나  상속채무액 

1,500만원을 공제한 1,500만원이 된다. 그 다면 결과 으로 병의 유류분 침해액

은 750만원(유류분액 2,250만원 － 특별수익액 0원 － 순상속분액 1,500만원}에 

불과하고, 병은  액을 유증자인 무로부터 먼  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을과 정으로부터 받환받을 액은 없게 되고, 무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취득할 액은 1,250만원(2,000만원 － 750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정답은 (가)문에서 2,250만원, (나)문에서 0원, (다)문에서 1,250만원을 합

한 3,5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문제의 답항에는 3,500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정답 선정행 에는 

이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다.2) 

다.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모두 근소한 수차로 불합격한 사람들로서  불합격처분에 하여 

행정심 을 청구하 으나 행정심 이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 다.

2. 결이유의 요지

행정법원은 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

가. 문제를 체 으로 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아닌 답항 이외에 표 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긴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 응시자는 개개 표

의 비엄 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체 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와 문제

의 정답이 1개뿐인 취지를 악하여 여러 개의 답항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아닌 답항을 배제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을 정답

으로 고르는 것이 선택형 객 식 문제의 시험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문제에서 

선택하여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아

2) 이외에 원고들은 다른 주장도 하였으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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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답항과 달리 표 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긴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는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악하는데 큰 어

려움이 없는 이상, 답항의 표 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 에 어떤 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02. 10. 22. 선

고 2001두236 결 참조). 

나. 국내의 법학교재  각종 논문 등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동

상속인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  상속분을 산

정하고 이를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취하

는 견해가 다수 있고,3) 다수의 하 심 사례에 있어서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계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한 

향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유류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유

류분제도의 제도  취지나 실질 으로 당해 유류분권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만큼

의 유류분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에서 피

고 주장과 같이 계산하는 것보다 일응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상속과  무 한 제3자의 이익을 해하면

서까지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인정하여 주려는 특별한 제도인데 반하여 상속재

산분할심 에서 구체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수익을 공제한 실제의 상속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가상  상속재산에 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 상 분할을 한 일응의 기 에 불과하다는 , 개별 상

속인들 는 유증자를 상 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원이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구체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이후 

실제 상속재산분할 차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차에서 가정한 로 구체  상

속분이 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

제는 상속재산분할을 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도록 하는 

 3) 이 판결이 들고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변동열 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청구”, 법조, 제47권3호; 정정기⋅김연 저, 가족법-친족상속법, 삼영사, 2005. 8. 10.; 
박병호 저, 가족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1. 7. 25.; 박동섭 저, 개정  친족상속

법, 박영사, 2003. 1. 25.; 지원림⋅제철웅 저, 민법연습, 홍문사, 2006. 2. 10.; 오병철 
저,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 연구 제
20권 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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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상속재산의 분할이 먼  이루어진 후에 이를 토

로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한다는 제하에서만 해결된다는 불합리함이 있다. 

한 피고 주장과 같이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수익

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취하는 견해4)도 

다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하 심 사례도 다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  피고 주장 모두 타당성과 문제 을 가지고 있고, 

이  어느 방식이 타당한 방식인가에 하여는 아직 형성된 법원 례가 존재

하지 아니하며,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들 주장의 계산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이고 피고 주장의 계산방법이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문제가 객 식으로 출제된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들은 제시된 답항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계산방법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시험문제의 답

항에는 정답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법에 의한 

정답항이 있다. 한 이 사건 시험문제를 문언 그 로 볼 때에도 다른 공동상속

인들의 상속포기 여부(만일 을이 상속포기를 하 다면 상속채무 부 병이 부담

하게 되므로 순상속분액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들 주장의 답안이 도출되지 아

니한다), 기여분이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병이 실질

으로 얻을 구체  상속분으로 계산하라는지 등에 한 아무런 언 이 없으므로, 

문제를 단순화하여 일응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병이 실질 으로 상속재

산분할 차를 거쳐 취득할 상속분에 계없이 법정상속지분 비율 로 계산하라

는 묵시 인 지시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시험문제와 같이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②번 답항 이외

의 답항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고가 선정한 답항이  정답

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가 ②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하 다고 하

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다고 할 수 없다.

 4) 이 판결이 들고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곽윤직 저, 상속법, 박영사, 2004; 김용한 
저,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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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評  釋

이 사건의 쟁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류분 침해액 내

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둘째, 설령 법무부가 제시한 이 문제의 정답에 의문의 소지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법인가.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선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방법 일반론에 하여 언 한다.

1.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 일반론

일반 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침해액 ＝ 遺留分算定의 기 가 되는 재산액(A) × 그 相續人의 遺留分 

비율(B) － 그 相續人의 특별수익액(C) － 그 相續人의 순상

속액(D)

A ＝ 극  상속재산 ＋ 산입될 贈與 － 상속채무액

C ＝ 그 相續人의 受贈額 ＋ 受遺額

D ＝ 그 相續人이 상속에 따라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5)6)

 5) 李鎭萬, “遺留分의 算定”, 民事判例硏究 19, 1997, 379면; 李羲榮, “遺留分의 算定方
法”, 民事裁判의 諸問題 9권, 1997, 389면. 같은 취지, 金容漢, 親族相續法論, 補訂版, 
2003, 433-434면; 郭潤直, 相續法, 改訂版, 2004, 287-288면 등. 일본의 문헌으로는 예
컨대 鈴木祿弥, 相續法講義, 改訂版, 1996, 157면 등. 日本 最高裁判所 1996(平成 8). 
11. 26. 판결(民集 50-10, 2747)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유류분의 액은, 민법 1029조, 1030조, 10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채
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고, 그에 동법 1028
조 소정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며, 복수의 유류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류
분 권리자 각각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을 곱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
을 얻고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유류분의 침해액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된 유류분의 액으로부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하고, 그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6) 이를 좀 더 간단히 표시한다면 유류분 침해액은 “(순상속재산액 ＋ 증여액) × 그 相
續人의 遺留分 비율 － 당해 상속인의 결과적 취득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
서 순상속재산액은 상속채무를 공제한 것이며, 결과적 취득액은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
익액 및 순상속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한 것이다. 鈴木祿弥(註 5), 157-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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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정 공식에 하여는 이 사건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각각의 액수도 A, B, C에 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D의 액수, 

그 에서도 병이 상속에 따라 얻는 재산액에 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다. 그

러나  문제의 사안에 하여 구체 으로  공식에 따라 검토해 본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

이는 극  상속재산에 일정한 범 의 증여를 산입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

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극  상속재산은 5,000만원이고 상속채무는 3,000만원

이다. 문제는 산입될 증여의 액수인데,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될 증여로서 상속개시 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 는 당사

자 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을과 정이 모두 유류분 침해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그 증

여가 상속개시 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인가가 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 자체는 2003. 5. 30.로서 상속이 개시된 2005. 6. 30.보다 

1년이 넘은 일이지만, 그 이행 시기는 2004. 7. 30.으로서 상속 개시  1년 이

내이다. 그러나 그 시 은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때를 기 으로 하고, 그 이행이 

언제 있었는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7) 따라서 문제에서 상

속인이 아닌 정에 한 증여는 가산되지 않고, 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 방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인인 을에 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하여 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4조의 규정

은 그 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계없이 유류분산정을 한 기 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례이고,8) 학

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 의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9)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을에 한 증여 7,000만원은 가산되지만, 정에 한 증

여는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액은 극재산 

5,000만원 ＋ 특별수익자인 을에 한 증여액 7,000만원 － 상속채무액 3,000만

원 ＝ 9,000만원이다.

참조.
 7) 郭潤直(註 5), 285면 등. 異說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集 43권 1집 민367면); 1996. 2. 9. 선고 95

다17885 판결(集 44권 1집 민133면) 등.
 9) 郭潤直(註 5), 28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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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류분액｣의 개념

병의 유류분 비율은 상속분 1/2의 1/2인 1/4이므로 그 유류분액은 2,250만원

(9,000만원 × 1/4)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액이라는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민법 

제1112조와 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 가 되는 재산에 유류

분 비율을 곱한 것이라고 읽을 수 있다(  공식에서 A × B).10) 그런데 다른 논

자들은 유류분액을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것(  공식에서 

A × B － C)으로 이해한다.11)

실제로 이는 어떻게 보더라도 결론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12) 우선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유류분액으로 보게 되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

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침

해액의 산정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은 고려되지 않아서 유류분 권리자에

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하여 특별수익에 한 제1008조를 용하고 있어서 유류

분 권리자의 유류분 침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그가 얻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것이 유류분액이 된다고 할 수 있다.13) 종래 유류분액을 유류분권리자의 

10) 金容漢(註 5), 433면; 金疇洙⋅金相瑢, 親族⋅相續法, 제8판, 2006, 749면; 李庚熙, 家族

法, 五訂版, 2006, 553면;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가
족법연구 제20권 2호, 2006, 205면 등.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公 2005하, 1228)도 이러한 취지로 보인다. 일본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는 瀨川信久, “相續債務がある場合の遺留分侵害額の算定方法”, 家族法判例百選 第六

版, 別冊ジュリスト No. 162, 2002, 183면; 同, “相續債務がある場合の遺留分侵害額の

算定方法”, 北大法學論集 53권 2집, 2002, 546면 이하.
11) 郭潤直(註 5), 287면. 위 日本 最高裁判所 1996(平成 8). 11. 26. 판결(註 5)도 같은 취

지이다.
12) 神谷 遊, “遺留分および遺留分侵害額の算定方法”, 久貴忠彦 編, 遺 と遺留分, 제2권, 

2003, 39면 이하 참조.
13) 鈴木祿弥(註 5), 156면 참조. 독일 민법 제23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존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유류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지정과 함께 출연을 받았
으면 이 출연은 유류분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에 생전
출연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한 다음 여기서 다시 생전출
연액을 공제한 것이 실제의 유류분청구권의 액이 된다. Staudinger/Haas, Dreizehnte 
Bearbeitung, 1998, §2315 Rdnr.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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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는 논자도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지 않

은 일반 인 설명인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두 설명이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인 병에게 특별수익이 없었으므로 유류분액을 어

떻게 이해하더라도 차이는 없다.

다. 채무의 공제

상속채무는 두 가지로 공제된다. 첫째, 유류분산정의 기 재산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상속채무액을 공제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둘째, 유류분권리자의 순상

속액14)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은 민법

이 규정하고 있으나,15)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하는 에 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채무 부담

액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채무부담액을 고려하

는 것은 일견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 상속채무를 공제한다면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기 하여 유류분액에서 순

상속액을 산정할 때에도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부담액을 공제하는 것이 균형

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외에 상속채무 부담액이 유류분액보다도 많은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면 유류분을 확보하여도 상속채무 부담액에도 미치지 못하

게 되어 버리게 되고,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하

여는 이러한 결론이 옳다고 하는 설명도 있다.17)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

우에도 상속채무의 분담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의한다는 것이다.18) 그러므로 사안

14) 앞의 공식에서 D.
15) 프랑스 민법 제922조 제2항은 이 점을 명언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이 점은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Frank, Erbrecht, 3. Aufl., 2005, S. 280; Lange/Kuchinke, 
Lehrbuch des Erbrechts, 5. Aufl., 2001, S. 894 등.

16) 오병철(註 10), 207면도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같은 취지, 金子敬明, “被相續
人が相續開始時に債務を有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遺留分の侵害額の算定”, 法學協 雜誌 
119권 3호, 2002, 169면; 潮見佳男, 相續法, 第2版, 2005, 275면.

17) 中川善之助⋅泉久雄, 相續法, 제4판, 2000, 664면 참조.
1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集 43권 1집 민118면). 학설상도 異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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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을과 병은 상속채무 3,000만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500만원씩 

부담한다.

2. 純相續額의 산정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다른 부분은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아

니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이다. 

구체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다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을은 이른바 과특

별수익자이므로 상속인으로서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고,19) 따라서 병만이 

상속재산인 3,000만원 부를 상속하게 되며, 다만 여기서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결국 순상속액은 1,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인 2,250만

원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이 된다.

반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른다면 을과 병이 상속재산을 각각 1,500만원씩 

공동상속하게 되고, 병의 순상속액은 상속채무 1,500만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되므

로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인 2,250만원 액이 된다.

이는 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이지만, 과특별수익자 아닌 단순 특별수익

자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  상속분에 의하는가 아니면 법정상속분에 의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갑의 극재산이 5,000만원이고 채무가 3,000만원이며 상속인으로는 자녀 을과 

병이 있는 은 마찬가지인데, 갑은 2005. 6. 30. 사망하기 1년 이내인 2004. 8. 

없다.
19)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초과특별수익자가 그 초과특별수익을 다른 공동상

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에 관
하여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과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초
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이 타당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尹眞秀, “超過特別受益이 
있는 경우 具體的 相續分의 算定方法”, 서울 학교 法學 38권 2호, 1997, 99면 이하, 
101면 이하 참조. 같은 취지, 朴泰俊, “審判에 의한 相續財産 分割”, 法曹 2000. 2, 
137-140면; 金昭英, “相續財産分割”, 民事判例硏究 25, 2003, 785-786면; 黃正奎, “상속
재산분할사건 재판실무”, 裁判資料 102집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下), 2003, 55-56면; 
柴振國, “相續財産分割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66-68
면 등.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에 관한 학설의 차이는 초과특별수익자 외의 다른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 나타나고, 이 문제에서와 같이 다른 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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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을에게 1,000만원, 정에게 1억원을 증여하 고 바로 이를 이행하 다고 하자. 

이 경우 을의 유류분액은 2,250만원, 병의 유류분액은 3,250만원이 된다.20)

그런데 상속재산 5,000만원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에 따라 분할

하면 을의 상속분은 2,000만원이 되고, 병의 상속분은 3,000만원이 된다.21)22) 여

기서 상속채무 분담액 1,500만원씩을 공제하고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면 을의 

침해액은 1,750만원, 병의 침해액도 1,750만원이 된다.

반면 상속재산 5,000만원을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을과 병의 상

속분은 각 2,5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상속채무 분담액 1,500만원씩을 공제하고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면 을의 침해액은 1,250만원, 병의 침해액은 2,250만원이 

된다.

이 사건의 사법시험 문제에서 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따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병의 순상속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할 때에는 병의 

유류분은 2,250만원이고, 유류분 침해액도 2,250만원인데 이를 우선 유증을 받은 

무에게 그 유증의 가액인 2,000만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을에게 청구

하게 된다. 따라서 (가) 병의 유류분액은 2,250만원, (나) 을과 정, 그 에서 을

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은 250만원, (다) 무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 으

로 취득할 액은 0원이 되므로 정답은 (가), (나), (다)를 합한 2,500만원이 된다.

반면 병의 순상속액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에 따라 산정하는 방

식에 의할 때에는 병의 유류분액은 2,250만원이지만 유류분 침해액은 750만원이

고 이를 유증을 받은 무에게 청구하면 무가 최종 으로 취득할 액은 1,250만

원(2,000만원 － 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가) 병의 유류분액은 2,250만원, (나) 

을과 정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은 0원, (다) 무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

20) 을: (5,0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4 － 1,000만원 ＝ 2,250만원.
병: (5,0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4 ＝ 3,250만원.

21) 을: (5,000만원 ＋ 을에 대한 증여 1,000만원) × 1/2 － 1,000만원 ＝ 2,000만원. 
병: (5,000만원 ＋ 을에 대한 증여 1,000만원) × 1/2 ＝ 3,000만원.

22)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註 
19), 95면 이하 참조. 이를 간단히 말한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생전증여의 가액을 더한 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다음 여기서 그 상속인
에 대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다. 그런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그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므로, 유류분액에서 그 상속
인의 순상속액을 공제하면 결과에 있어서는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은 고려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아래 註 26)의 오병철 교수의 산정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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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득할 액은 1,250만원이 되므로 정답은 (가), (나), (다)를 합한 3,500

만원이 되는데,  문제의 보기에는 3,500만원이 없으므로 결과 으로  문제에

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된다.

나. 종래의 논의

상 결도 언 하고 있는 것처럼 종래 이 문제에 하여는 국내에서 별로 논

의된 바 없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문헌들이 단순히 결과만을 표시하

고 있어 어느 설에 따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컨  이 결이 법정 

상속분에 따르는 것으로 들고 있는 문헌들에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인데도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상속액은 법정상속분에 따

라 계산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23) 그리하여 종래에

는 이 에 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가 별로 의식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에 나온 문헌 가운데 이 에 하여 명백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邊東烈 사의 논문이 있다.24) 여기서는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의 기 이 되는 구체  상속분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상속재산 분할

이 먼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 으로 순상속액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 분할 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순상속액을 결정하기 어려

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한 것이므로 상속

인이 실제 상속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반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에 상속재산 분할 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재산 분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구체  상속분)을 반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 구체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만

을 고려할 수 있고 기여분은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25)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발표된 오병철 교수의 논문은 순상속분액이라 

함은 유증이나 증여가 모두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자신이 받는 순이익액을 

23) 郭潤直(註 5), 289면 이하; 金容漢(註 5), 434면 등. 李鎭萬(註 5), 385면도 같은 취지
이다.

24)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相續財産分割과 遺留分返還請求”, 法曹, 1998. 3, 120
면 이하 외에도 “遺留分 制度”, 民事判例硏究 25, 2003, 853면 이하가 있다.

25) “遺留分 制度”(註 24), 853-8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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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므로 자신에게 행해진 유증이나 증여를 포함하여야만 정당한 비교가 가능해

지고, 민법 제1008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과 으로 수증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분

을 산정하겠다는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순상속분액의 산정은 일반 인 상속분 산

정방법 로 계산하 을 때 자신에 한 유증과 증여를 포함한 순상속분액이라고 

한다. 이는 채무를 공제하 다는 에서 상속분액과 다르며 자신에 한 특별수

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구체  상속분액과도 다른 것이라고 한다.26) 이 설

명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을 기 으로 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

지만, 이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지 않

았기 때문이고,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문헌 가운데에도 이 에 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많지 않으

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듯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상속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이론 으

로 생각한다면 원고의 개별  유류분과 ‘구체  상속분’을 비교하여 유류분의 구

체  침해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  상속분의 확정은 유산분

할 차의 일환으로서 가정재 소가 기여분⋅특별수익 등도 고려하여 재량 ⋅창

조 으로 행하여야 하므로, (가정재 소 아닌) 통상재 소가 담당하는 遺留分減殺

事件에서는 구체  유류분과 비되어야 할 것으로는 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

우에는 지정상속분,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기 이 되는 것이 실이며, 이

는 구체  상속분까지 확정되어야만 유류분 침해액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류분제도가 실 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고 한다.27)

그러나 반 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즉 소송 차에 의하여 유류분을 회복

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류분권리자의 소송 리인으로 되는 일본의 실무가들은 증

여 는 유증된 부동산에 유류분율에 의한 공유지분을 회복함으로써 끝내려고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민법 제1044조(우리 민법 제1118조에 해당한

다)  제903조(우리 민법 제1008조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의 생

26) 오병철(註 10), 207-208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순상속
분액 ＝ (현존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채무전액) × 상속분율. 이 방법은 결국 
鈴木祿弥 교수가 제시하는 산정방법(註 6 참조)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순상속분액에
는 특별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어 구체적 상속분에 특별수익을 포함시키지 않
고 있는 상속법상의 일반적인 용어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27) 潮見佳男(註 16),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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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을 평가하는 것 등은 非訟節次에서 취 하여야 하고 소송 차에는 친숙

하지 않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편향되어 있으면서, 소송재 소의 재 은 유류

분 사건에 있어서 1029조(우리 민법 제1112조에 해당한다)에 의한 유류분권의 

확정이 필요 없다고 보는 정도로까지 강하지만, 日本 最高裁判所 1996(平成 8). 

11. 26. 결(註 5)은 소송재 소는 유류분 감쇄에 의하여 회복되는 상속분을 각 

재산상의 지분으로서 확인하면 족하고, 1029조 내지 1044조  903조에 의한 산

정은 비송 차에서 사용하기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물리친 

것으로서 례로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다.28)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 에는 이 문제에 하여 명백히 언 하고 있지는 않으

나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체  상속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있다.29) 

다. 判例

상 결은 종 의 례에 하여, 법원 례는 없으나 하 심 례 가운데

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체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것도 있고, 피고 주장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것도 있다고 하 으나 구체 인 례는 들고 있

지 않다. 다른 한편 이 문제를 다룬 논문 가운데에도 이러한 두 가지의 하 심 

례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 인 례를 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30)

그러나 필자가 조사할 수 있었던 례의 범  내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례는 확인하지 못하 고,31) 구체  상속분에 따른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법 북부

지원의 례만을 3개 찾을 수 있었다.32)  례들  서울지방법원의 두 례

는 같은 재 부가 선고한 것으로서, 그 사건의 내용도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

28) 伊藤昌司, “民法 1029條⋅1030條”, 廣中俊雄⋅星野英一 編, 民法典の百年 Ⅳ, 1998, 
406면, 410면. 또한 伊藤昌司, 相續法, 2002, 374면; 同, “被相續人が相續開始時に債務
を有していた場合における遺留分の侵害額の算定”, 判例評論 463호(判例時報 1606호), 
210면; 瀨川信久, 家族法判例百選(註 10), 182면 등도 참조.

29) 中川善之助⋅泉久雄(註 17), 662면 註 二의 사례 (1).
30) 邊東烈, “相續財産分割과 遺留分返還請求”(註 24), 120면.
31) 다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註 8)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95. 

3. 22. 선고 94나19978 판결이 이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李鎭萬(註 5), 360- 
361면 참조.

3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 46863 판결(하집 1999-1, 266); 서
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하집 1999-1, 250);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하집 1999-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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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다. 이들 사건  97가합20231 결에서 재

부는  1.의 공식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을 산정하 는데, 유류분 권리

자의 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하여는 “공동상속인 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 인 상속분의 산정을 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

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

인 증여 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과특

별수익자가 있으면 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

머지 공동상속인은 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상

정 상속재산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실로 취득한다”고 시하

다.33)

그리고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결은,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기 이 되는 상속

액은 소외 1의 극재산, 소극재산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구체  이익이라고 이 상당하다”고 시

하고 있다.34)

라. 검토

(1) 이론 인 고찰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

다. 그 근거로서는 유류분제도의 목 이라는 측면과 민법 제1118조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유류분제도의 목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래의 학설이 주장하는 것처

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

게 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실제 상속을 통하여 구체

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가 요하고,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순상속액

은 상속재산 분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구체  상속분을 반 하는 것

이 당연하다. 상 결도 이 은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성문법상의 근거를 들자면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하여 특별

33) 97가합906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34) 이 사건에서는 수인의 유류분권리자 중 한 사람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였다. 그 구

체적인 산정방법은 註 26)의 공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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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한 제1008조를 용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유류분 권

리자의 순상속액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5)

구체 으로 살펴본다. 먼  유류분 권리자에게는 특별수익이 없고,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 특별수익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은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그 결과 유류분 권리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작은 액수를 공제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보다 명백하다. 이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얻은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결과 으로 그는 특별수익을 복 공제당하는 결과가 된다. 컨  

상속재산 총액은 5,000만원인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이 있고 그  한 사람

이 1,000만원의 생 증여를 받았으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하자. 이 경

우에 이 사람의 유류분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 1,000만원이 공제된다. 그런데 순

상속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  상속분을 고려한다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

액은 2,000만원이 된다.36) 그런데 구체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의 순상

속액은 2,500만원이 된다.37) 이처럼 구체  상속분을 고려한 경우와 비교하여 순

상속액이 5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을 공

제하 음에 반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과 으로 이 500만원이라는 액은 복 공제된 셈이 되는 것이다.38)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동상속인  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의제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을 산정함

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은 이 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배되

는 것으로 보아 분배하여야 한다.39)

35) 독일 민법 제2316조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고 그들 중에 특별수익(피상속인의 출연, 
Zuwendung des Erblassers)이나 기여분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은 이를 고려한 상속재산 
분할에서 귀속될 상속분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5,000만원 ＋ 1,000만원) × 1/2 － 1,000만원(특별수익) ＝ 2,000만원.
37) 5,000만원 × 1/2 ＝ 2,500만원.
38)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순상속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 아닌 법정상

속분에 의할 때에는 특별수익자의 순상속액에는 특별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순상속액을 그대로 공제하면 유류분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것과 중복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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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에서 본다면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결과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분할 차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종료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계없이 동일

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  상속분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합리 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반 론의 논거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하여 상 결이 들고 있는 반 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심 에서 구체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 상 분할을 

한 일응의 기 에 불과하다. 둘째, 개별 상속인들 는 유증자를 상 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원이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구체  상

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이후 실제 상속재산분할 차에서 유류분반

환청구소송 차에서 가정한 로 구체  상속분이 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

한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을 먼  거친 후 필

요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상속

재산의 분할이 먼  이루어진 후에 이를 토 로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한다는 

제하에서만 해결된다는 불합리함이 있다. 셋째, 피고 주장과 같이 당해 유류분권

자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

분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취하는 견해도 다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하 심 사례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먼  구체  상속분은 

재 상 분할을 한 일응의 기 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학설상 이러한 

표 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구체  상속분을 념 으로 상속개시

시에 개개의 상속재산에 한 실체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이른

바 相續分說), 아작면 구체 인 권리 는 법률 계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의 

39) 독일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민법 제2316조에 따르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서 특별수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초과특별수익자
(Zuvielbedachte)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독일민법 제20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으로
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결과 가상적인 상속재산은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율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보게 되면 이는 
특별수익 규정의 목적과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Staudinger/Haas, §2316 Rdnr. 35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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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어서의 분할기 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가(이른바 遺産分割說) 하는 

에 하여는 종래 일본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40) 두 견해는 컨  구체  상속

분의 비율의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41) 가분채권이 법정상속분의 비

율 로 당연분할된다고 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  상속분에 따라 그 정

산을 청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하여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하여는 결론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42) 논 을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차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으로 바꾼다면 답은 별로 

어렵지 않다. 구체  상속분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인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액의 산정에서 당연히 

40) 前說: 有地 亨, 新版 注釋民法(27), 1989, 214면; 伊藤昌司, 相續法(註 28), 222-224면; 
同, “疎んじられる具體的相續分”, 判例タイムズ No. 1016, 2000, 77면 이하 등. 後說: 
鈴木祿弥(註 5), 314-315면; 中川善之助⋅泉久雄(註 17), 280면 註 11); 田中恒朗, 遺産

分割の理論と實務, 1993, 216면 이하; 梅本吉彦, “具體的相續分の価額又は割合の確認の

利益”, 家族法判例百選(註 10), 117면; 森野俊彦, “具體的相續分”, 梶村太市⋅雨宮則夫 
編, 現代裁判法大系 (11) 遺産分割, 1998, 40-41면 등.

41) 日本 最高裁判所 2000(平成 12). 2. 24. 판결(民集 54권 2호 523면)은 상속재산분할심
판 절차 외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가액 및 비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확인
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에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있어서 분배의 전제로 되어야 할 계산상의 가액 또는 그 가액의 상속재산 총
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는 없
다고 하였다.

42) 사견으로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인정될 수 있는 실
체적 권리라고 본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의 확인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 상속분이 실체법상의 권리인지 여부 외에도 이것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
된다. 최근의 日本 最高裁判所 2005(平成 17). 10. 11. 결정(民集 59권 8호 2243면)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공유지분권은 실체상의 권리로서 상속재산 분할
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조정(持戾)
을 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구체적 상속분은 
실체적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위 日本 最高裁判所 2000(平成 12). 2. 24. 판
결(註 41)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본에서 논의가 많다. 川 淳一, “遺
産分割前に死亡した相續人が有していた第1次被相續人の遺産についての權利”, 平成17年
度 重要判例解說, ジュリスト No. 1313(2006. 6. 10.), 92-93면; 奧山恭子, “相續が開始
して遺産分割未了の間に第二次相續が開始した場合において第二次被相續人から特別受益
を受けたものがあるときの持戾の要否”, 判例評論 571호 27면 이하(判例時報 1934호 
197면 이하); 伊藤昌司, “相續が開始して遺産分割未了の間に第二次相續が開始した場合
において第二次被相續人から特別受益を受けた者があるときの持戾の要否”, 民商法雜誌 
134권 3호, 2006, 429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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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의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

한 취소 상이 되는가 하는 을 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

의 구체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

야 하는 것이다.43) 그러므로 어도 기여분 아닌 특별수익에 한 한 구체  상

속분은 상속재산 분할 차에서만 용되는 재 상 분할을 한 일응의 기 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44)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는 이 사건에서는 별로 끌

어들일 필요가 없다. 요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순상속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이고, 이는 민법의 규정이

나 유류분제도의 목 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와 같이 구체  상속분은 상속

재산 분할 차에서만 용되는 일응의 기 에 불과하다는 추상 인 이유를 내세

워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구체  상속

분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특별수익을 

고려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 결이 들고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요컨  상속재산분할 차 아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구체  상속분을 고려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다. 확실히 상속재산분할 차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서 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상속재산분할

차에는 공동상속인 원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개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만이 당사자가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변론주의의 지배를 받는 데 반하여, 상속재산분할 차는 가

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45)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46)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간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

다.47)

4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集 49권 1집 민89;公 2001상, 615). 伊藤昌
司, 判例タイムズ(註 40), 78-79면도 이러한 점을 상속분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

44) 종래의 상속분설과 유산분할설의 논쟁도 기본적으로는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요
소 가운데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기여분은 제외하고 특별수익에 관하여만 
논의하고 있다. 森野俊彦(註 40), 39면 참조.

4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10.
46) 가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준용.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참조.
47) 독일 민법에서는 독일민법 제23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57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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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을 들어서 순상속액의 산정에 있어 구체  상속분에 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특별수익 가운데 생 증여는 기본 으로 유류분산

정의 기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 증여가 락될 험은 

순상속액의 계산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을 근거로 하여 구체

 상속분에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되는 것은 특별수익 

가운데 유증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 아닌 공동상속인  일부에게 유

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그러한 유증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 인 일일 것이다.

다만 기여분의 경우에는 특별수익과는 다르다.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차 는 상속분가액지 청구 차에만 부수하여 이루어지고(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그 액수의 산정에서도 가정법원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에(제1008조의 2 

제2항),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에는 가정법원 아닌 민사법원이 유류분반

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는 없다.48) 기여분과 유류분의 계에 하여

는 어려운 문제 이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제3자에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

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고려 요소인 순상속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상

속인  1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에 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근래

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49) 그러나 실 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있기 에는 기여분을 고려할 방법이 없다.50) 뿐만 아니라 민법 제1118

조는 유류분에 하여 기여분에 한 제1008조의 2를 용하고 있지 않으므

로,51) 과연 유류분에 하여 기여분을 고려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명백하지 

분권리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수익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Staudinger/Haas, 
§2316 Rdnr. 41 참조.

4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公 1994하, 2971). 대법원 1999. 8. 24.자 99
스28 결정(公1999하, 2211)도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
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49) 邊東烈, “遺留分 制度”(註 24), 896면 이하 참조.
50) 邊東烈, “遺留分 制度”(註 24), 900-901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유류

분반환청구도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
재산분할절차를 병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伊藤昌
司, 判例評論 463호(註 28), 210-211면 참조.

51) 독일 민법 제2316조는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뿐만 아니라 기여분도 고려하
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의 액수를 공
제한 다음 가상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고, 기여분 권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된 상
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다음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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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52) 

그러나 이러한 을 이유로 하여 순상속액의 산정을 구체  상속분으로 하여

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여분 아닌 특별수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생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 재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상속재산분할 차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차에서 가정한 로 

구체  상속분이 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것이 유류분반

환청구에서 구체  상속분을 고려하면 안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유류

분반환청구에서 구체  상속분에 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가 상속재산분할

차에서의 구체  상속분 산정과 항상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두 

개의 재  사이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차가 별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53)

상 결이 들고 있는 세 번째의 근거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을 계산

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이 그렇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보다 커지게 된다. 구체적
인 계산례는 Staudinger/Haas, §2316 Rdnr. 44 f. 참조.

52) 그런데 오병철(註 10), 217면 이하는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3조 제2항
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기여분을 제
외하고 있지 않은 것은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민법 도입시기가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 입법상의 부조화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기여분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참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 민법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을 뿐만 아
니라, 기여분제도를 창설할 때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는 齋藤秀夫, 菊池信男 編, 注解 家事審判法, 改訂版, 1992, 
494-495면(叶 和夫) 참조]에 비추어 이를 입법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일본민법에서
의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예컨대 佐藤義彦, “寄與分と遺留分”, 星野
英一 編, 民法講座 7, 1984, 395면 이하; 有地 亨(註 40), 282면 이하 등 참조. 뿐만 아
니라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제3자에 대한 유증이나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유류분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邊東烈, 
“遺留分 制度”(註 24), 840면 참조. 독일 민법에서의 기여분의 취급에 대하여는 위 註 
51 참조. 

53) 邊東烈, “相續財産分割과 遺留分返還請求”(註 24), 125면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문
제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고, 제3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상속분
보다 실제 분할을 많이 받은 상속인은 실제 분할받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실제 분할받은 상속분이 작은 상속인은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
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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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계산방식

을 취하는 견해도 다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하 심 사례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 론의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상속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  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고 있는 문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구체  상속분

에 의하여 계산하면 안 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한다는 극 인 단에 근거

한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한 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

히려 문제 을  의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것이 아

닐까 추측된다. 그 다면 이러한 문헌이 있다는 것만으로 구체  상속분에 따라

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반면 구체  상속분에 따라야 한다는 문헌은 그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

고, 이러한 근거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하여 합리 인 반

론이 제기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이론 으로 따져 보면 구체  상속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나아가 종래 구체  상속분에 의하지 않은 하 심 결례가 있다는 것도 반  

논거가 되기에는 부 하다. 아마도 이러한 하 심 결례도 문제 을 제 로 

의식하지 못하 거나 는 일본의 학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특별수익 여

부 등은 상속재산분할 차에서 따질 문제이지 소송 차에서는 고려할 것이 아니

라는 무의식 인 단에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

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 으로나 법규정상으로 볼 때에는 순상속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

별수익을 고려한 구체  상속분에 따라야 한다는 이 명백하다.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문제 은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하고 그것이 유류분제도의 목 에도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려하면 안 된다

는 것인지, 이를 고려하면 어떤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인지에 한 극

인 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다. 굳이 그 근거를 찾자면 상 결이 언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을 뿐인데, 앞에서도 언 하

지만 이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을 감수하여야 할 정

도로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한 앞에서도 언 하 지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 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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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 생 증여를 고려하면서 이를 기 로 하여 유류분침해액을 산정하기 하

여 순상속액을 공제할 때에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후 모순을 가져

오는 것이다. 이 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기 때문

에 순상속액을 공제할 때에도 여기서 채무분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결이 이 에 하여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에 한 결론 여하에 계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

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

의 청구의 당부는 이 문제에 한 결론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 문제를 

미정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 결에서 가장 아쉬운 은 이처럼 법률문제에 한 단 그 자체가 쟁

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단을 회피하 다는 이다. 이 문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담당하

는 민사법원은 자주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인데, 상 결을 내린 재 부가 

민사법원 아닌 행정법원이라고 하여 단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법무부가 제시한 답안이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여부

실제로 상 결은 구체  상속분에 의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는데, 그 이유는 제시된 답항  

법무부가 제시한 답안이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상 결은 이 에 하여 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결54)을 

원용하고 있다. 이 결은 “여러 가지 사회 상에 한 법령의 용이 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 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

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 으로 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 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한 종합  분석을 통하여 명시 ⋅묵시 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54) 公 2002하,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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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으로서는 와 같은 명시 ⋅묵시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

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라

고 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명백하게 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33960 결55)이 있다. 이 결은, 사법시험의 객 식 출제에 한정해 볼 때, 법령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 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제하여 출제한 법리

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는 일탈로서 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

류를 범하지는 아니하 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 용어 선

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 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 의 수험생으로 하

여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는 일탈이라

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 이 미흡하

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 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

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일반론으로서는 례가 설시하고 있는 이러한 법리는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

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 (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 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

탈된 것으로 그의 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닌 것이다.56) 만일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출제자로서는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고, 심지어는 출제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가 이처럼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 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 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체의 문

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

법시험의 평균수 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이 문제의 문항 자체는 명확하여 이를 어떻게 이해

55) 公 2001상, 1076.
56) 위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前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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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하여 의견이 갈라질 여지는 없다. 다만 문제의 풀이 방법에 하여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이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답항이 맞는

가 틀리는가 두 가지  하나일 뿐이지, 진정한 출제의도의 악에 따라 맞을 수

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 법무부가 정답으로 제시한 답

항에 법리상의 오류가 있음은 앞에서 충분히 논증하 다. 그러므로 피고가 정답

으로 제시한 답항은 다른 답항과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과연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구체  상속분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법정상속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출제자는 이

러한 문제 을  의식하지 못하고 법정상속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리상 당

연하다고 보아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제자가 이 을 의식하지 못한 

채 출제한 다음에, 응시자가 이러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악하지 못하 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 결은 이 사건 시험문제를 문언 그 로 볼 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 기여분이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병이 

실질 으로 얻을 구체  상속분으로 계산하라는지 등에 한 아무런 언 이 없

으므로, 문제를 단순화하여 일응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병이 실질 으로 

상속재산분할 차를 거쳐 취득할 상속분에 계없이 법정상속지분 비율 로 계

산하라는 묵시 인 지시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여부,57) 기여분이 있

는지 여부58) 등은 문제에서 그러한 에 언 이 없는 이상 응시자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59)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병이 실질 으로 

얻을 구체  상속분으로 계산하라는지 등에 한 아무런 언 이 없었더라도 이 

문제는 구체  상속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언 이 있어야만 구

체  상속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법정상속분 

57) 위 문제에서 공동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병의 구체적 상속분은 3,000만원
이지만 채무부담액도 3,000만원이 되어 순상속액은 0이 되어,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제
시한 답항과 같게 된다.

58)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되기 전이면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고
려할 수 없으므로 결론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59) 소송법상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이러한 상속 포기나 기여분의 존재 등은 이를 주장
하는 자가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이 없다면 판단할 필요
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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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로 계산하라는 묵시  지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본

으로 법정상속분 비율로 계산할 것인가, 구체  상속분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가를 응시자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단할 문제이지 출제

자가 지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소 을 바꾸어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순상속액의 산정은 구체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던 응시자가 있었다면, 그에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순상속액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산출하라는 것이었다고 악할 것

을 기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요구는 응시자에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빨리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응시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단

정할 수 없는 이상 생각을 바꾸지 않은 응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 결의 논리를 단순화시킨다면 객 식 시험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이니 응시자는 어떻게 해서든 정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나 출제자가 법리를 오해

하거나 문제 을 간과하 다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상 결의 논리 로라면 출제의 잘못이 인

정되어 정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란 거의 있을 수 없을 것이 된다. 이러

한 결론이 상식에 부합할까?

상 결의 재 부는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여 불합격한 응시자가 법무부가 

제시한 답항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은 것이 반드시 순상속액의 산정을 구체  상

속분에 의하여야 한다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응시자를 구제하지 않

더라도 꼭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응시자가 그러한 

이유로 법무부가 제시한 답항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근본 으로 시험문제의 출제자로서는 법률 인 문제 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

제를 하 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을 간과한 채 출제를 한 다음에 응시

자에게 어 든 정답을 골랐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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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  論

상 결은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순상속액을 구체  상속분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에 하여 단을 유보

한 채 피고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 사건이 상 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  속단할 수 없으나, 재 부로

서는 어도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순상속액을 구체  상속분에 따

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을 분명히 밝 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