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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일본의 다수설은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에 대상

재산(代償財産)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

다. 한편 2018년 개정 일본 민법에서는 처분된 상속재산을 일정 조건 하

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제906조의 2를 신설하였고, 독일 민법 

제2041조는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

법은 대상의 법리를 일반적 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

은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상속인간의 공평, 상

속재산분할제도의 목적,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대상재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

우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전제문제로서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가 나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처분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만약 상속재산의 처분이 무효라면 상속재산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고, 상속재산의 처분이 유효라면 대상재산의 분할대상 여부를 검토하

게 된다.

  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 처분이 유효하고 해당 상속인이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해당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학설, 판례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

다. 분할대상인 대상재산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범위, 처분상

속인의 상속분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 실

무의 문제점, 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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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해당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

해배상청구권은 대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

금 상당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이에 관하여 

주로 하급심 결정례를 중심으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물상대위 및 대

상청구권과의 관계, 상속인간의 공평한 분할 등을 고려하면 해당 상속인

이 취득한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은 상속인이 보유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대상재산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때 처분대금이 분리

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처분대금을, 처분대금이 분리재산의 가

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분리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처분대금만을 대상재산

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할 때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

할을 택하는 재판례와 차액정산을 택하는 재판례가 나뉘어 있다. 나아가 

차액정산을 택하는 경우에도 심판 주문에 대상재산의 귀속을 명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현물분할 방식으로 대상재산을 분할

하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분쟁의 일회적 해

결에 반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

키고 이에 따른 차액은 정산금 지급방식으로 해결하는 차액정산 분할방

식이 타당하다. 또한 대상재산의 귀속을 주문에 적시해 줄 필요성이 있

다.

주요어 : 대상재산(代償財産),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부당이득, 불법행위

학  번 : 2011-21417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 2 절 논문의 구성···········································································2

제 2 장 상속재산분할 및 대상재산의 개관·······················5

제 1 절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성질 및 분할방법························5

제 2 절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개관···················································6

제 3 절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처분에 따른 처리방안·············8

제 3 장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11

제 1 절 문제의 소재·········································································11

제 2 절 한국의 학설과 판례···························································11

제 3 절 일본의 학설과 판례···························································15

제 4 절 신설된 일본 민법 제906조의2의 소개···························21

제 5 절 독일 민법 제2041조의 소개·············································30

제 6 절 검토의견···············································································32

Ⅰ. 이론적 타당성 ·················································································32

Ⅱ. 실질적 필요성···················································································38

Ⅲ.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 인정의 효과 ···········································42

제 4 장 대상재산의 발생원인과 처분의 특수성·············44

제 1 절 처분의 특수성·····································································44

제 2 절 처분상속인의 처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45

제 5 장 전제문제로서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판단········47

제 1 절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47

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47



iv

Ⅱ.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48

제 2 절 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판단 가부·········58

Ⅰ. 문제의 소재 ·······················································································58

Ⅱ. 한국의 학설과 판례·········································································58

Ⅲ. 일본의 학설과 판례·········································································66

Ⅳ. 검토의견·····························································································67

제 3 절 처분이 무효인 경우 분할대상 재산·······························71

Ⅰ. 해당 재산 자체 ·················································································71

Ⅱ.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의 처리·······································72

Ⅲ. 상속인들의 희망에 따른 대상재산 분할가능성 ·························73

제 4 절 처분이 유효인 경우 대상재산의 범위···························74

Ⅰ. 검토방향·····························································································74

Ⅱ. 가분채권의 대상재산성 ···································································74

Ⅲ. 분리재산의 분할대상성 ···································································77

Ⅳ. 채무면제의 이익의 대상재산성 ·····················································78

Ⅴ. 재대상재산(再代償財産)의 분할대상성 ·········································79

제 6 장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대상

재산성·······················································································82

제 1 절 문제의 소재·········································································82

제 2 절 한국의 학설과 판례···························································83

제 3 절 일본의 학설과 판례···························································87

제 4 절 검토의견···············································································88

Ⅰ. 분할대상인 “대상재산”의 의미 ·················································90

Ⅱ.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범위·······················································91

Ⅲ. 처분상속인의 상속분을 공제하지 않는 실무의 문제점 ···········92

Ⅳ. 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의 의미 ·············································96

Ⅴ. 법정상속분을 공제할 경우의 문제점 ·········································102



v

Ⅵ.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할 경우의 문제점 ···································103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 ···············108

Ⅷ. 소결론 ·······························································································109

제 7 장 처분대금 또는 그 상당 이익의 대상재산성·····110

제 1 절 문제의 소재·······································································110

제 2 절 한국의 학설과 판례·························································111

제 3 절 일본의 학설과 판례·························································115

제 4 절 검토의견·············································································117

Ⅰ. 물상대위, 대상청구권과의 비교 ··················································117

Ⅱ. 상속인간의 공평한 분할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 ·····················118

Ⅲ. 인정방식: 추정 또는 의제 ····························································119

Ⅳ. 의의: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119

제 5 절 관련 쟁점···········································································120

Ⅰ. 처분대금이 분리재산 가치보다 적은 경우의 취급·················120

Ⅱ. 처분대금이 분리재산 가치보다 많은 경우의 취급·················122

제 8 장 대상재산에 대한 분할방법·································125

제 1 절 상속재산의 분할원칙과 분할방법·································125

제 2 절 대상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심판례···························127

Ⅰ. 대상재산을 상속인 전원에게 현물분할한 사례 ·······················127

Ⅱ. 처분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정산한 사례········128

제 3 절 현물분할과 차액정산 중 적절한 분할방법·················133

Ⅰ. 사안의 예시 ·····················································································133

Ⅱ. 현물분할의 문제점 ·········································································134

Ⅲ. 소결론: 차액정산의 타당성 ··························································136

제 4 절 대상재산의 귀속을 주문에 적시해 줄 필요성···········137

제 5 절 관련 쟁점: 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분할방식··············138



vi

제 9 장  결   론 ·································································140

참고문헌·················································································142

Abstract ··················································································146

日文抄録 ·················································································150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 마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우나, 실무상 가사사건 중 가장 까다로운 

사건 유형에 속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 건수는 2015년 89건, 

2016년 359건, 2017년 627건, 2018년 756건, 2019년 917건, 2020년 1,109

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1)하고 있고, 그 이유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

한 상속관계의 복잡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들의 감정적인 대립은 극에 달하여,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둘러싸고 수십 년 전의 증여 사실까지 모두 헤집

어진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특성 때문에 심판의 접수 시부터 

결정 시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감정적 소모전의 

이면에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이 숨어있다. 상속재

산분할심판은 상속개시에 따른 잠정적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일거에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통상의 물권, 채권관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 경우 

멸실, 훼손 및 처분된 상속재산 및 그 대가로 발생한 대상재산(代償財産)

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자 병기를 

1)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명이 “상속재산분할”인 사건을 검색하였고, 
해당 연도에 결정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실제 사
건의 접수년도와 접수건수는 위 통계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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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한다)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정면으로 긍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무에

서는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상재

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상속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 

대상재산의 분할 대상성을 인정할 경우 무엇을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하

는지(대상재산의 범위), 대상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어떠한 분할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대상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학문

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는 대상재

산의 범위와 분할방법에 관하여 통일되지 않은 심판례를 만들어내고 있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상재산(代償財産)의 상속

재산분할 대상성, 범위 및 분할방법에 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실무상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으로 대상재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상속재산의 처분, 특히 공동상속인 중 1인(이하 ‘처분

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 처분으로 대상재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글은 주로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따라 발생하

는 대상재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 한다. 특히 처분상속인이 상

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가 압도적인 사건 비율

을 차지하므로, 이 경우 무엇을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Ⅵ, Ⅶ항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재산의 분할 대상

성에 관하여 한국에 비하여 논의가 활발하였던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비

교법적으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 및 대상재산(代償

財産)에 관하여 개론적으로 살펴본다.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성질 및 분

할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 간단히 개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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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상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 대상재산의 상속재

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먼저 한국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다. 나아

가 2018년 개정 일본 민법에 신설된 제906조의2가 상속재산 간주방법을 

택하였음을 소개하고, 대상재산의 분할 대상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 민법 제2041조를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타당성과 실

질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제4장에서는 대상재산의 발생원인인 상속재산 멸실, 훼손, 처분 중 처

분에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

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효력

을 살펴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전제문제로서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우선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

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본다. 나아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한국의 학설과 판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필자

의 의견을 개진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분할대상이 

무엇인지와, 처분이 유효인 경우 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해 본

다.

  제6장에서는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이 유효하고 처분상속인이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한다. 우선 한국의 학설과 판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대상재

산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범위, 처분상속인의 상속분 상당의 

처분 처리방안 등의 관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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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에서는 처분상속인이 취득한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

익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한국의 학설과 판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 쟁점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본다. 

  제8장에서는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될 때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택할 것인지 차액 정산을 택할 것인지, 심판주문에 대상재산

의 귀속을 명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우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대상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여

러 형태의 하급심 심판례를 분석한다. 나아가 현물분할과 차액 정산 중 

무엇이 타당한지, 주문에 대상재산의 귀속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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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상속재산분할 및 대상재산의 개관

제 1 절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성질 및 분할방법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이하 법명 생략). 그런데 이 공유관계

는 상속재산이 개별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과도적, 잠정

적 상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각각 분배하

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2)

  상속재산분할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분할을 강학상 지정분할이라 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

할방법을 정한 때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제1013조 제1항). 한편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이 글에서는 심판분할, 

즉 법원의 분할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므

로, 아래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요건, 절차

와 효과에 관하여 개관해 본다.

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136;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7판), 법문사, 2020, 
725;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444;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법원
행정처, 2010,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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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개관

I. 관할, 청구인과 대상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0). 상속분할심판

은 이를 청구하는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여

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3.자 99스49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일

체의 권리의무를 분할의 대상으로 하되, 그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

하였던 개개의 권리의무가 상속개시 후에 멸실, 훼손되거나 공동상속인

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

지 않게 되었다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4) 다시 말

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에 모두 존재하는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분할시설).

II. 심판의 범위, 분할 기준시점 및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속분이란 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

한 구체적 상속분을 말한다.5)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가사

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심

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

3)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법논집 제42집, 법원도서관(2006), 663
4)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11;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5)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상속법 제1권, 박영사, 2019, 329(이봉민 집필부분)
6) 윤진수(주2), 459;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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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시로서, 상속

재산은 물론 특별수익과 기여분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

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시까지 개개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시의 구체적 상속분에 분할시의 상속재산 가액을 

곱한 지분이 최종적으로 분할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8장 제1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III.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물권변동은 제187조

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7)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된다.8)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

항, 제97조),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

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사건으로서 기판력은 없다는 것이 통설

이다.9)

7) 윤진수(주2), 459
8) 윤진수(주2), 459;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40; 시진국(주3), 729; 임완규·김소영,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자료 62집(1993. 12.), 735
9)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40; 김소영, “상속재산분할”, 민사판례연구 25권(2003. 

2.), 795; 시진국(주3), 726-728; 임완규·김소영(주8), 73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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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처분에 따른 처리방안

I. 처리방안의 소개

        상속개시시에 존재하였던 상속재산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 무엇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네 가지 처리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멸실, 훼손, 처분으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재산(이하 ‘분리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분할시에 상속재산 중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이하 ‘상속재산 간주방법’이라 한

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시에 현존하지 않는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분리재산의 가치의 변형물인 대상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이하 ‘대상재산 포함방법’이라 

한다). 세 번째로 분리재산도 대상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

고, 다른 상속재산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이하 ‘무포함 방법’이라 한다).10) 네 번째로 처분상속인이 상속개

시 전에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을 특별수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분리

재산 또는 대상재산을 처분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시 공제하는 방

법이 있다(이하 ‘특별수익 취급방법’이라 한다).

  위 네 가지 처리방안의 차이점에 관하여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1

억 원의 가치가 있는 A 동산을 5,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① 상속재산 간주방법에 따르면 1억 원의 A 동산 자체를 

상속재산 분할시에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A 동산의 평가액 1억 원

을 상속재산의 총평가액에 산입하되, 분리재산의 멸실·훼손에 책임이 

있거나 처분의 대가를 수취한 상속인이 분리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결

국, 상속재산 간주방법은 유산분할시에 현존하는 다른 상속재산의 분배

10) 상속재산 간주방법, 대상재산 포함방법, 무포함 방법의 3가지 처리방안은 高木多喜男, 
遺産分割の法理, 有斐閣, 1992,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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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분리재산의 배분을 받는 상속인에게 분리재산의 평가액을 차감하여 

분배한다는 의미이다.11) ② 대상재산 포함방법에 따르면 A 동산의 매매

대금 5,000만 원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A 동

산의 가치와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③ 무포함 방법에 따르면 A 동산과 매매대금 

모두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나머지 상속인

의 불공평은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④ 특별수익 취

급방법에 따르면 처분상속인이 A 동산의 가치 1억 원 또는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특별수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이를 구체적 상속분의 산

정시에 반영하게 된다.

II. 대상재산의 의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대상재산 포함방법에서 말하는 대상재

산(代償財産)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대상

재산이란 상속개시와 상속분할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훼손 또

는 처분 등에 의해 상속재산의 대가로서 취득하게 되는 매각대금·화재

보험금·수용보상금 등의 금전 기타의 재산을 말한다.12) 대상재산이 무

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한 문언은 찾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상

재산은 “처분에 의해 상속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재산의 가치의 변형재

산”13)이라거나, “대상재산은 원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14)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대상재산의 

구성요건으로, ①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

일 것(대가성), ② 상속재산의 변형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동

일성을 유지할 것(실질적 동일성)의 두 가지 요건을 추출해 볼 수 있다. 

11) 高木多喜男(주10), 80
12) 방웅환, “가분채권과 대상재산(代償財産)에 대한 상속분할”,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

(2016), 452
13) 高木多喜男(주10), 80-81
14)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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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 동일성은 법률상 동일한 객체로 판단된다는 의

미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체물로서 동일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법률적 동

일성과 다르고, 상속재산과 대상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동일성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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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제 1 절 문제의 소재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다시 말해 상속재

산이 상속분할시 전에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 대상재산 포함방법을 채

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한국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본다. 나아가 우리 상

속재산분할제도는 일본의 유산분할제도를 수계하였고 대상재산에 관한 

일본의 논의가 한국의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상속재산 

간주방법을 택한 일본 민법 제906조의2의 신설과 그에 따른 논의를 소개

해 본다. 나아가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는 독일 민법을 간단히 검토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대상재산

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적인 타당성과 

실질적인 필요성의 측면에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보기로 한다.

제 2 절 한국의 학설과 판례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제2041조와 달리 대상재산의 분할 대상성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논의가 있다. 

I. 학설

1. 긍정설

          상속재산이 매도되거나 멸실, 훼손 등에 의하여 매매대금, 화

재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른바 대상재산(代償財産)으로 변한 

경우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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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다수설이다.15) 

  일반적으로 학설은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그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16)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은 

상속재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공동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라는 점,17) 대상재

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해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에 반하는 점18) 등을 근거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 재

산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드는 견해도 있다.19) 

2. 절충설

          한편,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의사나 

처분행위와 관계없이 대상재산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상속재

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되,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경우

의 수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견해20)가 있고, 원칙적으로 대상재산의 

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되, 분할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상속인 간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에 따라 분

15) 김주수·김상용(주2), 735; 박동섭·양경승, 친족상속법(제5판), 박영사, 2020, 813; 윤진
수(주2), 442; 주해상속법 제1권(주5), 297-299(이봉민 집필부분); 상속재산분할 및 유
류분 재판실무편람,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9, 23; 김소
영(주9), 777; 김윤정,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한 논의”, 사법 15호(2011), 
200-201; 방웅환(주12), 452-453; 배인구,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 가족법 주요 판
례 10선(2016), 105; 시진국(주3), 679; 이경희, “공동상속인의 평등을 위한 상속재산분
할법리에 관한 연구”,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 남송 한봉희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4. 
6.), 691-693; 이정민, “가분채권(可分債權), 대상재산(代償財産)과 상속재산분할”, 민사
판례연구 40권(2018), 795-796

16) 방웅환(주12), 452-453
17) 김주수·김상용(주2), 735; 윤진수(주2), 442; 방웅환(주12), 452-453; 이정민(주15), 

795-796
18) 윤진수(주2), 442; 방웅환(주12), 452-453; 이경희(주15), 691-692; 이정민(주15), 

795-796
19) 이경희(주15), 693; 시진국(주3), 679
20) 김창종,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78집, 법원도서관(199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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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견해21)도 있다.

II. 판례(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1. 사실관계22)

          피상속인은 2008. 7. 1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

인 청구인 및 상대방 1, 2, 3이 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우리은행에 대

한 4억 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에 甲을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상속개시 후 위 

예금채권 중 112,523,517원은 우리은행의 근질권 실행으로 상계되었고, 

상대방 1이 甲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임의로 변제받았다. 

나머지 예금채권 301,818,211원은 청구인과 상대방들 앞으로 공탁되었다. 

상대방들의 채권자는 상대방들에 대한 위 공탁금 중 일부를 압류·추심

절차에서 배당받았고, 상대방들은 나머지 공탁금을 배당받아 출급하였

다.

2. 원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초과

특별수익자인 상대방 1, 2를 제외한 청구인과 상대방 3이 구체적 상속분

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분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2느합208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고, 항

고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초

과특별수익자인 상대방 1, 2를 제외한 청구인과 상대방 3이 이 사건 예

금채권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다(서울고

등법원 2013브127 결정).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이 재항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 1, 2를 상대로 예금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 내용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상대

21)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제3판), 세창출판사, 2018, 407
22) 위 결정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27.자 2016브23 결정, 관련 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나4472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
24911 판결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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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1이 갑으로부터 변제받은 구상금 112,523,517원과 상대방 1, 2에 대한 

공탁금채권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하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청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구상금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상대방 1, 2가 특별수익자인지 여부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판단받을 내용이라고 보아 구체

적 상속분에 따른 공탁금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

니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2. 6. 선고 2012나44725 판결). 이에 쌍방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6. 5. 12. 선

고 2014다24921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

분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

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
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

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

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아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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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

여 더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

로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원

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4. 파기환송 이후의 경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27.자 2016브23 결정에서

는 ①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일부가 근질권 실행으로 소멸되

어 구상금채권으로 변형되었다가, 주채무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구

상금을 변제하여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형되었

고, ② 나머지 예금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변형되었다가 일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압류·추심과 공

탁금 출급으로 각 처분상속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형되

었다고 보아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재

항고심인 대법원 2019. 3. 7.자 2018스66 결정은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

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제 3 절 일본의 학설과 판례

I. 학설

         과거 일본에서는 대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성을 분할 전 상속

재산23) 공유의 법적 성질을 공유로 볼 것인지 합유로 볼 것인지와 연관

지어 논의하였으나, 오늘날은 공유설과 합유설의 사이에 특별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둘러싸고 대상재산이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없고, 대상재산의 상속재산에의 귀속성은 공유

설 내지 합유설의 이론적 귀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제도적 취

23) 일본 민법상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표기하나,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번역을 통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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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견해

가 유력하다.24)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일본에서도 대상재산의 상속재산

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통설이고 명시적으로 소극설을 취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적극설을 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25)

1. 물상대위의 법리를 이용하는 견해

          독일 민법 제2041조가 상속재산 공유에 물상대위 법리의 적용

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한 일본 민법 제304

조26)를 상속재산분할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7)

2. 실질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견해

          대상재산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준하거나 상속재산과 동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

의 대상성을 긍정하는 견해이다.28) 위 견해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분할의 제도적 취지: 상속재산분할의 제도적 취지가 각 상

속재산의 개별적인 분할을 피하고, 전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의 개별

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종합적, 합목적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4) 高木多喜男(주10), 113-114; 有地亨, “遺産分割と債權, 債務”, 家庭裁判月報 45卷 9
號(1993. 9.), 1512; 松原正明, “遺産分割の對象財産性 : 代償財産, 遺産から生じた果
實及び可分債權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 43卷 4號(1991. 4.), 4-5; 日野忠和, “遺産の
代償財産”, 判例タイムズ 臨時增刊 40卷 9號, 判例タイムズ社(1989. 4.), 86; 林正彦, 
“代償財産を遺産分割の對象とすることの可否”, 家庭裁判月報 37卷 7號(1985. 7.), 
107-108

25)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松原正明(주24), 4-6을 참고하였다.
26) 제304조(물상대위) ① 우선 특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 임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

여 채무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특
권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7) 岡垣學·野田愛子共編, (講座ㆍ實務) 家事審判法, 3: 相續關係, 日本評論社, 1989, 
179-180(松原正明執筆部分); 高木多喜男(주10), 111-114; 渡瀨勳, “判例を中心とした
遺産分割の方法に關する問題”, 實務民事訴訟講座(7) : 訴訟事件·審判(1969. 11.), 
320-322

28) 金子修外2人編著, (講座)実務家事事件手続法 下, 日本加除出版, 2017, 332-333(松川
正毅執筆部分); 日野忠和(주24), 86; 松原正明(주24), 10-12; 林正彦(주24), 111-112; 
松原正明, “遺産分割事件の處理について”, 現代法律實務の諸問題 平成11年版(2000. 
7.), 225-226(이 견해는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재산인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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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절차와 별개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분배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래의 상속재산을 대신하는 대

상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술

한 상속재산분할의 제도적 취지에 합치한다.

  ② 당사자의 추가적 소송부담: 대상재산이 처리를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서 배제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해결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러한 부담을 간과하기 어렵다. 또 동일한 분쟁을 

다른 소송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

다.

  ③ 상속인 간의 구체적 형평: 상속재산분할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별

개의 무관한 절차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상속인 간의 구체적 형평을 침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 일부가 처분

상속인에 의하여 처분되어서 그 대가를 같은 사람이 소비한 경우에, 그 

처리를 민사소송절차에 위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을 소비한 것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

으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에 대응하는 배분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버

린다.

II. 판례

1. 최고재판소 판례

가. 판례의 내용

            最高裁 昭和52年(1977) 9月 19日 判決(家月30巻2号110頁)은, 

“공동상속인이 전원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을 구성

하는 특정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부터 이탈하고, 각 상속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지분에 대

응하는 대금채권을 취득하며, 그것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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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最
高裁 昭和54年(1979) 2月 22日 判決(家月32卷1号149頁)은 “공유지분권을 

가진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으로부터 이탈함과 동시에, 그 매각대금은 그것을 일괄하여 공

동상속인의 1인에게 보관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는 추가되

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각 지분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그것을 분할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위 판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특정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채권의 

분할대상성을 부정하면서도, 대상재산을 일괄하여 상속인 1인에게 보관

시키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나. 판례의 해석

             최고재판소 판례가 언급한 상속인들 사이 합의의 법적 성

질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상속인 간에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의하여 분

배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취지의 합의, 즉 절차선택의 합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9)

  위 두 최고재판소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해서 매각된 경우이지

만, 학설은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도 위 판례의 

취지가 미친다고 해석하여 원칙적으로 대상재산은 상속분할대상이 아니

지만,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석하는 것으로 보인다.30) 반면 위 판례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보는 견해도 있다.31) 한편 위 

29) 松原正明, (判例 先例) 相續法 Ⅱ, 日本加除出版, 2006, 282
30) 田村洋三·小圷眞史, (実務)相続関係訴訟: 遺産分割の前提問題等に係る民事訴訟実務マ

ニュアル, 日本加除出版, 2017, 433-434; 松原正明(주24), 16-17
31) 能見善久·加藤新太郞編集, (論点體系)判例民法. 11: 相續, 第一法規, 2019, 140-141

(大塚正之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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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지분의 양도 즉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대상재

산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상속인 혹은 제삼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멸

실·훼손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는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판례의 취지가 미치지 않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 판례는 대상재

산 이론 일반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32)

2. 하급심 결정례

           平成30年(2018) 민법 개정 전까지 일본의 하급심은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및 합의설을 취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으나, 적극설

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하급심 결정례와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33)

가. 적극설

             적극설을 취한 하급심 결정례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상속재산분할 전에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東京高裁 昭和39年
(1964) 10月 21日 決定(高裁民集17卷6号445頁)]34), 상속재산인 토지가 현

(県)의 용지매수 대상이 된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

정한 사례[佐賀家裁 昭和40年(1965) 9月 3日 審判(家月18卷2号98頁)], 상

속재산에 속한 어선·어구 등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구입한 어

선, 어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高松家裁観音寺支部 昭和
36年(1961) 2月 10日 審判(家月14卷6号96頁)], 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을 

32) 松原正明(주24), 16-17
33) 有地亨(주24), 1530-1532; 松原正明(주24), 6-7을 참조하여 정리
34) 위 결정례는 ‘대상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불

능에 의하여 발생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일반적인 채
권채무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위 결정에서
는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속재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
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講座ㆍ實務) 家事審判法, 3: 相續
關係(주27), 179-180(松原正明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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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시킨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이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大阪家裁 昭
和40年(1965) 11月 4日 審判(家月18卷4号104頁)] 등이 있다.

나. 소극설

             소극설을 취한 하급심 결정례로는, 재산인 건물, 방실이 상

속개시 후에 상대방에 의하여 철거되고, 그로 인해 나머지 상속인이 상

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도, 그러한 채권은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그 상속인들 고유의 채권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조

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상 정산하는 것과 별개로 재판 때문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할 때에는 고려할 수 없다고 본 사례

[高松高裁 昭和36年(1961) 1月 8日 決定(家月14卷7号62頁)], 입목이 매각

되고 그 대금을 상속인의 일부가 소비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 

별개 보관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소비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처

리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高知家裁順崎支部 昭和40年(1965) 3月 31日 審
判(家月17卷9号78頁)] 등이 있다.

다. 절충설

             대상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지 아닐지를 구별하는 절충설로 보이는 재판례도 있다. 상속개시 후 처

분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

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임차권을 보유하던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작보상(離作補償)으로 토지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물이 발생하고, 그것이 상속재산분할

시에 존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성질이 허락하

는 한 그것을 대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여 이작보상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위 대금이나 보상금에 있어서는 처분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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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이득분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합의를 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상속인이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잔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본 사례[大阪地裁 昭和58年(1983) 4月 25日 決定(家月36卷8号126頁)]

가 대표적이다.

라. 합의설

             앞서 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온 후 일본 가정재판소는 대

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합의설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35) 

제 4 절 신설된 일본 민법 제906조의2의 소개

I. 일본 민법 제906조의2의 신설

         2018(平成30年). 7. 13. 민법 개정으로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

법 제906조의2가 신설되어 2019(令和1年). 7. 1.부터 시행되었다.

  신설 민법 제906조의2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상속재산에 속한 재

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당해 처분

된 재산이 상속재산의 분할시에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

에 의해 동항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인에 관해서 전

항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2항).”라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이 사건 신설조항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한 문

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일본의 상속법을 수계하였

고,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논의도 일본에서의 논의로

35) 田村洋三·小圷眞史(주30),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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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 대상재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분

할 전에 처분된 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이 사건 신설조

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설조항의 취

지, 적용요건, 동의의 의미, 효과, 우리 상속재산분할제도에의 적용 가능

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이 사건 신설조항의 취지

         이 사건 신설조항은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

속재산에 속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취

득액이 증가하는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조항이다.36)

  상속재산분할은 분할시에 존재하는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라는 전통적

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상속재산 일부

를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당해 처분된 재산도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

분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

처럼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의 1인에 의해 상속재산 처분이 이루

어지면 당해 처분을 한 자가 본래 법이 예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절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의 가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

게 되고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취득액은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을 정

당화하기는 곤란하다.37)

  이 사건 신설조항의 추가 시안의 단계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분할이 종료할 때까지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甲안과, 이 불공평의 

36) 潮見佳男編集, 新注釋民法 19, 有斐閣, 2019, 350(副田隆重執筆部分)
37) 新注釋民法 19(주36), 350(副田隆重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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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은 배상금청구의 규정을 만들어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하여 처리한다

는 乙안이 병기되어 있었다. 그 후 양 제안에 대한 의견공모절차를 거쳐 

甲안을 기초로 하는 별안이 이 사건 신설조항으로 채택되었다.38)39)

III. 이 사건 신설조항의 적용을 위한 요건

1. 개관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상속재산분할

시에 존재하는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배하는 절차인데,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멸실, 훼손한 경우 등 상속재산분할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

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

할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도 당사자 전원이 그것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 실무의 정착된 사고방식이다[最高裁 昭
和54年(1979) 2月 22日 (家月32卷1号149頁) 判決]. 이 사건 신설조항 제1

항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

다면 상속재산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에 관하여도 상속재산에 속하

는 것으로 간주해 분할할 수 있다.40)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전술한 것과 같이 

처분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해서 처분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보

다 많은 이득을 얻는 불공평이 발생하는데, 이 불공평을 내버려 두는 것

은 허락되지 않아야 하므로, 당해 처분을 한 것이 공동상속인의 1인일 

때 이 사건 신설조항 제1항이 규율하는 동의에 관하여 처분을 한 공동상

속인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만 있으면 상속재산

38) 新注釋民法 19(주36), 350-351(副田隆重執筆部分)
39) 甲안과 별안의 차이는, 甲안에서는 처분이 된 때에 처분재산은 항상 상속재산으로 존

재한다고 간주되는 반면 별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간주되어 부담이 더 가벼운 제도설계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40) 新注釋民法 19(주36), 352-353(副田隆重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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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건 신

설조항 제2항이다.41)

2. 이 사건 신설조항의 요건

          이 사건 신설조항 제1항은,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상속재산

에 속한 재산이 처분된 경우”라고 하여, 공동상속인이 처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2항과 다르다. 제1항에 의하면 제삼자가 

처분한 경우(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의 보석류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매

각하여 선의취득으로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실된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이 

전원의 동의에 따라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시의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주해서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 제2

항은 이하에 서술하는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에 의한 처분을 필수적인 전

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있어서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신설조항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사실은, 첫째로 

처분된 재산(이하 “처분재산”이라고 한다)이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해 있었을 것, 둘째로 처분재산을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이 처분했을 것(처분요건), 셋째로 처분자(처분재산을 처분한 공동상

속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처분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

함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을 것(동의요건)의 세 점이 지적되고 있다.42)

3. 처분요건

          이 사건 신설조항은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

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상속재산이었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이 

사건 신설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신설조항 제2항의 적

용을 위한 처분은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신

설조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누가 처분했는지 불명한 경우에도 적용

41) 新注釋民法 19(주36), 353(副田隆重執筆部分)
42) 新注釋民法 19(주36), 353(副田隆重執筆部分)



25

되지 않아 잔여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공동상

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설조항 제2항

의 적용이 없어서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효과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였으나 그 

분할대상 재산에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포함된 경우와 같고(개정 전부터 

있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고, 민법 제911조의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43)

  다시 말해, 이 처분요건에 관련하여 간주상속재산 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가 상정되고 있다. 즉, 당해 처분된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사후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의해 처분되었는지 제삼자에 의

해 처분되었는지 다툼이 있고 그것이 상속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

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인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거친 

다음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을 둘

러싼 분쟁의 장기화・복잡화의 정도가 커지지만, 한편 그러한 사안에 관

하여는 본 규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특히 높으므로, 당사자 등에게 부담

이 되더라도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44)45)

  처분이 법률상의 처분에 한하는지 물리적인 멸실・훼손을 포함하는지

는 최종적으로 법률 해석의 문제이지만,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실되었다고 

하면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설조항의 처분은 법률상의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멸실・훼손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46)

4. 동의요건

가. 동의의 대상이 되는 사실

43) 新注釋民法 19(주36), 354(副田隆重執筆部分)
44) 新注釋民法 19(주36), 354(副田隆重執筆部分)
45) 最高裁 昭和61年(1986) 3月 13日 判決(民集40卷2号389頁)이 간주유산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46) 新注釋民法 19(주36), 354-355(副田隆重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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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동의는 처분된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상속재산의 분할시에 상속재산으로 존재한다고 간

주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된 재산이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 의하여 처분된 것인지 여부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A, B 사이에 재산이 A에 의하여 처분되었는지 B에 의하여 

처분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A, B가 상속재산분할시에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이 되어 처분된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시에 

상속재산으로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47)

  이 사건 신설조항은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속재산에 속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각하

고, 그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대상재산(매각대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으로 하는 취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합의의 효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

할의 대상이 당해 부동산에서 매각대금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동의에 의한 효과가 아니다. 만약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동의 

대상에 이러한 대상재산까지도 포함한다면 무상 혹은 상당한 대가를 지

불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입게 되기 때

문이다. 또한 애당초 환급을 한 예·적금채권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

터 증여받았던 것이라든지, 본래부터 환급한 상속인의 것이었던 경우에

는 위 재산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본조의 적

용이 없다.48)

나. 처분자가 상속인 외의 제삼자인 경우 본조의 적용

             처분자가 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인 경우에 이 사건 신설조

항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은 다음의 두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이 사건 신설조항 제1항의 문언상 처분이 공동상속인에 의한 것인

47) 大江忠, 要件事実民法(8): 相續(第4版), 第一法規, 2020, 226
48) 大江忠(주4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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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이외의 제삼자에 의한 것인지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설조항 제1항은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에 속한 재산을 처분

한 것이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실질적으로도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처분된 재산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

여, 전 공동상속인의 동의에 따라 처분된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

로 하는 경우도 있고, 2018년(平成30年) 민법 개정 전 실무에서도 전 공

동상속인의 동의에 따라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인정할 이유가 있다.

  ② 이 사건 신설조항 제2항은 상속재산분할 전의 상속재산에 속한 재

산의 처분이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 처

분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삼자가 처분자인 경우

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설조항 제2항은 상속재산에 

속한 재산을 처분한 공동상속인이 이 사건 신설조항 제1항의 동의를 하

지 않음으로써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불공평

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제삼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어느 쪽이 이득을 얻는 관계가 아니므로 제2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49)

IV.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동의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상술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효과로서 처분된 재산도 상속

재산분할시에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실체법상의 효

과가 생겨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이 효과는 처분된 재산에 한하는 것이어서 처분의 대가로서의 매각

대금 등의 대상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상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

49) 大江忠(주4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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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만약 대상재산을 대상으로 해버리면 무상 또는 상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된 경우에 그 손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게 되어 타당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설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 한하지 않고 당해 공유지분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행해지게 된다.50)

2.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압류된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상속채권자 또는 상

속인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어(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당해 압류를 받은 공유지분을 포함

한 상속재산분할을 시행할 수 없게 되므로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실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조의 규율을 적용할 필

요가 있지 않은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

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소유권 이전의 시기

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대금납부의 시점(민법 제79조)으로 해석되므

로, 상속재산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은 대금 납부시로 보인다. 이상으로부

터 보자면,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상속재산으

로부터 아직 일실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다. 단지 상속재산분할 전에 금전이 납입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부터 일실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51)

3. 공동상속인의 1인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처

분이 행해진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공유상태에 있는 각 재

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준공유지분)을 갖는 한편,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지

분에 관해서는 무권리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 그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해도, 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

50) 新注釋民法 19(주36), 356(副田隆重執筆部分)
51) 新注釋民法 19(주36), 357(副田隆重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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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리이전의 효과가 미치지 않아서, 본조를 적용할 필

요도 없이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다만 지분을 초

과하는 처분이 예외적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에 기한 예

금계좌 동결 전에 ATM에서 출금이 되어, 수령권자의 외관을 가진 자에

의 변제가 성립된 경우, 혹은 상속재산인 동산(보석)에 대하여 즉시취득

이 성립한 경우], 처분이 유효로 되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실

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관

하여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도 이 사건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불공평에 대처해야 한다.52)

V. 이 사건 신설조항의 의의와 우리 제도에의 고려점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또는 처분 때문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분

리된 분리재산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앞서 살펴본 상속재산 간주방법, 대

상재산 포함방법, 무포함 방법이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 이전까지 일본 

최고재판소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대상재산 

포함방법을 택하는 태도로 보이고, 하급심 재판례는 긍정설, 부정설, 절

충설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설조항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의 동의를 요건으로 분리재산을 분할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 사건 신설조항은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 무엇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간

주방법을 명문으로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신설조항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 

처분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으로 상속재산 간주방

법으로 재산분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처럼 일본에서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이 사건 신설조

항의 도입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과 같이 상속재산 간주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대상재

52) 新注釋民法 19(주36), 357-358(副田隆重執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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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포함방법을 택하는 경우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경우이다. 먼저 분리재산의 대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분리재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적은 경우, 상속재산 간주방법은 분리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재산의 가치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만, 

대상재산 포함방법은 대상재산 자체의 경제적 가치만을 재산분할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후 해당 분리재

산의 가액이나 대상재산의 가액이 증감, 변동한 때도 상속재산 간주방법

과 대상재산 포함방법의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 재산분할제도가 상속개시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시에 존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분할시설을 취하는 이상 이 사건 

신설조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 없이 상속재산 간주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분리재산이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

상이 무엇인지, 이때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에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 5 절 독일 민법 제2041조의 소개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이하 ‘BGB’라 한다)53)은 피상속

인이 여러 명의 상속인을 남긴 때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이 분할될 때까지 §2041 BGB의 직접대상(直接代償)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2032 BGB). §2041 BGB는 직접대상

(Unmittelbare Ersetzung)이라는 제목으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기초하거나 상속목적물의 멸실, 훼손이나 침탈에 대한 배상 또는 상속재

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그러한 법률행

위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20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53) 이하 독일 민법 상속편의 번역은 이진기,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박영사, 2019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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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민법은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①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물건, ② 상속재산목적물의 멸실, 

훼손이나 침탈에 대한 배상으로 취득한 물건, ③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여, 계

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상재산, 상속재산 목적물의 멸실, 

훼손 및 침탈 등 법률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상재산뿐 아니라 법률행위

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상재산까지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

다. 이때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상재산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다

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54) 학자들은 §2041 BGB의 대상재산의 상속

재산성을 물상대위(dingliche Surrogation)의 법리에 의해 해석하고 있

다.55) 위 규정에 따른 대상재산은 처분상속인 등 상속인 개인이 아닌 공

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된다.56) 한편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에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제2019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57)

  독일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소유관계를 합유 내지 준합유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등에 따른 대상재산도 공동

상속인의 합유 내지 준합유의 권리귀속상의 효과, 즉 물권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이 유

효한 경우 그 반대급부청구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므

로 이와 같은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2018 BGB은 우리 민법 제999조 제1항과 유사한 상속회복청구

권을 규정하면서, §2019 BGB에 직접대상(Unmittelbare Ersetzung)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재산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4) 학설대립에 관하여, Gerge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8. Auflage 2020, 
§2018, Rn. 13-28 참조

55) Bartholomeyczik-Schluter, Erbrecht, 11. Aufl. (Mu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80), S.262; Hans Brox, Erbrecht, 9. Aufl. (Koln: Carl 
Heymannss Verlag KG, 1984, S.248; Lange-Kuchinke, Lehrbuch des Erbrechts, 
2. Aufl.(Mu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8), S.722f; Dutz, 
a.a.O., S.567ff[이경희(주15), 692에서 재인용]

56) Gergen(주54), §2018 BGB, Rn. 5
57) 近藤英吉, 獨逸民法 : 相續法, 有斐閣, 193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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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2111 BGB은 “후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원인으로 

하거나 상속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침탈에 대한 배상으로 취득하거나 

상속재산을 수단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취득물이 그에게 

용익으로 귀속되는 물건이 아닐 때는 상속재산에 속한다. 채무자는 그가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이 상속재산에 귀속되는 것을 안 때에는 그 귀속

을 그를 상대로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후략).”라고 하여 후상속인 지정

의 경우에도 대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6 절 검토의견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점은 여러 문헌에서 다룬 바와 같다. 이 글에서는 독일 민법과 달리 

대상재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 하에서 대상재산의 상속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적인 타당성과 

실질적인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해 본다. 나아가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

할 대상성을 인정할 경우 그 물권법적 효과와 공동상속인 내부관계에서

의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I. 이론적 타당성

1.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대상의 법리를 인정할 가능성

          우리 민법상 대위법리 및 대상법리를 표현하고 있는 조항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권 또는 저당권은 질물 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

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물상대위 규정(제342조, 

제370조), 공동저당의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대위를 규정한 차순위자의 대위규정(제368조 제2항), 채권자가 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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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

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손해배상자

의 대위규정(제399조),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

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제480조, 

제481조), 유증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

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유증의 물상대위 규정(제1083조) 등이 그러

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58) 판례도 “우리 민

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

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

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여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이와 같은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에 관하여, 제399조, 제480조, 제342조, 

제370조, 제1083조, 제538조 제3항 등에서 발현되는 소위 대위법리 또는 

대상법리(Surrogationsprinzip), 즉 일정한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가치가 그 

기초에 존재하는 경제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속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권리자에게 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는 

후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원칙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59)

  나아가 제839조의2에 따른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 후 재

58)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Ⅸ], 박영사, 2011, 289-292(양창수 집필부분); 김형석, “대
상청구권”, 법학 55권 4호(2014), 116-123

59) 민법주해[Ⅸ](주58), 290-291(양창수 집필부분);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16집(1994),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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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할 전에 부부공동재산이 멸실된 경우 그 대상재산이 존재한다면 대

상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

로,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

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도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013므2182 판결 참조). 

  이처럼 우리 민법상 대위법리 및 대상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산

재해 있는 것에 더하여 학설과 판례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행불능시

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이혼 재산분할시의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대상의 법리, 즉 일정한 재산가

치가 멸실되고 그에 갈음하여 기존의 재산가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재산

가치가 발생한 경우 후자를 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하나의 민법상의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재산의 상속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대상의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

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

정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상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근거한 

것인 반면 신탁법 제27조는 수익권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으로부터 파생된 대위

물에 관하여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익권이 미친다

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60) 또한, 민법상 담

60) 이계정, “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2016년 12월호),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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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권 및 유증의 물상대위와 신탁법 제27조의 물상대위를 구속성, 대체

성 그리고 법근거성의 통일적 요건으로 묶어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6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시까지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을 

인정할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의 특수성

가.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차이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제

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제1007조), 제1006조의 공유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공유이다.62)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공유재산을 분할한다는 점에서 공유

물분할의 일종이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첫 번째로,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 재산을 분할하

여 개별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집합재산

인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 일체로서 분할하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

를 일거에 정리하는 절차라는 특수성이 있다. 공유물분할에 비하여 상속

재산분할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분할방법이 허용되고, 상속재산 외에도 

대상재산, 과실 등에 대하여 분할대상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있는 것도 

재산의 포괄적 분배, 청산이라는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질에 따른 것이

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63)

  두 번째로, 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은 이미 확정된 상

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그 중점

이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공동상속인들의 

61) 오영걸, “사법상 물상대위법리에 대한 통일적 요건정립을 위한 시안”, 民事法學 56號 
(2011. 12.), 57, 61-62, 66-67, 71, 75-80

62) 곽윤직(주2), 129; 주해상속법 제1권(주5), 164(이봉민 집필부분)
63) 시진국(주3),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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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 다음, 구체적 상속

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해

당 분할심판에서 공유자들(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비율 자체를 선제

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물분할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 단계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호억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이르기

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공유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

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다.64)

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 부정

            공유물분할의 소에서도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논의

가 있다. 공유물이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수용되거나 제삼자의 불법행위

로 멸실되어 공유자의 일부의 자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가 가능한지와 같은 논의이

다.

  이에 대하여 금전은 그 성질상 언제라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 각 

공유자에 대해 별도로 분배하는 것도 다른 공유자의 이해에 하등의 영향

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수용보상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가분

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

는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65)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여 공

유물이 수용되거나 멸실되어 발생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 공유

64)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03
65) 김소영,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 사법논집 24집(199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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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66)도 동일하다.

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대상재산의 분할을 인정할 필요성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소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공유지분 비

율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분할의 방법만을 정한다. 그러나 상속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상속인 별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한다는 

것은 장래의 지분비율 변경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공유이다.67)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

산분할심판시까지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있고,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

다.68) 만일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

인들이 대상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준공유한다고 보거나(금전, 가

분채권 등), 상속인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다

투도록 한다면 대상재산의 분할에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할 방법이 없고,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대상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상속인 중에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법정상속분이 0인 자도 있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는 자도 있을 것임에도 대상재산의 경우 법정상

속분대로만 분할해야 한다고 보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

66) 大審院 明治38年(1905) 10月 31日 判決(大審院民事判決錄11巻1459頁)
67) 판례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

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상속재산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
상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68) 유사한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과 달리 그 대상이 개개의 물건이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상속재산이고,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상속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을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생각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아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임완규·김
소영(주8), 7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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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질적 필요성

1. 대상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인간의 공평에 반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설은 대상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을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한다는 논거를 주된 논거로 

들었다. 이에 관하여 아래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기로 한다.

가. 예시

상속인  A, B, C (법정상속분 각 1/3)

상속재산 = 甲 부동산(시가 600만 원) + 乙 부동산(시가 1,200만 원) = 

1,800만 원

상속재산의 처분이 없었던 경우 A, B, C의 상속재산 분할가액은 각 600만 

원(= 1,800만 원 × 1/3)

상속인 A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甲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

속분인 1/3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를 가정한

다.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 甲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대금 200만 원(대상재산), 甲 부
동산 중 2/3 지분(400만 원), 乙 부동산(시가 1,200만 원) 합계 

1,800만 원

구체적 상속분 = 법정상속분(기여분, 특별수익 없음)

A, B, C의 상속재산 분할가액은 각 600만 원(= 1,800만 원 × 1/3)

A, B, C의 상속재산 분할방법(예시)

 A = 甲 부동산 중 1/3 지분 매매대금 200만 원(대상재산) + 乙 부동산의 

1/3 지분

 B, C = 甲 부동산 중 각 1/3 지분 + 乙 부동산의 1/3 지분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게 되면 A, B, C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된다.69)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甲 부동산 중 2/3 지분(400만 원), 乙 부동산(시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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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A는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합계 733만 3,333원(甲 부동산의 1/3 

지분 매각대금 2,000만 원 + 분할가액 533만 3,333원)을 얻게 되어 대상

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133만 3,333원( 

= 733만 3,333원 – 600만 원) 더 이익을 본다. 반면 B, C는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각 666,667원(= 600만 

원 - 533만 3,333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나. 예시에 따른 결론

             이처럼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재산분할 전에 처분한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

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재산분할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처분하는 편이 

이익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처분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

할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대상재산을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삼

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전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독려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에 

반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일거에 정리하

고자 하는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은 이론(異論)의 여

지가 없다.

2. 시정 불가능한 불공평이 존재할 경우가 있음

          이 경우 B, C가 A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A의 이득과 B, C의 손실을 조정할 수 있

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제263조, 제278조에 따라 

각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69) 이는 상속재산과 대상재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이고, 상속재산이 무상으로 양도되었
거나 저가로 양도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상속분 = 법정상속분(기여분, 특별수익 없음)

A, B, C의 각 상속재산 분할가액은 각 533만 3,333원(= 1,600만 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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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70) 따라서 A가 甲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법정

상속분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므로, A가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

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A의 지분 매각을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나머지 상속재산, 즉 甲 부동

산의 2/3 지분과 乙 부동산을 A, B, C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할한 

것을 두고 A의 B, C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이를 구

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이고 甲 부동산의 

1/3 지분은 상속재산 분할시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서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이 부정

된 결과 A가 甲 부동산 1/3 지분의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B, C와 

동일한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것을 두고 이를 부당이득이나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에 따른 A의 이득과 B, C의 손해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회복할 수 없는 불공평이 된다.

  반면 A가 甲 부동산 전체를 매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甲 부동산 중 

A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매매는 유효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

하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A가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처분한 위 사안과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A의 甲 부동산 처분 전체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乙 부동

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B, C는 A의 甲 부동산 

처분 중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3 지분의 처분대가가 부당이

득이라거나 위 지분 상당의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

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속인

70) 곽윤직(주2), 134;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 2020, 350; 주해상속법 제1권
(주5), 167(이봉민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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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기준

이 법정상속분인지, 구체적 상속분인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

제가 발생하고, 이에 관하여는 제6장 제4절 Ⅳ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상속재산 간주방법 및 특별수익 취급방법의 문제점

          이때 A가 이미 처분한 甲 부동산의 1/3 지분을 이미 상속재산

에서 분할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 간주방법

을 택하거나,71) A가 처분한 甲 부동산의 1/3 지분을 특별수익한 것과 동

일하게 취급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乙 부동산의 1/3 지분을 취

득하고 B, C는 甲부동산의 각 1/3 지분과 乙 부동산의 1/3 지분을 취득

하여 공평한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상속재산 간주방법이나 특별수익 취급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인지 생

각해 본다. 

  우선 상속재산 간주방법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상

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존재를 간주하여 분

할한다면 그 재산을 분할받을 위험성을 어느 상속인에게 부담시킬 것인

지 문제가 되는 점,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시를 상속재산분할시설을 취하

는 이상 상속재산분할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그 가치평가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상속

재산 간주방법을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72) 

  특별수익 취급방법에 관하여,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제1008조), 문언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처분을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분리재산

의 처분 및 대상재산의 취득을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앞서 

71) 상속재산 간주방법을 따르는 경우 자세한 설명과 계산방식은 高木多喜男(주10), 
102-110 참조

72)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신설규정의 도입 이전부터 상속재산 간주방법을 지지한 高木多喜
男(주10), 107-109의 반론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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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대상재산 포함방법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 사안에서 A가 乙 부동산(1,200만 원) 전체를 처분하는 

등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의 가액이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A

는 초과특별수익자와 동일하게 甲 부동산(600만 원)을 분할받지 못할 뿐, 

乙 부동산의 처분대가는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반면 대상재산 포함방법

에 따르면 乙 부동산의 처분대가 전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어 A에게 구

체적 상속분을 넘어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에서 대상재산 간주방법은 특별수익 취급방법에 비하여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상속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 전

체를 포괄적 일체로서 분할하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처분 대가를 대상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편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또한, 나머지 상속인들로

서도 불필요하게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된다.

III.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 인정의 효과

         대상재산을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대상재산 포함방

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재산분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아닌 대

상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멸실, 훼손 

또는 처분되어 상속재산 분할시에 존재하지 않는 분리재산 자체를 현존

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상속재산 간주방법과 원칙으로 돌아가 분리재산과 

대상재산 모두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무포함 방법의 절충적인 태

도라고 생각된다.

  독일 민법은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를 합유 내지 준합유로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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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등에 따른 대상재산도 공동상속인의 

합유 내지 준합유의 권리귀속상의 효과, 즉 물권법상의 효과가 발생한

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이 유효한 

경우 그 반대급부청구권은 처분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

된다. 즉, 독일법상 물상대위(dingliche Surrogation)를 근거로 대상재산성

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상속인들의 내부관계에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이 

될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을 대체하는 

물권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속

재산을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가 공유임을 전제로 하므

로,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속인들

이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을 둘러싼 물권관계를 공유하는 물권법적 효

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법률관계를 구성할 필요

도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한

다는 의미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처분상속인이 거래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공동상속인 내부관계에서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

할심판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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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재산의 발생원인과 처분의 특수성

제 1 절 처분의 특수성

  판례와 학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

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상재산의 발생원인

을 상속재산이 처분, 멸실, 훼손된 경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논함에 있어 상속재산이 멸

실, 훼손된 경우와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를 분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는 해당 상속재산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멸실) 물리적 가치가 저감된 경우이므로(훼손), 멸

실 또는 훼손된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을 여지는 없고, 대상재산

이 존재한다면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을 검토하면 되어 그 논리 구조가 

비교적 간명하다.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화재

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화재로 인

하여 발생한 화재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금이 공탁된 경우의 공탁금출

급청구권 또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의 수령 보험금 자체, 방화의 경우 방

화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상재산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

면 상속재산이 처분상속인 또는 제삼자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소유관계가 변동될 뿐 상속재산 자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따

라서 이 경우에는 처분이 유효한지, 즉 분리재산이 제삼자의 소유가 되

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분할대

상이 되고, 처분이 유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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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제 2 절 처분상속인의 처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예로, ①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등 법률규정

에 따라 처분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를 ② 상속재산이 제삼자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③ 상속재산이 처분상속인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3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등 

법률규정에 따라 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용주체가 공동상속인들의 법

정상속분대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므로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

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대상재산으로는 

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의 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

우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후의 수용보상금 자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기 어려우나,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처

분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처분대금을 취득한 경우 우선 그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처분이 유효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제삼자에 대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분리재산 가액 상당의 불

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대상재산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이

다. 처분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에 대상재산에 관한 여

러 가지 논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① 실무상 상

속재산이 멸실, 훼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처분되어 대상재산이 발생하

는 경우는 많지 않고,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상재산의 재

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3) ② 처분상속인이 대상재

73) 이 사건 대법원 결정 이후 2021. 4.경까지 이루어진 대상재산(代償財産)의 상속재산분
할에 관한 하급심 심판례 36건 중 28건이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대



46

산을 처분한 경우 필연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

고, 해당 처분의 효력에 따라 상속재산 및 대상재산 중 무엇을 재산분할

의 대상으로 삼을지가 정해진다. ③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처분상속인

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절

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민사소송

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상재산의 발생원인 중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①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의 전제문제로

서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② 처분의 효력이 유효 또

는 무효로 판단될 경우 무엇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

지, 특히 처분상속인이 처분대가로 매매대금 등 금전을 취득한 경우 ③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

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④ 처분대금 자체나 처분대금 상당

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

다.

상재산이 발생한 사안이었고, 나머지 8건은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된 사안이었다(1, 2, 3심이 있는 
경우 1건으로 계산하였고, 코트넷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한 검색결과이므로 실제 접
수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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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전제문제로서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판단

제 1 절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I.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의 효

력과 대상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1. 학설과 판례

          학설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 또는 동의로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이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는 긍정설,74)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개별 상속재산의 지분을 동시에 처분한 경우나 일

부 분할의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설,75) 상속인들이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당시 협의분할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매각하는 

데에만 합의하고 분할방법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여지

를 남긴 것인지 그 의사를 가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이를 다투고 있고, 명확하게 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

거가 없는 이상은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매

각대금이 시가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불문하고,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으로 

파악하여 분할하여야 한다는 절충설76)이 있다. 한편 일본의 학설 중 상

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상속재산

의 대체물로서 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77)

74) 신영호,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가족법연구 9호, 한국가족법학회
(1995), 387-388; 이경희(주15), 690-691

75) 시진국(주3), 679
76) 김윤정(주15), 201
77) 渡瀨勳(주2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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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판례 중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처분한 경우 

전원이 동의하면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最高裁 昭和52

年(1977) 9月 19日 判決(家月30巻2号110頁); 昭和54年(1979) 2月 22日 判
決(家月32卷1号149頁)]. 위 판례에 대하여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개재되어 

발생한 대상재산은 그 이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속인간에 심각한 분쟁

이 발생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학설이 있

다.78) 

2. 검토의견

          공동상속인이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

속대금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

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분리재산에 대하여 이미 제1013조의 상속재

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대상재산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공동상속

인 전원의 합의 또는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크므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을 논할 때는 원칙적으로 처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논

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 학설의 대립

          처분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속재산

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

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78) 松原正明(주24), 17



49

가. 다른 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여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는 견해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임의로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매각을 추인하

면 매매대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추인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처리를 필요

로 한다는 견해,79) 일부의 상속인이 행한 처분을 다른 상속인이 추인하

고 전 상속인이 처분대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대

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80)가 있다.

나. 처분상속인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는 견해

             상속재산이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 훼손되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고의, 과실로 멸실, 훼

손함으로써 그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의사나 처분행위와 관계없이 대상재산이 생기게 된 경우

에는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되,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처분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신하여 처분상속

인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고 이것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보관시

키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이 곧바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81)

다. 처분의 효력과 무관하게 대상재산을 인정하는 견해

79) 신영호(주74), 387-388
80) 임완규·김소영(주8), 705-706
81) 김창종(주2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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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처분 자체의 효력은 문제 삼지 않고 대상재산(代償
財産)인 그 처분대금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82) 또한,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

이 대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83)

라. 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나누어 보는 견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대금은 상속재

산의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족하고, 추인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은 처분상속인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무효 부분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등과 처분대금 중 유효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

분할 이전에 그 무효 부분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이 행사되어 해당 

지분이 반환되면 그 지분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84)

2. 검토의견

           살피건대, 이는 처분상속인의 무단 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인

정할 것인지 및 그에 따른 대상재산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지와 직결되

는 문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처분상속인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동산, 채권을 처분한 경우를 나누어 소유

권 이전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동산 등 등기·등록 가능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1) 처분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 자신

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제

82) 이정민(주15), 798
83) 김윤정(주15), 201
84) 주해상속법 제1권(주5), 298(이봉민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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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조). 이 ‘공유’의 의미에 대하여 종래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유설이 다수설이고85) 판례도 공유설의 입장에 서 있

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상속인 중 1인은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상속재산인 부동

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

33392 판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단계에서는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한편 각 공동상속인은 제263조, 제2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

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단독으로 유

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이후 상속재산 분할 결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달리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해당 지분 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제1015조 단서).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삼자에게 본인

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지분의 처분은 유효하다. 이 경우 

해당 지분의 소유권은 제삼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위 지분에 대

한 매매대금 등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의 문

제만 남게 된다.

2) 처분상속인이 증여, 매매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

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된 허위의 증여계약서, 매매계

약서 등을 바탕으로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처분상속인에 대하여 무효인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생각

85) 곽윤직(주2), 129; 김주수·김상용(주2), 695-696; 송덕수(주59), 2020, 348; 윤진수(주
2), 404-405; 김윤정(주15), 180; 시진국(주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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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로부터 상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제삼자에게 매도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1

인이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보아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

여,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처분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아 제999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처분상속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문제도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대상

재산에 대한 분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상속

재산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를 생각해 본다. 

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적법

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그 법적성질이 상속회복청구인지 생각해 본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

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

다카19470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등). 공동상속인이 참

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공동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범위에서는 상속회복청구

의 상대방이 된다고 본다.86) 또한,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상속인이 참칭

86) 곽윤직(주2), 160; 김주수·김상용(주2), 637-639; 송덕수(주59),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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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등).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처분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제999조 제2항에 따라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방

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여전히 해당 부

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재산을 분할대상

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이상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고 생각한다. 

4) 처분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서 제삼자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처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대리인 등

의 지위에서 제삼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상속인에게서 

제삼자 앞으로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가 있다. 이때 제삼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

지 생각해 본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

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판례도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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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

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인무효로 본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

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1995. 2. 28. 선고 94

다23999 판결,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2004. 9. 3. 선고 2003

다3157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

을 넘어서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판례

는, 공동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

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행하여졌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

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

우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2015. 1. 29. 선고 2014

다49425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상속인 명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 효력

                 학설은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경우에도 처분

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

로, 다른 공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처분한 공

유자의 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87) 또한, 판

례도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

8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Ⅴ], 박영사, 2011, 569(민일영 집필부분)



55

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특히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상속재

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처분상속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처

분으로 유효하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다1649 판결, 1965. 8. 24. 선고 65다1086 판

결).

  이처럼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제263조, 제278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

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제1015조), 해당 부동산의 제삼자 명의의 

등기 중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제

137조)에 따라 처분상속인의 지분도 말소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

가 있으나, 해당 매매계약은 처분상속인이 무권대리인으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이어서 계약 전체가 무효이고(제130조) 결과적으

로 처분상속인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취급될 뿐이므로, 일부무효의 문

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취득을 의도한 

매수인으로서는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135조),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0이

고,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해당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구체

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도록 재산을 분할하였다 하더라

도, 해당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삼자 명의

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환원할 수 없어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상속대상 부동산 중 처분상속인의 법정상

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제삼자가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위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 등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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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위 나머지 지분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게 되고, 위 지분 자체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과 처분대금의 가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는 분할의 편의상 처분상속인의 지분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

고 분리재산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

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동산, 채권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인 동산과 불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된다

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동산, 채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을 논하기에 앞서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1)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논의

가) 학설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

이에서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부정설),88) 상속재산 전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재배분하기 위해서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

여야 한다는 견해(긍정설)89)가 있다. 한편 절충적인 견해로,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

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합의를 하였거나, 초과특별수

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이 인정되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

권만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90)가 있고,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88) 곽윤직(주2), 129-130
89) 윤진수(주2), 440-441; 김윤정(주15), 186-188; 시진국(주3), 667-670; 이정민(주15), 

785-787
90) 박동섭·양경승(주15), 811-812; 김소영(주9), 767-768; 김창종(주20), 187; 박태준, “심

판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법조 제49권 제2호(2000),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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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하면 구체적 형평에 반하는 경우 등 상속재산분할의 본질

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91)가 

있다.

나) 판례

                 판례는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

거나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

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

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절충설의 입

장이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다) 검토의견

                 개인적으로는 가분채권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래에서는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

는 경우를 전제로 동산과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동산, 채권의 처분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한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처분상속인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예를 들어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고가의 그림을 매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해당 동산을 점유하였다면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수인이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9

조). 또한,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예를 들어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출금한 경우에 변제자가 선의이며 

무과실이라면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제

470조). 따라서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동산, 채권에 대한 처분이 선의

취득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

91) 방웅환(주12), 4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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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처분이 유효하므로, 대상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만 남는다. 반면 동산, 채권에 대한 처분이 선의취득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 2 절 분할심판에서 처분의 효력 판단 가부

I.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범위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지 아니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지, 처분의 원인이 상속인지 아닌지, 해당 처분에 선의취득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처분의 효

력이 달라지고,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 존부에 따라 분리재산과 대상재산 

중 무엇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소

유권확인소송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리재산 처분의 효력이 판

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분

할 대상을 특정하면 된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선행하여 별도의 민

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

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선결문제로서 분리재산 처분의 효력 존부, 즉 분

리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필

자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II. 한국의 학설과 판례

1. 학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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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의 전제문제가 된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멋대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어느 범위에

서 유효한가를 엄밀히 판단하고, 유효부분에 관해서는 대상재산을, 무효

부분에 관해서는 원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것이나, 처

분의 일부무효를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처분이 전부 유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분배

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여 원칙적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하 ‘판단가능설’이라 한다).92) 반면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공동상속인 또는 제삼자의 소유인지에 관한 다

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제삼자 소유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

져 있는 재산은 그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임이 확정되었거나 그 제삼자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 참가하여 상

속재산임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견

해가 있다(이하 ‘판단유보설’이라 한다).93)94) 한편 특정 재산이 상속재

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분할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95)

2. 대법원 및 하급심 결정례96)

92) 이경희(주15), 695
93)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36
94) 판단유보설의 법리는 주로 당사자들이 상속재산이 제삼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

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때,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여
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설시하며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
무편람(주15), 19 참조]. 하급심 실무는 상속재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판단유보설
을 따르면서도 소유권의 귀속은 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대구가정법원 2017. 2. 3.자 2015느합10022 결정 등)과 심판청
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7.자 2018느합
60048 결정, 수원가정법원 2015. 3. 23.자 2014느합13 결정 등)으로 나뉘어 있다.

95) 곽윤직(주2), 146; 송덕수(주59), 361
96)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상태인 등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
하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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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및 하급심의 결정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

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처분이 유효라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

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하여 판단가능설의 입

장을 취한 결정례도 있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 존부는 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아 판단유보설의 입장을 취한 결정례도 있다.

가. 판단가능설

1) 법정상속분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라고 판단한 사례

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5.자 2019브1000 결정(확

정)

                 상속인 중 1인이 제삼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자

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여전히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상속

인이 처분한 지분은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여 위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았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자 2018브299 결정(확정)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가 해당 상속인을 대위하

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

여 낙찰된 사안에서, 위 지분은 경매절차를 거쳐 매각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

단하고,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

할대상으로 보았다.  

다) 대구고등법원 2018. 2. 20.자 2017브103, 2017브104 결정

(대법원 2018. 7. 13.자 2018스545, 2018스546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상속재산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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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 전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나, 해당 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였던 사안에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해당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는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015조에 의하여 제삼자 명의로 이미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효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위 지분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처분되어 현재로서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

인에 대한 공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보았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전체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가) 서울가정법원 2008. 10. 10.자 2005느합128 결정, 서울고

등법원 2009. 7. 21.자 2008브72 결정(대법원은 2009. 10. 

13. 2009스9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

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해당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작

성한 증여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고, 위 상속인의 실체관계 부합등기 주장을 배척하였

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8. 10. 10.자 2005느합128 결정).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동일한 이유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아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7. 21.자 2008브72 결

정). 

나) 부산가정법원 2019. 2. 13.자 2017느합200031 결정(확정)

                 피상속인이 혼수상태인 상황에서 처분상속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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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쳐진 사안에서, 위 법원은 위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

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상

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이 여전히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9.자 2015느합500 결정(서울고

등법원 2016브270 2017. 3. 29. 화해권고결정)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甲, 乙 부동산에 관하여 증

여를 원인으로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丙 부동산에 관하

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

인의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등과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신청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 생전

에 이미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는다고 보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았다. 따라

서 甲, 乙, 丙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재산으로서 상

속재산에 포함하였다. 

라) 부산가정법원 2019. 10. 8.자 2017느합200005 결정, 부산

고등법원 2020. 12. 21.자 2019브5022 결정(대법원 2021

스528 계속 중)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에서 제1심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관계에 부

합하는 등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는 원인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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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였다. 항고심은 제1심 판결의 판단부분을 인용하였다.

마) 제주지방법원 2020. 9. 24.자 2018느합5 결정(광주고등법

원(제주) 2020브502 2021. 3. 18. 조정 성립)

                 피상속인의 동생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인 중 1인에게 증

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머지 상속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에 관

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위 법원은 피상속인의 동생이 상속인이 아닌 이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 잡은 청구인 명의

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현존한

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바) 기타 사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부동산

을 취득하고, 그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

의에 따라 취득한 상속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

에 포함한 사건이 있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72 결정(서울고등법원 

2018브244 항고기각결정), 제주지방법원 2017느합10000 결정(광주고등법

원(제주) 2017브15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유효로 보아 각하, 대법원 2018. 

10. 26.자 2018스62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나. 판단유보설

1) 대법원 2009. 2. 2.자 2008스83 결정

가)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3. 5. 29. 처분상속

인과 그 가족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상속인은 2005. 4. 20. 사망하였다. 나머지 상속인 중 1인은 처분상속

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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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나) 제1, 2심의 판단

                 제1심은 청구인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6. 10. 23.자 2005느합13 결정). 항고

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증

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

고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망인의 사망 당시에 위 망인이 소유하던 것으로

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상속

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서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08. 7. 10.자 2006브13 결정).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09. 2.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

법원 2008스83 결정).

라) 대법원 결정의 의의

                 위 사안은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

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 경우에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

하는지,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대상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송절차에서 판단되어

야 한다는 판단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유보설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2) 하급심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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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

우 판단유보설을 취한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가) 부산가정법원 2019. 10. 8.자 2017느합200005, 2018느합

200048 결정,97) 부산고등법원 2020. 12. 21.자 2019브

5022, 2019브5023 결정(대법원 2021스528, 2021스529호 

재항고심 계속 중)

                처분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甲에게 상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도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乙, 丙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다른 토지와 합병되

었다. 제1심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은 소송사항에 해

당하므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

에 그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대하여 계속 다툼이 있고 기록상 나타난 자

료들에 의하여 상속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을 심리하는 이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

결문제로서 그 소유권의 귀속을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위 토지의 경우 상속

개시 이후 지목변경과 합병이 이루어져 위 토지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위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 대상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고, 처분상속인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

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보았다. 항고심은 제1심 판결의 위 판단 부분을 

인용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8. 17.자 2013느합20 결

정(확정)

                처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

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상속인들

은, 처분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이 상속재

97) 필자가 주심 판사로 관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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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 모두가 상

속재산임을 인정하거나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속재산임이 

밝혀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 위 부

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III. 일본의 학설과 판례

1. 학설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전제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가능설98)이 다수로 보

인다. 한편 분리재산과 대상재산 중 무엇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엄밀히 유효성을 판단하여 처분재산의 일부를 상속재산 중에 포

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재산을 처

분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처분을 전부 

유효로 보는 분할방법과 처분의 일부무효를 전제로 한 분할방법이 결과

적으로 동일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처분의 유효성

을 특별히 문제로 삼지 않고 처분의 대가 전체를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

상에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99)도 있

다.

2. 판례

           最高裁 昭和41年(1966) 3月 2日 判決(民集20巻3号36頁)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권, 상속재산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

는 것이고, 그것들은 모두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이므로 그 존부를 종국적

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사항으로서 대심공개의 판결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가정법원은 관련된 전제인 법률관계에 관하

98) 渡瀨勳(주27), 311; 松原正明(주28), 219
99) 高木多喜男(주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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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항상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의 확정

을 기다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판절차에서 

위 전제사항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여 분할처분을 하는 것은 조금도 지

장이 없다고 해야 한다. 심판절차에서 한 위 전제사항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며, 그 결과 판결에 의하여 위 전제한 권리의 존재가 부정되면 분할

의 심판도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기에 이른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위 전제사항의 존부를 심판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민

사소송에 의한 통상의 재판을 받는 방법을 막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

로, 헌법 제32조100), 제82조101)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판단가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IV. 검토의견

1. 원칙적으로 판단대상에 해당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상속개시 후 

처분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의 선결문제로서 분리재산의 소유권이전이 

무효인지, 즉 분리재산이 여전히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대상재산의 분할대상 포함여부와 사실상 동일한 쟁점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소

100)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1) 제82조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범
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
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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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다룰 사안이기는 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상재산의 분할대

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분리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은 대상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즉, 대상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의 경우 분리재

산이 물리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분리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잠정적 

공유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서는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기에 앞서 분리재산이 여전히 공동상속

인들의 공유인지 아니면 공유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

이 해당 상속재산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분리재산의 분할을 구하

거나 위 처분이 유효라고 주장하며 대상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가 있

다. 두 경우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리재산 처분의 효력을 선결문

제로 판단한 후, 처분이 무효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아니

면 처분이 유효이므로 대상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

가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처분이 유효라고 주장하며 대상재

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리재산의 소유권 귀속

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상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상 확인소송인 대상재

산 존재 확인의 소 또는 분리재산 소유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후 다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확인소송에 확인

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굳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의 용이성과 강제집행의 원활함

             분리재산이 동산이나 채권인 경우 당사자들이 특별히 다투

지 않는다면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분리

재산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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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사건에서 처분의 유, 무효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

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이

나 명의신탁 효력을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그 소유권 귀속의 판단이 용

이하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보

는 방식은 강제집행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만약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

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등기명의인인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매매대금 등의 대상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이 남아있지 않거

나 해당 상속인의 자력이 없어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반면 부동산

을 분할대상으로 할 경우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상속재산관계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부합

             분리재산의 처분이 무효임에도 판단유보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해당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리재산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판단받은 

후 다시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방식은 처분상속인 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불필요한 소송

의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둘러싼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

이라는 상속재산분할의 취지에도 반한다.

  분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분할하

면, 현재 등기명의가 제삼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

할됨으로써 이후에 공동상속인들이 별도의 소송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환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마찬가지로 분리재산이 

동산이나 채권인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에게 현재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채권을 분할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점유를 회수

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제8장 제3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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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조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분리재산을 처분한 처분상속인이 

분리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분할받으며, 그 차액은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

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을 한

다면, 처분상속인에게 분리재산이 귀속되어 그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부

담도 지게 되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

라. 후행 민사소송과의 관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리재산의 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대

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상속재산분할을 한 후, 분리재산을 취득한 

제삼자의 분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

다.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분리재산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대상재산

인 부동산 매매대금을 분할받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제

삼자를 상대로 분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

건으로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위 판결에 따

라 해당 부동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중복하여 상속재산으로 삼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해당 부

동산 자체를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간명하다.

  반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리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후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

산분할을 완료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상속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사판결이 확정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으로 취급

한 재산 중 일부가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학

설과 실무는 분할심판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면 상속 법률관계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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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분할심판의 취소

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할심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으로 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은 제1016조의 담보책임 규정을 통해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102)

2. 예외적으로 판단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개시 후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서울가정법원 2019. 6. 

27.자 2018느합1336 결정 참조), 상속부동산이 처분된 후 여러 차례 분할

과 합병이 이루어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감정 등을 거치지 않고는 상

속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부산가정법원 2019. 10. 

8.자 2017느합200005 결정 참조) 등, 그 소유권의 귀속 및 상속재산의 특

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쉽

사리 그 분리재산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판단하

여서도 안 될 것이다.

제 3 절 처분이 무효인 경우 분할대상 재산

I. 해당 재산 자체

        상속개시 후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102)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15), 83-84 등. 이처럼 분할심판에서 상속재
산으로 취급한 재산 중 일부가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분할
심판의 효력에 대하여 ① 분할심판이 판결과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무효로 된다는 견
해, ② 사정변경을 이유로 심판을 취소하고 재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심판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1016조의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면 족하되, 다만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재산이 심판에서의 분할대상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중요 부분이 
되어 이를 제외한 분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분할심판이 무효로 된다는 견
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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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한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상속

재산인 동산, 채권을 처분하였는데 선의취득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

한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분리재산 자체가 분할의 대

상이 된다. 이때 분리재산의 처분이 무효이고 해당 분리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므로, 해당 분리재산이 대상재산(代償財産)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II.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의 처리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처분한 경

우 그 처분은 유효이므로,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를 처분

한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 상당의 매매대금

이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처

분이 무효이므로 부동산 지분 자체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제2절의 Ⅱ.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

무는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함한 해당 상속재

산 전체의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

가 많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

하여는 처분이 유효하므로, 위 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

외되고, 그에 따른 대상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분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처분상속인의 법

정상속분을 포함한 분리재산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처분상속인이 분리재산을 해당 재산의 가치에 버금가는 

매매대금에 매도하였다면, 해당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을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과 해당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분리재산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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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다. 특히 처분상속인에게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을 귀속시키

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처럼 

분리재산이 적절한 가격으로 처분되었고, 처분상속인에게 분리재산 또는 

대상재산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

분을 포함한 해당 분리재산 전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가능할 것

이다.

III. 상속인들의 희망에 따른 대상재산 분할가능성

          분리재산의 처분이 무효임에도 상속인들이 분리재산의 처분대

금 등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분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만약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당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면 이

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처분상속인의 분리재산 처분을 추인하는 의사인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대상재산을 재산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당 분리재

산 자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상속인들 전원

이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재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리재산의 처분이 무효인지를 명확히 판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이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리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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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처분이 유효인 경우 대상재산의 범위

I. 검토방향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처분이 유

효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대상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

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무엇을 대상재산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따라 대상재산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이때 대상재산으로 주로 검토되는 것은 ①나머지 공동상속인

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② 매매대금 자체나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는 검토할 내용이 많으므로, 아래 제6장, 제7장에서 처분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처분상속인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

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여기에서는 대상재산이 가분채권인 경우의 재산분할대상성, 분리

재산 자체의 재산분할대상성, 채무면제 이익의 재산분할대상성, 재대상

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하여 간단히 생각해 본다.

II. 가분채권의 대상재산성

1. 문제의 소재

          대상재산이 가분채권인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생각

해 본다. 대표적인 예로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이 

유효하나,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기 전인 경우의 매매대금 채권,103) 

103) 통상 소유권이전의무와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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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금전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의 예금

채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논의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대상재산이 가분채권인 경우에도 가

분채권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2. 학설

          대상재산이 보험금청구권이나 수용보상금청구권 등 가분채권

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대상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가분채권의 대상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104) 또한, 대상재산이 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분

할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105) 반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가분채권이 대상재산이 되는 경우에도 상

속개시 당시에는 부동산 등으로 현존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금전채권 내지 가분채권으로 성질이 변한 상태로 분할시

에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

미이고, 처음부터 가분채권의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아 분할대상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106)

3. 하급심 실무례

          하급심 실무례는 대상재산이 가분채권인 경우에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가분채권인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한 하급심 결정례

로,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가

분채권인 처분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종전 예금채권의 대상재산으로 

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104) 김윤정(주15), 200-201
105) 신영호·김상훈(주21), 407
106) 김창종(주2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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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안(서울고등법원 2016. 9. 12.자 2016

브208 결정, 대법원 2017. 1. 31.자 2016스576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처

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아직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가분채권인 매매대금 채권이 대상재산이라고 본 사안(울산가정법원 

2019. 3. 31.자 2018느합1001 결정, 항고심 부산고등법원 2020. 6. 22.자 

2019브5010 결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대상재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

을 수령한 경우 가분채권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대상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라고 본 사안(대구고등법원 2018. 2. 20. 2017브

103, 2017브104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9. 10. 8.자 2017느합200005, 2018

느합200048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느합3006 결정, 부

산가정법원 2019. 5. 4.자 2016느합200031 결정) 등이 있다.

4. 검토의견

           대상재산에 관한 논의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대상재산으로 변형

된 경우에 문제된다. 만약 이러한 대상재산도 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래 상속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시

까지 유지된 경우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

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나 대상재산이 가분채권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해당 재산가치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대

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던 재산이 아니어

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처분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는 재산이므

로, 상속인들이 제1006조에 의하여 대상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공유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상재산의 경우에는 가분채권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 없이 일단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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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리재산의 분할대상성

         상속재산의 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도 분리재산 자체를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상당한 가격에 처분한 

경우라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도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분리재산의 분할대상성을 논할 별다른 실익이 

없다. 따라서 유효하게 처분된 분리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아래의 2가지이다. 먼저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상속재산을 저가로 매각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대상재

산이 상속재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상재산이 없게 되므로 분리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있다. 또한, 분리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분리재산의 시가가 증감, 변동하거나 대상재산의 가치가 증감, 변

동한 경우와 같이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상속재산의 가치와 대상재산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유효하게 처분된 경우에도 분리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리재산 자체가 상속재산 분할시에 존재

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상속재산 간주방법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견해는 이 사건 신설조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동상속인의 귀책사유 없

이 상속재산이 처분, 멸실, 훼손된 경우의 위험을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

게 부담시켜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상속개시시에 존재하였으나 상속

재산분할시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을 경우 상속분할재산의 특정시점에 관

하여 재산분할시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시설을 취한 

것과 같은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이 사건 신설조

항이 신설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재산분할 전에 상속인들

의 공유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 상속재산 간주방법, 대상재산 포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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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포함방법 및 특별수익 취급방법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와 그 

요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IV. 채무면제 이익의 대상재산성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출금하여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면제의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의 이익 자체를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이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채무면제의 이익

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한 하급심 실무례가 몇 건 있어 소개한다.

1. 하급심 실무례

가. 제주지방법원 2020. 3. 4.자 2018느합10004, 2019느합10004 

결정(확정)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인 택시와 택시면허를 처

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택시와 택시면허는 상속재

산이었다가 처분되어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변제

라는 이익으로 전환되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 상속채무 변제의 이익

을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았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망인

의 상속채무는 가분적인 금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

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상응하

는 개별 변제이익만큼 최종상속분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가정법원 2018. 11. 16.자 2017느합1073 결정(확정)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채무자

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안이

다. 위 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체가 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위 

매각대금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해당 상속인이 위 매매대금 중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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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검토의견

          상속재산의 가치변형물로서 대상재산을 인정하는 이상 처분상

속인이 얻은 채무면제의 이익도 대상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1억 원의 처분대금을 받은 경우와 상

속재산의 처분대가로 본인의 채무 1억 원을 변제한 경우에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한 이득액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에서 살

펴볼 바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 자체를 

상속분할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면, 처분상

속인의 채무면제 이익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과 처분상속인이 취득한 

금전 자체를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재산으로 삼는 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V. 재대상재산(再代償財産)의 분할대상성

         대상재산을 기초로 다시 취득한 대상재산, 즉 재대상재산(再代
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1. 학설

          학설은, “대상재산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통하여 취득

한 재산으로, 물질적 동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참칭상속인과의 관계에

서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 즉 참칭상속인과

의 관계에서 폭넓게 상속권의 회복을 인정해 주고, 상속재산의 가치 귀

속에 있어서의 형평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

면 대상재산의 대상재산, 더 나아가 여러 차례 변형된 상속재산의 경우

에도 이를 대상재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대

상재산의 분할대상성을 긍정하는 견해107)가 있다. 독일에서는 대상재산

107) 이화숙,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2012. 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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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재산, 즉 재대상재산(Doppel-oder Kettensurrogation)의 대상재산

성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상재산의 구체적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에 근

거한다.108)

2. 판례

          대법원과 하급심 결정례는 재대상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을 인

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결정례를 몇 건 소개한

다.

  대법원 2019. 3. 7.자 2018스66 결정은, 예금채권이 상속개시 후에 제

삼자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한 경우 최종 형태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

정한 원심 결정(서울고등법원 2018. 8. 27. 선고 2016브23 결정)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대상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한 하급심 결정례로, 상속

재산인 아파트 입주권이 아파트가 되었다가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해당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로 본 사안(서

울고등법원 2019. 10. 21.자 2018브260 결정),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택시와 택시면허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본 사안(제주지방법원 2020. 3. 4.자 

2018느합10004, 2019느합10004 결정),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경매되고 처분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이 공탁된 경

우 해당 공탁금을 대상재산으로 본 사안(서울가정법원 2018. 4. 16.자 

2013느합30072, 2014느합30161 결정) 등이 있다.

3. 검토의견

          대상재산은 ①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

한 대가일 것(대가성), ② 상속재산의 변형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속재

108) Gergen(주54), §2018, R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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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동일성을 유지할 것(실질적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대상재산

도 분리재산 및 대상재산과의 대가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그 금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금전을 통하여 재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금전 자체와 재대상재산 중 무엇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문

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분할대상을 특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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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대상재산성

제 1 절 문제의 소재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은 처분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에 기한 처분대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권 또는 상속재산 가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배상청구권 자체를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재산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이 논의되는 이유는, 처분상속인이 분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가는 주로 금전이고, 처분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이

미 소비하여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분대금이 이미 소비되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

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

재산으로 보려는 논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장에서 논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과 다음 장에서 

논하는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 이익의 대상재산성은 같은 사실관

계에서 무엇을 대상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논의

이다.

  한편 공동상속인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에 관한 논의는 아래 두 논의와 구별할 필

요가 있다.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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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성과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선의취득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을 이유로 위 

처분이 유효한 경우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무단 처

분에 따라 본인 소유인 재산을 잃게 되었으므로, 해당 상속인에 대하여 

처분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해당 재산가액 상당의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피상

속인의 해당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위 채권을 법정상속분

에 따라 준공유한다. 또한, 위 채권이 가분채권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논

의를 통과한다면 위 채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

다.

  나아가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삼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대상재

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된다. 아래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손해배

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처분상속인은 공동상속관계

에 있는 자로서 상속분 상당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분

대가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대상재산으로 보는 것이 가

능하다.

제 2 절 한국의 학설과 판례

I. 학설

        이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학설은 찾기 어려우나, 공동상

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소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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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하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채권·채무의 관계가 생기고, 여기에서 문제되는 

채권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인 원 상속재산이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되, 이러한 채권을 상속재산 분할시에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분배시키

고, 다른 상속재산의 분배에는 먼저 분배된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권의 대상재산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109) 또한, 공동상속

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

우, 그 상속재산에 대신하여 처분상속인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상속재산

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110)가 있고, 위 견해에서 말하는 

대상청구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해

당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111)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대상재산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긍정설로 해석되는 학설이 있고, 전면적인 부정

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II. 판례

1. 대법원 2019. 3. 7.자 2018스66 결정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면서, 원심인 서

울고등법원 2014. 6. 2.자 2013브127 결정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

함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

109) 이경희(주15), 690
110) 김창종(주20), 191
111) 박태준(주9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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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27.자 2016브23 결정에서는 ① 상

속재산인 예금채권 중 일부가 근질권 실행으로 소멸되어 구상금채권으로 

변형되었다가, 주채무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구상금을 변제하여 처

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형되었고, ② 나머지 예금채

권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변형되었다가 일부 공

동상속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압류·추심과 공탁금 출급으로 각 처분

상속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형되었다고 보아 위 각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였다.112)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의 범위는 처분상속인이 취득한 구상금 및 압류·추심, 출금액 전액

으로 계산하였다.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9. 3. 7.자 2018스66 결정은, 압류·추심으로 소

멸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상당액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항고인

들의 주장에 대하여, 압류·추심으로 소멸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다른 재항고사유도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위 대

법원 결정은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본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하급심 심판례의 분석

가. 긍정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9. 10. 8.자 2017느합200005, 2018느합

200048 결정은, 상속재산인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

환채권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이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112) 위 결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예금에 대한 이
자 상당액도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대상재산으로 보았으나, 이
는 대상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상속재산이므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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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항고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12. 21.자 2019브5022, 2019브

5023 결정(대법원 2021스528, 2021스529 재항고심 계속 중)은, 위 대상재

산에 더하여 처분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도 처분상속인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8. 2. 20. 2017브103, 2017브104 결정(대법원 2018. 7. 

13.자 2018스545, 2018스546호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처분상속인의 법

정상속분 상당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공매대금 전액이 처분상속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

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처분상속인이 위 공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

한 위 공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느합3006 결정(서울고등법원 2020

브2005호 2020. 9. 14. 조정 성립)은, 처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에 대한 

위 인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다.

  부산가정법원 2019. 5. 4.자 2016느합200031 결정(확정)은, 처분상속인

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출금한 사안에서, 예금채권이 처

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보아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았다. 

2)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9. 18.자 2013브36, 2013브37 결정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현금,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후에 인출되거나 임

의 소비되어 소멸한 사안에서, 위 법원은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재산이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수액이나 채무

자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진행

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성질상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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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위 예금채권 등의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8. 10. 31.자 

2014스186, 2014스187 결정은 대상재산에 대한 위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

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 6. 30.자 2018느합10008 결정(확정)은 처

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다

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 침해를 이유로 그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

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의 대상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았으

나, 당해 사건에서는 대상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

구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나. 부정설

             서울고등법원 2021. 4. 5.자 2018브268, 2018브269 결정(대

법원 2019. 6. 19.자 2019스582, 2019스583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상속개시 후 환

급받고, 그 계약환급금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이 취득한 대상재산인 계약금은 이미 소비

되었거나 개인 자금과 혼화되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처분상속인의 처분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성된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가사비송사건과 민사소

송사건을 병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제 3 절 일본의 학설과 판례

I. 학설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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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권 등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 채무로 변형된 경우에 이를 대상재산

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

립이 있다.

1. 긍정설

          원칙적으로 분리재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속

재산 간주방법을 지지하면서도, 분리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

지 않는다면 원 상속재산 가치의 변형물이 상속재산 분할시에 존재하는 

한 그 대상재산을 원 상속재산의 대상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면서 처분

상속인이 무단으로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처분상속인이 대금을 수령해버린 경우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이 대상재산이 된다고 보는 견해113)가 있다. 또한, 상속인간

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분쟁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본래의 상속재산이 상속인간의 채권채무로 바뀐 것을 대상재산으

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허용된다는 

견해114)가 있다. 

2. 부정설

          일본 민법 제304조의 물상대위 규정을 대상재산 인정의 근거

로 보면서도, 나머지 상속인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처분대금 등 상속재산의 대체물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15)

II. 판례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해 소비한 경

우, 다른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

113) 高木多喜男(주10), 1992, 114, 116-117; 高木多喜男, “代償財産と遺産分割の對象財
産”, 判例時報 1133號(1985), 190

114)  林正彦(주24), 115-116
115) 渡瀨勳(주27), 3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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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한 하급심 결정례로 大阪家裁 昭和47年(1972) 8月 14日 審判(家
月25巻7号55頁), 神戶家姬路支裁 昭和44年(1969) 3月 29日 審判(家月21巻
11号144頁), 福岡家裁 昭和40年(1965) 10月 5日 審判(家月18巻5号70頁), 

大阪家裁 昭和40年(1965) 9月 7日 審判(家月18巻4号97頁), 東京高裁 昭和
39年(1964) 10月 21日 決定(家月17巻3号43頁), 東京家裁 昭和37年(1962) 9

月 25日 審判(家月14巻12号116頁), 東京家裁 昭和33年(1958) 7月 5日 審
判(家月10巻8号36頁) 등이 있다.

  반면 부정설을 취한 사례로 다음의 사례들이 있다. 大阪地裁 昭和58年
(1983) 4月 25日 判決(家月36巻8号126頁)은 본래의 상속재산인 농지임차

권이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작보상을 거쳐 토지 소유권으로 변형

된 경우 그 토지가 대상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해 그 대가를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이 처분

상속인에 대하여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청구권으로 변형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재산성을 부정하였다. 大分家裁 昭和49年
(1974) 5月 14日 審判(家月27巻4号66頁)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은행 예

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이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입

었다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대응하여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高松高裁 昭和36年(1961) 1月 8日 
審判(家月14巻7号62頁)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

산인 농지에 경작권을 설정한 것 때문에 그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해도 

이는 다른 상속인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의 문제이

고, 이러한 권리의 존부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

의 확정에 있어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또한, 鹿児島
家鹿屋支裁 昭和49年(1974) 8月 16日 審判(家月27巻6号90頁), 東京家裁 
昭和44年(1969) 2月 24日 審判(家月21巻8号107頁)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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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검토의견

I. 분할대상인 “대상재산”의 의미

         대상재산은 ①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

한 대가일 것(대가성), ② 상속재산의 변형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속재

산과 동일성을 유지할 것(실질적 동일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정의하였으

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대가성, 실질적 동일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대가성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였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상속재산의 처분과 위 채권

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 즉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상속재산과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머

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은 상속재산의 사실상의 대체물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이 부존재하게 됨

에 따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처분상속인에 대하여 잠정적 공유자로서 

가지는 손실보전 내지 손해배상이다. 즉,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

로 그 부존재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권리관계

이다.116) 우리 법제는 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행불능

의 대상청구권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에서 참고해 

116) 대상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심판에서 대상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아 처분상속
인의 상속재산 무단처분에 따른 손해를 모두 보전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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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만 하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과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에 대가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 동일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I.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전제사실로서 상속개시 사실, 상속인, 법

정상속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의 기

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며, 이처럼 정해진 구

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적절한 방법

으로 나누어주는 절차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

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

로 한다(제741조). 다시 말해 부당이득의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것(이득요건), 그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

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해 요건) 위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 요건), 그 이득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법률상 원

인의 흠결 요건)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117) 이때 법률상 원인이란 

이익의 취득을 정당화할 법률상 사유나 이득을 보유할 권한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 이득의 보유가 정당화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법률상 

원인 없이”란 일반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적 법률적으

로 일응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는 이익을, 손실자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이나 정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118)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제750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의 네 

11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Ⅶ], 박영사, 2008, 154(양창수 집필부분)
118) 민법주해[ⅩⅦ](주117), 159(양창수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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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19)

  그런데 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처분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인지 

또는 처분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위법한지, 만약 처분상속인의 상속분 상

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법률상 원인 없거나 위법한 행위라면 그 상속

분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상속재산의 처분에 처분상속인의 고

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등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해지는 구체적 상속분에 연동하여 부당이득의 범위, 위법행위와 손해

의 범위가 변동되기 때문에 확정된 상속재산, 기여분, 특별수익을 기초

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상속재산 확정 

단계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기판력이 없으므

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분

할심판에서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민사소송의 효력을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II. 처분상속인의 상속분을 공제하지 않는 실무의 문제점

1. 하급심 실무례의 경향과 비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하급심 실무례는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를 분리재산의 처분대가 전액으로 

보고 있다.120) 그러나 제263조, 제27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

속분 내에서 개개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처분 

119)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Ⅷ], 박영사, 2008, 179-180(이상훈 집필부분)
120) 실제로 처분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한 

심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논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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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처분 

중 처분상속인의 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한하여만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처분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에도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

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되므로(265조, 

제278조),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

분을 처분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 경우라면, 해당 처분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처분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

분은 법률상 원인이 있거나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당이득반환청

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

서 분리재산이 처분대가 전액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실무는 그 성질을 ‘부당이

득’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인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처분상속인이 취득한 이득 전체, 즉 처분

대가 자체를 대상재산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시를 통한 설명

          아래에서는 예시를 들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범

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상속인: A, B, C

법정상속분: 각 1/3

상속재산: 甲 동산(시가 600만 원), 乙 부동산(시가 900만 원)

특별수익: B - 丙 부동산(시가 1,200만 원), C - 丁 부동산(시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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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상속인 A의 甲 동산 처분이 없었다고 할 때, 상속인 A, B, C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 A, B, C는 상속재산인 甲 동산과 乙 부동

산의 합계 1,500만 원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상태였지만, 상속인 A, 

B,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상속인 A는 상속재산인 甲 동산과 乙 
부동산 중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고, B, C는 각 100만 원

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인 A가 甲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600만 

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결론적으로 상속인 B, C에 대하여 법률상 원

인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

는지, 또는 상속인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상속인 B, C가 손해를 입었

121) 실무는 처분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분리재산 처분대금 전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
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후 A가 B, C의 동의 없이 甲 동산을 6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

금을 소비하였다.

대상재산: 공동상속인들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甲 동산 시가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600만 원121)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B,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500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600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2,400만 원

(丙 부동산 1,200만 원 + 丁 부동산 1,200만 원) = 3,900

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3,900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각 1/3 = 각 1,300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1,300만 원

       상속인 B = 1,300만 원 - 丙 부동산 1,200만 원 = 100만 원

       상속인 C = 1,300만 원 - 丁 부동산 1,200만 원 = 100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 A 

13/15, 상속인 B, C 각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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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A

의 임의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A가 甲 동산 전체

와 乙 부동산의 7/9 지분을 가지고, B, C가 乙 부동산의 1/9 지분씩을 각 

취득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면, A가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甲 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취득한 것이 B, C에 대하여 부당

이득 또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A의 B, C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甲 동산에 대한 B, C의 구체적 상속분인 각 

1/15 지분으로 보더라도, 앞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할 때 대상재산으로 

취급한 “공동상속인들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600만 원”과는 차이가 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여분이 인

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므

로, 앞서 본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위와 동일한 사안에서 B, C의 특별수익이 없고 A가 丙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B,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상속인 A는 초과특별수익자로서 상속재산에서 배당받을 금액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500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600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1,200만 원(丙 
부동산) = 2,700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2,700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각 1/3 = 각 900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900만 원 - 丙 부동산 1,200만 원 = - 300만 원 (초과특

별수익자)

      상속인 B, C = 각 900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각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상속인 A = 0, 상속인 B, C =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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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없으므로, A가 甲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600만 

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 전체가 B, C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되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

다. 따라서 B, C는 A에 대하여 600만 원이 각 1/2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이는 분할대상재산 확정

시에 대상재산으로 삼은 “공동상속인들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시가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600만 

원”과 일치한다. 이처럼 처분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

분이 0인 경우에만 앞서 실무에서 대상재산으로서 포함하고 있는 부당이

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IV. 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의 의미

          이때 “자신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

득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법정상속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

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논한 학설은 찾기 어려우나, 이 쟁점이 문제된 판례가 있다. 

아래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

이나 상속재산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 중 무엇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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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판례

가.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가) 사실관계

                 망인은 2009. 1.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3, 4가 있었다. 원고는 2010. 10. 4.경 소외 3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았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A빌딩 등이 있었고, 원고

와 피고는 상속개시 후 A빌딩의 차임을 일부씩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 및 소외 4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

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9느합77, 2010느합147, 2010느합219호). 위 법

원은 2011. 12. 27. 피고가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음

을 이유로 피고를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고, A빌딩은 원고가, 나머지 

부동산은 소외 4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

였다. 위 심판은 2013. 1. 2.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브16, 2012

브17, 2012브18호), 2013. 4. 26.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3스47, 2013스

48, 2013스49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원고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A빌딩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빌딩에 대한 차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의 반소

를 제기하였다.

나) 제1, 2심의 판단

                 제1심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A빌딩의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고, 피고가 상

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시까지 수령한 차임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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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10838, 2013가합82857 판결). 반면 항소심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

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가 취득하였어야 할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

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

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

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

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

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아 상속재산 과

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

였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10205호 사건에서 2018. 12. 1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6636 판결

가) 사실관계

                 망인은 2007. 3.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원고, 피

고 등 7명의 자녀가 있었다.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 소유인 부동산

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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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해 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

재산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

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나) 제1, 2심 및 대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

당이득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6가합512373 판결). 

항소심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

익을 얻고, 망인의 사망 이전에는 망인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

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9나2014675 판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

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

다226636 판결).

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가분채권인 은행 예금 등의 부당

이득반환을 구하면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

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위 예금 등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2나44725)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결의 분석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은 상

속재산에 대한 과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

정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사안으로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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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였다. 한편 대법원 2020. 8. 20. 선

고 2020다226636 판결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

분할심판 등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으로서, 상속

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은 가분채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

연히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

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에 기초하여 가분채권에 대한 부

당이득반환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나. 하급심 판결례

1)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한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는 위 임대이익 중 원고의 법정상

속분인 1/6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광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62606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상속재산인 보험금과 은행 계좌의 금원을 수령한 사안에

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인 2/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방법

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3588 판결,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63519 판결)가 있다.

  위에서 소개한 각 판결례는 모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으로

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였다.

2)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한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등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관

리하면서 임대 및 관리수익을 받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정한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임대수익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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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6가합545861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

2052175 판결), 원고가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

하는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

분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적게 인정된 사안에서, 원고가 지출한 재산세 

중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수

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59403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다201860 상고기각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상

고 사유 없음)]122)가 있다.

  위 각 판결례는 모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

할심판 등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

을 계산하였다.

2. 검토의견

          이처럼 대법원과 하급심은 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 과실 취

득이나 상속재산의 사용, 수익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

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

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계산하고 있다. 

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하

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 분할심판 등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계산하고 있다.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없

는 이상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해당 상속인의 처분이 위법한 범위를 계산

122) 위 결정에서 재산세 반환청구의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명시하지는 않았지
만, 급부 부당이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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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청구 이전에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처분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넘는 처분을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분채권의 상속

재산분할 대상성이 부정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이 발생할 여지

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들이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

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내

지 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대가 또는 처분지분만을 대상재

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산한 후 이

를 대상재산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기

로 한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산하는 경우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나누어, 어느 쪽으로 보든 상속재산분할심판

에서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V. 법정상속분을 공제할 경우의 문제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① 우선 대상재산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②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산정하며, ③ 이

를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순서상 분할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한 후에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된

다.

  그런데 상속인들에게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법정상속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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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기가 곤란하다. 분할대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제가 된 상속인들의 법정상

속분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만약 처분상속인 외의 다른 모든 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인 경우에

는, 상속재산 확정의 단계에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머지 상

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계산한 결과 처분상속인의 구체적 상속

분이 1,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된다면 상속재산 전부

가 처분상속인의 소유가 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

라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산하는 것은 해당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상속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범위가 일

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VI.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할 경우의 문제점

1. 대상재산 변동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변동되는 문제점

           논리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상재산이 재산분할대상

인지를 확정하는 단계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계산할 

경우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체적 상속분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에 

상속인별 기여분을 가산하고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감액한 금액이고, 법

정상속분액은 간주상속재산의 합계금액에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을 곱

한 금액이다. 또한, 간주상속재산이란 분할대상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하

고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우선 

대상재산을 포함한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하고, 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

여분이 존재하는지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법정상속분액과 구체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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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액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하는 단계에서는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

분을 알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을 대상재산으로 보는 경우 그 가액은 처분대금 전액을 인정하거나 상속

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동상속

인 가운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므로, 분할대상의 확정단계에

서 계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

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이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다

시 상속재산 확정단계로 돌아가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

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 상속분에 맞추어 조절한다면, 

그 결과 분할대상재산의 합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구체적 상

속분이 이에 따라 다시 증감, 변동되는 결과가 되어 여전히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계산 기초가 된 구체적 상속

분과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다른 경우에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상속재산 

확정단계에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구체적 상속분이 다

시 달라지는 도돌이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본 상속인 A가 甲 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인 B, C가 丙 및 丁 부
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안을 예로 들어 설명해본다. 위 사안에서 구체적 

상속분 지분은 상속인 A 13/15, 상속인 B, C 각 1/15이므로 A, B, C의 구

체적 상속분을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산정에 반영한다.

대상재산: B, C의 A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甲 동산 매매대금 600만 원 × 1/15 × 2 = 80만 원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980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80만 원 + 乙 부
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2,400만 원(丙 
부동산 1,200만 원 + 丁 부동산 1,200만 원) = 3,3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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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A, B, C의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하여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계산하면, 그에 따른 A, B, C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시 달라진

다. 아래에서는 B, C의 특별수익 가액을 각 300만 원으로 줄여 다시 계

산해 본다.

1차 계산

상속인: A, B, C

법정상속분: 각 1/3

상속재산: 甲 동산(시가 600만 원), 乙 부동산(시가 900만 원)

특별수익: B - 丙 부동산(시가 300만 원), C - 丁 부동산(시가 300만 

원)123)

상속개시 후 A가 甲 동산을 600만 원에 매도함

대상재산: 공동상속인들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00만 원124)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500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600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600만 원 = 

2,100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2,100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

분 각 1/3 = 각 700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700만 원

       상속인 B = 700만 원 - 丙 부동산 300만 원 = 400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3,380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

분 각 1/3 = 각 1,126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1,126만 원 (甲 동산 매매대금 중 구체적 상속분에 따

른 520만 원은 별도 보유)

       상속인 B = 1,126만 원 - 丙 부동산 1,200만 원 = -74만 원

       상속인 C = 1,126만 원 - 丁 부동산 1,200만 원 = -74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 A 1, 

상속인 B, C 각 0(초과특별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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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안에서 상속인 A, B, C의 구체적 상속분을 대상재산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산정에 반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다시 계산할 경우, 종전의 구체적 상속분과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온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하여 줄어듦에 따라 분

할대상 재산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을 

위한 법정상속분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산하면, 그 계산 결과 도출된 

123)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시가를 감액하였다.
124) 일단 실무와 같이 처분대금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았다.

2차 계산

대상재산: B, C의 A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甲 동산 매매대금 600만 원 × 4/15 × 2 = 320만 원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220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0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600만 원 = 

1,820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1,820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각 1/3 = 각 약 606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606만 원 (甲 동산 매매대금 중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280만 원은 별도 보유)

       상속인 B = 606만 원 - 丙 부동산 300만 원 = 306만 원

       상속인 C = 606만 원 - 丁 부동산 300만 원 = 306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 A 

303/610, 상속인 B, C 각 153/610

       상속인 C = 700만 원 - 丁 부동산 300만 원 = 400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 A 

7/15, 상속인 B, C 각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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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범위 계산에 적용된 구체적 상

속분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2. 최종적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계산 결과의 불공평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산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대상재

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입되는 구체적 상속분과, 이를 분할대상으

로 하여 계산한 최종적 구체적 상속분이 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앞

서 든 마지막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반복해 본다.

3차 계산

대상재산: B, C의 A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甲 동산 매매대금 600만 원 × 153/610 × 2 = 약 301만 원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201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301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600만 원 = 

1,801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1,801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각 1/3 = 각 약 600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600만 원 (甲 동산 매매대금 중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299만 원은 별도 보유)

       상속인 B = 600만 원 - 丙 부동산 300만 원 = 300만 원

       상속인 C = 600만 원 - 丁 부동산 300만 원 = 300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 A 1/2, 

상속인 B, C 각 1/4

4차 계산

대상재산: B, C의 A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甲 동산 매매대금 600만 원 × 1/4 × 2 = 300만 원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200만 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300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 기여분 0원 + 특별수익 600만 원 = 

1,800만 원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1,800만 원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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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몇 차례의 계산을 반복한 결과 대상재산 산정시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계산 결과 도출된 구체적 상속분이 A의 구체적 상속분 1/2 

지분, B, C의 구체적 상속분 각 1/4 지분으로 일치하게 된다. 대상재산 

가액, 기여분, 특별수익의 액수가 예시와 다른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산

을 반복하면 일정한 지점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같아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 결과, 상속인 A는 상속재산 중 600만 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甲 동산 매매대금 중 부당이득반환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300만 원을 별

도로 보유하여 총 9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반면, 상속인 B, C는 특별수

익으로 각 3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300만 원씩을 

분할받아 합계 각 600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 이처럼 여러 차례 계산을 

반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더라도, 이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하여 

대상재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계산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분할결과가 도출된다.

VII.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

          공동상속인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

으로 인정하는 것은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염가에 처

분한 경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상속재산을 무상이나 염가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상속인의 이득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

각 1/3 = 각 600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상속인 A = 600만 원 (甲 동산 매매대금 중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300만 원은 별도 보유)

       상속인 B = 600만 원 - 丙 부동산 300만 원 = 300만 원

       상속인 C = 600만 원 - 丁 부동산 300만 원 = 300만 원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 A 1/2, 

상속인 B, C 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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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분할대상인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 처분가액과 무관하

게 상속재산의 시가 상당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에도 상

속재산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상속재산 간

주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물론 처분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

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상속재산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시설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시설을 택하고 상속재산의 멸실, 훼손, 처분시에 대

상재산 포함방법을 택하고 있는 현행 상속재산분할 실무와 배치된다.

VIII.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인 대상재산의 의미, 상속재산분

할심판의 판단범위, 처분상속인의 상속분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 실무의 문제점, 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의 

의미, 법정상속분을 공제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할 경

우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

려하면, 공동상속인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분할대상인 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공동상속인들은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불

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을 뿐, 이를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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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처분대금 또는 그 상당 이익의 대상재산성

제 1 절 문제의 소재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소비한 경우 대상재산

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① 처분상속인이 이미 소비된 해당 처

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대

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방법과 ② 다른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상속재산 시가에 상

응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글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

다. 그렇다면 처분상속인의 처분대금 자체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할대상으로 볼 수는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금전의 소유권은 점

유와 함께 이전하고 금전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

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금전 소유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

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에 돌아간 금전에 대하여는 언제나 

채권적 반환청구권이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은 금전의 소유과 점유가 일치

한다는 것, 즉 금전의 점유가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상속인이 이미 수령하여 처분상속인

의 재산과 일체가 된 처분대금 또는 그 이익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기로 한다.

125)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Ⅱ], 박영사, 2010, 64(김병재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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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학설과 판례

I. 학설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받은 경우 처분대금이 대상재

산이 되는지에 관한 학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금전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하여, 피상속인 소유였던 금전이라도 현재 이를 점유하는 상

속인에게 그 확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고 상속재산으로 분할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상

속인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금전은 다른 상속재산에 비해 분할

이 매우 용이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도 단순하므로, 상속재산인 금

전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126) 위 학설은 금전이 특정되었

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일단 금전의 상속재산분

할 대상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II. 하급심 실무례

1. 적극설

가.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포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1. 5.자 2020브2040, 2020브2041 결정

(대법원 2021. 3. 11.자 2020스768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상속재산인 부

동산이 매도되고 매각대금이 상속인 중 1인의 계좌에 보유된 사안에서, 

그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서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상속재산인 요양급여, 의료급여 

미수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후 요양급여 및 의료급

여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금에 해당하는 돈도 해당 상속인에게 현존한다

고 보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21.자 2018브260 결정(확정)은 상속인 중 일부

126) 시진국(주3),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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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재산인 빌라를 매도하고, 상속재산인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

들이 빌라의 매매대금 및 입주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 매매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각 대금을 대상재산

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자 2018브299 결정(확정)은 공동상속인 중 1

인의 채권자가 해당 상속인을 대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인 부동

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

는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된 사안에서, 해당 상속인에

게 그 매각대금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이 현존한다고 보아 이를 대

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21. 1. 4.자 2017느합1343 결정(서울고등법원 2021브

2025 계속 중)은 상속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수용보상금을 수령

해 간 사안에서, 해당 상속인이 받아간 위 금원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보상금 전체를 대상재산으로 보았

다. 

  제주지방법원 2020. 3. 4.자 2018느합10004, 2019느합10004 결정(확정)

은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인 택시와 택시면허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변제 후 남은 가치(현금)는 상대

방들이 균등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하여 상속대상성을 인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 4. 16.자 2013느합30072 결정(서울고등법원 19. 1. 

30. 2018브244 항고기각결정)은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분할해 준 

사안에서, 위 협의분할이 무효임을 전제로 처분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준 현금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대상재산이라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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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처분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 또는 그중 자신

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로 삼

은 사안으로, 창원지방법원 2020. 7. 31.자 2019느합10001 결정(확정), 부

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5.자 2019브1000 결정(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합3040(서울고등법원 2020. 11. 24.자 2020브2008 항고기각결정, 대

법원 2021스503 2021. 1. 12. 재항고 취하), 대전가정법원 2015. 4. 1.자 

2014느합15 결정(확정)이 있다.

나. 동산의 처분대금을 포함한 사례

             기타 동산의 처분대금을 대상재산으로 본 사안으로, 상속

재산인 한우 20마리에 대한 매각대금과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예

금인출액을 각 대상재산으로 판단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느합32, 

2019느합27 결정(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브50000호로 항고심 계속 

중),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가재도구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

로 본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455 결정(서울고등법원 2020브2173 항고심 

계속 중),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트랙터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

금을 대상재산으로 본 서울가정법원 2020. 8. 11.자 2019느합1187, 2019

느합1634 결정(확정), 마트의 처분대금을 대상재산으로 포함한 의정부지

방법원 2019. 12. 16.자 2019느합3006 결정(서울고등법원 2020브2005호 

2020. 9. 14.자 조정성립)이 있다.

다. 채권의 처분대금을 포함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9. 16.자 2016느합300001 결

정(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브500 계속 중)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인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하고 예탁금, 예금 등 채권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위 채권 상당액의 현금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

산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가정법원 2019. 7. 24.자 2018느합1082 결정(확정)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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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출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세금 등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

았다.

  또한, 처분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고 해

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안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22.자 2018느합7 결정(확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4. 10.자 2016

느합5 결정(확정)이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한 경

우 그 인출금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사안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4. 20.자 2016브39 결정(확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

원 2020. 10. 7.자 2019느합6 결정(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브9 계

속 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22.자 2018느합7 결정(확정)이 

있다.

2. 소극설

가. 서울고등법원 2021. 4. 5.자 2018브213 결정(2021. 4. 13. 재항

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수용이나 협의매

매가 이루어졌고, 일부 처분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수용보상금 등

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처분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대상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상속재산의 보상

금이 공탁되어 그 공탁금이 상속재산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체물로서 

분할시까지 보존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보상금

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전은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

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각자의 고유재산에 이미 혼입되어 종래의 상속재

산과는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종래 상속재산의 대

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정당한 상속

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

하는 것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



115

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한편 예외

적으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

기로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경우 또는 그 보상금의 액수 및 수령 시기, 

수령 경위 등이 명확하여 그 반환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

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시까지 보상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보상금 상당의 상속분을 선급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함께 청산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들 일부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보상금을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필요성도 없

다고 보았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9. 3. 29.자 2018브268 결정(대법원 2019. 6. 

19.자 2019스582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처분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을 상속개시 후 환급받고 그 계약환급금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세를 납부

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이 취득한 대상재산 750만 

원은 이미 소비되었거나 처분상속인의 개인 자금과 혼화되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대상재산을 초과하는 취득세와 상

속채무가 변제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결정이 명시적으로 금전의 대상재

산성을 부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 3 절 일본의 학설과 판례

I. 학설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받은 경우 처분대금이 대상재

산이 되는지에 관한 학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금전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과 관련하여, 현금이 상속개시시에 유체물로 존재하고 상속재산분

할시에도 유체물로서 보관되어 있는 경우 금전도 동산으로 취급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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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분할의 대상재산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127) 금전에는 분할

채권의 균분에 관한 일본 민법 제427조128)와 같은 규정이 없어 금전채권

과 같이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분할에 따른 불균형이

나 특별수익·기여분에 의해 상속분이 수정되는 경우를 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129) 

  한편 금전이 유체물로서 보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위 “용도불명금”

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상속인이 

금전의 보관을 부정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현금이 있다고 주

장한다고 해도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는 말할 수 없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

는 “용도불명금”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

다고 설명한다.130)

II. 판례 

         最高裁 平成4年(1992) 4月 10日 判決(判夕786号139頁)은 “상속

인은, 상속재산분할시까지는 상속개시시에 존재하는 금전을 상속재산으

로 보관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

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학설은 위 판례가 금전을 물건과 동일시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131)

127) 北野俊光外2人, 詳解遺産分割の理論と実務, 民事法硏究會, 2016, 256; (講座)実務家
事事件手続法 下(주28), 305(小林謙介執筆部分); 片岡武·管野眞一, “家庭裁判所にお
ける遺産分割・遺留分の実務”, 日本加除出版(2017), 156

128) 제427조(분할채권 및 분할채무)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129) 北野俊光外2人(주127), 256
130) 北野俊光外2人(주127), 256
131) 松原正明(주2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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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검토의견

  처분상속인이 처분대금을 밀봉하여 봉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인 금전이 유체물로서 특정되어 남아 있는 경

우라면 당연히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처분상속인이 상속재

산을 처분하고 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여 모두 소비한 경

우와 같이 금전 자체가 특정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

다.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한 경우,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제삼자에게 매각132)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금전은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금전에 대한 물권

적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분대금은 처분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이미 혼입되어 종래의 상속재산과는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보자면 이 경우 금전은 처분상속인 재산의 일부가 되었

고 상속재산의 변형물로서 남아 있는 대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

속재산분할대상이 될 재산도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전 또는 금전 상당의 이득을 대상재산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 물상대위, 대상청구권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대상의 법리가 적용되는 다른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

면, 물상대위의 경우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 특정성을 유지하

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제342조 후문), 압류 전에 금전이 지급

되어버린 경우 물상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경우, 판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13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의 유효성이 선결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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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

71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라 채무자가 수령한 

손실보상금(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채무자가 이미 

수령한 금전 자체에 대한 대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법

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항상 특정성이 없는 금전을 대상의 법리의 객체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II. 상속인간의 공평한 분할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되는 경우에 그 대상

재산이 현물인 경우는 많지 않고, 수용보상금, 매매대금, 예금인출액 등 

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분상속인 등이 대상재산인 금전을 

수령하여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재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2021. 4.경까지 결정된 하급심 심판례 36건133) 중 

29건이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대상재

산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을 대상재산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대상재산의 인정 여부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소비한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배분을 받는 것이 공평

에 반하며, 이 중 일정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보전할 수 없는 불공평이

기도 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대금 

상당액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대

상에 포함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 

133) 같은 사건의 1, 2, 3심은 1건으로 계산하였고, 코트넷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
여 결정문이 작성된 사건을 검색하였으므로 실제 접수 건수는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119

III. 인정방식: 추정 또는 간주

         처분대금의 존재를 추정할 것인가, 간주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잠시 생각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하급심 결정례는 처분상속인

이 처분대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대금을 대상

재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상속인이 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는 경우 처분상속인이 처분대금을 모두 소비하여 보유하고 있

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에 

더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처분상속인이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은 경우 

채무면제의 이익 자체를 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

분상속인은 처분대금을 받음으로써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대상재산으로서 처분대금 또는 처분

대금 상당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의의: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나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나,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은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는 처분상속인의 분리재산을 처분하고 대상재산을 취득한 것이 적어도 

처분상속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일정 범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상 원인 있는 처분을 포

함하여 처분대금 전체를 분할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분리재산의 위 처분에 따른 이득 전체를 대상재산으로 보면, 

상속인은 개별 상속재산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효하게 처

분할 수 있음에도(제263조, 제278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유효한 처

분에 따른 대가를 처분상속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상속인간의 분

할대상으로 삼게 된다. 처분상속인의 지분처분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고, 

매수인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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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상속인을 상대로 해당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처분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의 처분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재산의 법리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달리 자유로운 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상속재산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분할시까지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재산의 법리는 공유물의 지분 처분의 자유의 수정 또는 부분적 적용

배제의 효과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지분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합유의 법리(제273조 제1항)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5 절 관련 쟁점

I. 처분대금이 분리재산 가치보다 적은 경우의 취급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분리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염가

로 처분한 경우 무엇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처분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고가의 그림이나 보석 등을 제삼자에

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에 매도하고 제삼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이탈하였고 처분대금이 분리재산

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처분대금이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해당 분리재산은 이미 상속재산관계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처분상속인이 

분리재산 상당의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상속인의 다

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몫을 조정할 수 있을지 간단히 검토한다. 

1. 학설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는데 시세보다 저

가에 매각한 경우에는 저가의 매매대금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차

액만큼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함이 상

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보인다.134) 반면 일본의 학설 중에는 처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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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저렴하게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대상재산을 정하여야 한다

는 견해도 있다.135)

2. 하급심 결정례

          서울가정법원 2020. 8. 11.자 2019느합1187 결정(확정)은 처분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업용 트랙터를 650만 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처분상속인이 농업용 트랙터를 무단으로 시세보다 저가에 매

도하였으므로 트랙터의 구입가격인 22,373,000원을 대상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처분상속인이 무단으로 위 농업용 

트랙터를 시세보다 저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 자체를 상속

인이 그 처분대가로서 실제로 취득한 대상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

세와의 차액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

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 매매대금 650만 원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하

였다.

3. 검토의견

          간주상속재산이 아닌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하는 

이상, 상속재산을 염가에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현존하는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의 시가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

구소송 등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의 처분행위에 따른 침해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통설은 무상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양수인이 동산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 원래의 소

유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처분대가라는 것이 없게 되나, 

원래의 소유자가 점유위탁관계상의 채무불이행책임, 소유권의 침해를 이

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등 다른 원인에 기하여 처분자를 상대로 하여 

가지는 구제수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136) 판례도 양도담보

134)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15), 23
135) 高木多喜男(주10), 117 
136) 민법주해[ⅩⅦ](주117), 250(양창수 편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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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

한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므로(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688 판결 등), 이와 같은 결론은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의 행사범위와도 일치한다.

II. 처분대금이 분리재산 가치보다 많은 경우의 취급

         반대로 처분상속인이 분리재산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리재

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등, 대상재산이 분리재산의 시가

보다 고액인 경우 대상재산 전액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상재산이 분리재산의 가액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학설

          처분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고가로 매각한 경우라면, 감

정가를 기준으로 분할할 경우 무단히 처분한 자에게 부당한 수익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되므로, 고가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돈이 감정가를 

여전히 상회한다면, 그 가격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나누어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137)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때 대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유사한 논의가 있으므로 살펴본다. 대상

청구권의 범위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한도로 제한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나뉜다. 손해의 한도라는 제한을 부정하는 입

장에서는, 대상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한 그 가액을 제

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38) 한편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

한 제741조는 독일 민법과 달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

137)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15), 23; 김윤정(주15), 201
138) 권오승, “이행불능”, 고시연구 14권 10호(1987. 9.), 83; 송덕수,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경찰대 논문집 제4집(198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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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설과 판례는 수익자가 얻은 부당이득 중에서 

상대방의 손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

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균형에서 이러한 이치는 대상청구권에도 

관철되어야 하고,139) 초과이익은 단순히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의 활동과 능력의 성과이기도 한데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점140) 등을 이유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대상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상청구권의 이론적 기초를 

부당이득과 관련해 이해하는 전제에서, 대상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익액이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익액보다 커서는 안 되고, 대

상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원만한 이행이 있었던 상태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의무 위반행위로부터 위반

자가 얻는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와 무관하게 모두 환수하는 내용의 책임

법리는 민법의 체계 전반 영향을 미치는 심중한 법리로서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상청구권에서만 그러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대상청구를 할 때 대체이익의 가치가 

채권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손해의 범위에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41)

  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참고하여 대상재산이 분리재산의 시

가보다 고액인 경우 대상재산 전액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대상재산의 범위도 분리재

산의 시가, 즉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손해를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

139)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판례월보 268호(1993. 
1.) = 민법연구 제3권(1995. 2.), 401-403

140) 민법주해[Ⅸ](주58), 293-294(양창수 집필부분)
141) 김형석(주58),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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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① 그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

고, ②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③ 처분상속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상속재산 가액 

상당의 불법행위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대상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

을 인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위 ②, ③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 필요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리재산의 변형가치(대상재산)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다. 그런데 ②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부당이득 중에서 상대방의 손실을 넘는 부분은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05 판결, 1974. 7. 26. 

선고 73다1637 판결;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등)와 통설142)이

다. 또한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나머지 공동상속인

들의 손해, 즉 분리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그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상호 교환적 관계에 

있는 대상재산의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손실범위, 

즉 분리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한도로 대상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나. 상속재산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상속개시시와 상속분할시에 모두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고, 대상재산의 분할은 상속분할 전에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에 상속재산의 처분이 없었다면 공동상

속인들이 분배받았을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결과를 수긍

하기는 어렵다. 

  다. 이에 더하여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고가에 처분한 것

은 처분상속인의 특별한 능력에 기한 기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처분상속인이 보유하도록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42) 민법주해[ⅩⅦ](주117), 154-157(양창수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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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대상재산에 대한 분할방법

제 1 절 상속재산의 분할원칙과 분할방법

I. 상속재산의 분할원칙

        일본 민법 제906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에 속한 물

건 또는 권리의 종류 및 성질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 및 그 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행한다.”라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

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

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

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

정). 어떠한 분할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143) 다만 법원에 

무제한적인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

과 공평이 지켜지도록 분할하여야 한다.144)

II. 구체적인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크게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분할, 대상분할(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분할방식은 현물분할이다(제1013조 제2

항, 제269조). 현물분할 방식은 개개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

143) 곽윤직(주2), 149; 윤진수(주2), 459;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638; 시진국(주3), 
715; 임완규·김소영(주8), 678-679

144) 임완규·김소영(주8), 709-710; 김소영(주9), 77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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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

도 가능하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5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

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차액정산 방식에 의한 분할, 즉 대상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

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 또

는 준공유로 하는 분할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145) 경우에 따라서

는 위 각 분할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다.146)

III. 문제의 소재: 대상재산의 분할방법

         대상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적절한 분할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재산의 경우 이미 처분상속인이 

대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소비된 처분대금 자체를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거나 채무면제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대상재산이라고 부를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상재산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대상재산을 

실제로 나누어 가진다기보다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대상재산의 존재를 관념상 간주하여 상속재산 멸실, 훼손, 처분

의 위험을 그 책임이 있는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대상재산을 현물분할로 나누어 갖는 방

식은 공동상속인간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학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대

상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하급심 심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

145) 곽윤직(주2), 149; 김소영(주9), 791; 박태준(주90), 142; 시진국(주3), 719
146)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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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적절한 분할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하급심 심판례

는 대상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현물분할한 

경우와 처분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정산을 한 경우로 나

뉜다. 후자의 경우 심판의 주문에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 사안

과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2 절 대상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심판례

I. 대상재산을 상속인 전원에게 현물분할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0. 12. 21.자 2019브5022, 2019브5023 결정(대법

원 2021스528, 2021스529호 계속 중)은 상속재산인 보험에 대한 해지환

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상

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인출한 처분상속인에 대

한 예금채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각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위 각 대상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147)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12.자 2016브208, 2016브209 결정(대법원 2017. 

1. 31.자 2016스576, 2016스577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처분상속인이 상

속재산인 예금채권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안에서, 대상재산인 위 예

금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

할하였다.

  부산가정법원 2019. 5. 14.자 2016느합200031 결정(확정)은 상속재산인 

예금계좌의 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대로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147)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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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처분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정산한 사례

1. 심판주문에서 대상재산의 귀속을 정한 사례

가.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5.자 2019브1000 결정(확정)

은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처분상속인이 위 

매매대금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0. 7. 31.자 2019느합10001, 2019느합14 결정(확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주택재건축조합에 매도하고 받은 현금청산금과 상

속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인출금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위 대상재산을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한 후, 위 대상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들의 보관금을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제외하고 다시 구체적 상속분

액을 산정하여, 대상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정된 

구체적 상속분 지분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20. 7. 14.자 2015느합30271, 2018느합1021 결정(서울고

등법원 2020브2114, 2020브2115 항고심 계속 중)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취득, 수용 및 잔여지매수가 이루어지고 대상재산으로 보상

금이 있는 사안에서, 보상금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

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소유하는 것

으로 분할하였다.

  이 외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경락되

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별로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

율로 준공유한다고 본 사례로, 서울가정법원 2018. 11. 16.자 2017느합

1073 결정(확정), 서울가정법원 2018. 4. 16.자 2013느합30072, 2014느합

30161 결정(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브244, 2018브245 항고기각결

정)이 있다. 또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공탁금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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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사례로, 서

울고등법원 2020. 5. 8.자 2018브346 결정(대법원 2020. 8. 27.자 2020스

612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3. 14.자 2017브

1003 결정(확정), 부산가정법원 2020. 8. 28.자 2018느합200052 결정(확정)

이 있다.

나. 예금채권이 처분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 8. 27.자 2016브23 결정148)(대법원 

2019. 3. 7.자 18스66 재항고기각결정)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이 각 처분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형되었다고 보아 위 각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 중 초과특별수익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준공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자 해당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과부족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20.자 2016브39 결정(확정)은 처분상속인이 상속

재산인 예금채권을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인출액 또는 

예금채권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처분상속인이 대상재산을 선급받은 것으

로 보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나머지는 위 선급액을 공제

한 상속인별 최종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제1심 결정(서울가정법원 2016. 8. 31.자 2013느합229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유체동산이 처분된 경우

             부산고등법원 2020. 6. 22.자 2019브5010 결정(확정)은 처분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소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채권을 대상재산으로 

판단하고, 위 매매대금을 처분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

인들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148)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의 파기환송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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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 11. 24.자 2017느합32, 2019느합27 결정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브50000, 2021브50001 항고심 계속 중)은 

상속재산인 한우 20마리에 대한 매각대금과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예금인출액을 각 대상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방법은 대상재산을 처분한 

처분상속인이 대상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

들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20. 11. 4.자 2017느합1455 결정(서울고등법원 2020브

2173 항고심 계속 중)은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유체동산을 처분하였

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초과특별수익자인 사안에서 대상재산을 포

함한 상속재산 일체를 처분상속인의 소유로 분할하였다.

2. 심판주문에서 대상재산의 귀속을 정하지 않은 사례

가.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자 2020브2040, 2020브2041 결정

(대법원 2021. 3. 11.자 2020스768, 2020스76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상

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대상재산이라

고 보고, 처분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재산을 처분상속인에게 귀속

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에 따른 현금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대상

재산을 분할하였다. 다만 위 결정의 주문에서는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

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을 뿐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

여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21.자 2018브260 결정(확정)은 상속재산인 부동

산과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처분상속인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공동상

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

였다. 위 사건은 결정의 주문에서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자 2018브299 결정(확정)은 상속재산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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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의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또는 동액

의 이득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처분상속인이 이를 상속재산에서 받아야 

할 금원에서 선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지분 제외한 나머지 지

분만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보아 이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

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다. 이 사건은 대상재산의 상속재

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대상재

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자 2017느합3040 결정(서울고등법원 2020. 

11. 24.자 2020브2008 재항고기각결정, 대법원 2021스503 사건 2021. 1. 

12. 재항고 취하)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매매대금을 대상재산으

로 보고,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위 결정의 주문에서는 정산

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2018. 2. 20.자 2017브103, 2017브104 결정(대법원 2018. 

7. 13. 2018스545, 2018스546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결정)은 부동산에 대

한 공매절차로 인하여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면한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

당이득반환채권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

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

다. 위 결정의 주문에서는 정산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대상재

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11.자 2016브290 결정(확정)은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상속재산인 현금 등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이미 

수령한 공탁금 등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대상재산의 귀속을 판단하지 않

고 공탁금출급권 또는 이미 수령한 공탁금을 고려하여 부족분을 정산금

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21. 1. 4.자 2017느합1343 결정(서울고등법원 2021브

2025 항고심 계속 중) 및 서울가정법원 2020. 7. 6.자 2019느합11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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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은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왔는

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해 

간 사안에서, 해당 수용보상금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되, 주문에

서는 이미 출금해 간 공탁금의 귀속을 판단하지 않고 해당 수용보상금에

서 처분상속인이 수령해 간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머지 공동상속

인이 상속분대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다. 

  이 외에 동일한 취지의 결정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4. 10.

자 2016느합5 결정(확정), 대전가정법원 2015. 4. 1.자 2014느합15 결정

(확정) 등이 있다.

나. 유체동산 등이 처분된 경우

             서울가정법원 2020. 8. 11.자 2019느합1187, 2019느합1634 

결정(확정)은 상속재산인 트랙터를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대금을 보유한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

다. 위 결정의 주문에서는 정산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대상재

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2020. 3. 4.자 2018느합10004, 2019느합10004 결정(확정)

은 상속재산인 택시와 택시면허를 처분하여 처분대금 중 일부로 상속채

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나머지 처분대금은 처분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변제이익은 가분채무이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이익을 받은 것

으로 보아 현금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다만 위 

사건의 주문에서 대상재산인 처분대금 및 변제이익에 대한 귀속을 판단

하지 아니하였다.

다. 채권이 처분된 경우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보험해지환급금 및 물

품대금채권 등을 인출 또는 수령한 사건에서 동액 상당의 현금을 대상재

산으로 인정하되, 위 현금은 처분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주문에

서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상속인이 나머

지 상속인들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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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한 결정례가 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9. 16.자 2016느합

300001 결정(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브500호 계속 중), 춘천지방법원 영

월지원 2010. 10. 7.자 2019느합6 결정(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브9 

항고심 계속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느합3006 결정(서

울고등법원 2020브2005호 2020. 9. 14. 조정성립), 인천가정법원 2019. 7. 

24.자 2018느합1082 결정(확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22.자 

2018느합7 결정(확정)].

제 3 절 현물분할과 차액정산 중 적절한 분할방법

I. 사안의 예시

        대상재산의 적절한 분할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

를 들어보기로 한다.

  위 사안에서 대상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현물분할하는 방안에 따르면, A, B, C는 상속재산 전체를 구체적 상속분

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물론 乙 부동산의 분할방식은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甲 매매대금 600만 원 중 

200만 원씩을 가지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한편, 처분상

상속인: A, B, C

법정상속분: 각 1/3 = 구체적 상속분

상속재산: 甲 동산(시가 600만 원), 乙 부동산(시가 900만 원)

기여분, 특별수익: 없음

상속개시 후 A가 B, C의 동의 없이 甲 동산을 6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소비함

대상재산: 甲 매매대금 600만 원(A가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1,500만 원(甲 매매대금 600만 원 + 乙 부동산 

900만 원)

구체적 상속분액 = A, B, C 각 500만 원(= 1,500만 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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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정산을 하는 방안에 따르면 처분상

속인 A가 甲 매매대금 600만 원을 분할받고, B, C는 乙 부동산을 1/2 지

분씩 분할받으며, A는 초과 분할받은 100만 원(= 甲 매매대금 600만 원 

– 구체적 상속분 500만 원)을 B, C에게 각 50만 원씩 정산금으로 지급하

는 방식으로 분할하게 된다.

II. 현물분할의 문제점

1. 강제집행이 곤란함

          대상재산을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현물분할하는 경우 그 대상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이 어렵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 

A, B, C가 甲 매매대금 200만 원씩을 분할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

다. 이때 A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금전은 A의 재산에 혼화되어 

버렸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대상재산으로서 매

매대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B, C가 “甲 매매대금 200만 원”을 분할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

산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B, C가 甲 매매대금을 200만 원

씩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한다”는 주문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 제97조),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甲 매
매대금 600만 원이 아니라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상재

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위 심판이 “A는 B, C에게 각 200

만 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B, C는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각 1/3 지분씩 소유한다.”의 형식이므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것은 마찬

가지이다. 이는 대상재산이 ‘채무면제의 이익’ 등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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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반함

          대상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가장 큰 목적은 공동상속

인 간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상

재산을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처분상속인은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한 것과 무관하게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되고(자신의 상

속분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A가 乙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분할받

음), 또한 처분상속인 외의 상속인들로서는 대상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

상 곤란하게 된다(B, C의 甲 매매대금 200만 원의 집행 곤란). 이는 실질

적으로 분리재산도 대상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상

속재산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분배하는 ‘무포함 방법’을 

택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즉 무포함 방법을 채택하여 甲 동산 및 

매매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乙 부동산만을 재산분할대상으

로 하면 A, B, C가 乙 부동산의 각 1/3지분씩을 취득하게 되고, B, C는 

A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甲 동산의 무단 처분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게 된다. 그런데 위 

예시에서 甲 매매대금에 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이상 B, C가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乙 부동산의 1/3 지분뿐이

고, A도 乙 부동산의 1/3 지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결국 무포함 방법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3.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함

          물론 예시의 경우에 A로부터 임의이행으로 200만 원을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A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

다 하더라도 A의 무자력 위험을 B, C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러한 경우 B, C로서는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서 甲 동산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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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여 상속재산을 정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처분상속인 외의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의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

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한다.

  반면 처분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정산을 하는 분할방

식에 따르면 처분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분할 

결과의 차액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앞서 든 예시의 경우 A

는 초과 분할받은 100만 원을 B, C에게 각 50만 원씩 정산금으로 지급하

게 되고, 이때 주문은 “A는 B, C에게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이고, 이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가사

소송법 제41조). 따라서 B, C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위 50만 원의 지급

을 명한 주문으로 A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III. 소결론: 차액정산의 타당성

         이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대상재산을 현물분할하는 방식으

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하고, 공

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반하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분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들에게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배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분

할 결과의 차액은 정산금 지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차액정산 분할방식

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재산이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이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 별로 공탁되어 공탁급출급청구권이 대상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지분에 따른 대상재산을 귀속

시키는 방식으로 대상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예시와 달리 

모든 공동상속인이 대상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보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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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상재산의 귀속을 주문에 적시해 줄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하급심 실무례는 처분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

시키고 차액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심판주문에서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

여 정한 사안과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사안이 나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주문에서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

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대상재산이 분할대상이라는 의미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 처분된 경우 그 대가로 발생한 대상재

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는 대상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분할대상으로서 취급하겠다

는 뜻이다. 따라서 대상재산은 간주상속재산,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과 분할방법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전 계산과정에서 상속재산과 동

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므로 처분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대상재산을 보유하

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결과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대상재산을 귀속시키

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재산을 처분상속인이 소유하는 방

식으로 분할한다는 것을 주문에 기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상속

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본

인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 동산 또는 부동

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고,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해당 상속인 단

독소유로 분할한다고 해도 그 분할결과를 주문에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

II.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대상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절차이다.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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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청구된 상속재

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49)

 그런데 대상재산의 분할결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상속재산과 

정산금의 지급만을 주문에 기재하게 되면 그 주문만을 놓고 볼 때 공동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상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

이 아니라고 보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분할

이 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분할청구가 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임

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도 대상재산의 분할결과, 즉 대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도 모두 주문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II. 형성력의 발생 필요성

         소송에서 판결의 주문은 기판력의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정하

는 원칙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집행력, 

형성력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

8334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

고(가사소송법 제34조)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으나 형성력과 집행력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대로 상속재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변경

되는 형성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상재산의 분할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결과 전체가 주문에서 특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5 절 관련 쟁점: 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분할방식

  동일한 쟁점은 아니지만, 처분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

149) 윤진수(주2), 459; 법원실무제요 가사[Ⅱ](주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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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분하였는데 그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모든 공동상

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방식, 즉 현물

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본다. 이 경우 공

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

권을 취득하지만(제187조), 여전히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제삼자로 

되어 있으므로 위 제삼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등기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해

당 부동산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는 기판력이 없고, 등기명의인 

제삼자에 대하여 어떠한 집행력도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등기명

의인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상속재산 중 처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제

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거나 상

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들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제삼자 명의의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상속인에게 귀속시

키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머지 상속재산을 우선 분할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결과의 차액은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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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   론

  이 글은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한

국, 일본의 학설과 판례, 이 사건 신설조항과 §2041 BGB를 살펴보고, 

이론적 타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대상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대

상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처분상속인의 상

속재산 처분의 경우 그 처분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 및 채권인지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

재산 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학설, 판

례를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리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판단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상속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상속재산의 처분이 유효인 경우 

대상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분채권, 분리재산 

자체, 채무면제의 이익, 재대상재산을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를 검토하였다. 

  특히 처분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의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나

머지 상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대상재산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판단범위, 처분

상속인의 상속분 상당의 지분 처리 문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부당이

득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변경되는 문제, 대상재산의 확정시점에 관한 문

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재산성 인정에 따른 문제를 이유로 나머지 상

속인들의 처분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분할대상인 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특정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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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전이라도 대상의 법리 및 상속인간의 공평한 분할에 근거하여 대상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처분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이 존

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아가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될 경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하급심 

심판례를 분석하고, 대상재산의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아닌 차액정산의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심판주문에서 대상재산의 귀속을 명시할 필요성

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속 관련 분쟁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의 실무적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

정 이후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하는 실무례가 정착되었음에도 대상재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학문적 관

심은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이지만 이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재산분할대상으로서 대상재산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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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jority of  Korean and Japanese theories acknowledges 
the idea that when inherited property is demolished, destroyed or 
disposed and there is property obtained in return(hereinafter 
‘vicarious compensation’), vicarious compensation itself becomes 
the object of a claim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Supreme Court Order 2014Seu122 Dated May 4, 2016 ruled that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object of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Meanwhile,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ed in 2018 
established Article 906-2 regarding disposed property as inherited 
property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2041 BGB accepts 
vicarious compensation as inherited property. In view of the fact 
that Korean civil law acknowledges subrogation or substitution as 
a legal principle, and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division of co-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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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and considering the impartiality between joint 
inheritors, the purpose of the division system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necessity of one-stop resolution of dispute, 
vicarious compensation should be admitted as the object of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case when one of coheirs 
disposes of inheritance items and obtains vicarious compensation 
in return. The inheritor’s disposal of property can be deemed 
valid or invalid. There is a discrepancy of Korean and Japanes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whether the validity of 
disposal can be judged in a claim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However, in principle, I 
think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from the trial 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If the disposition of property is invalid, the property 
itself is subject to division, and if the disposition of property is 
valid, vicarious compensation is subject to division. 
  It is questionable, when the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of 
one of the heirs is valid and the heir acquires money in return, 
whether the remaining heirs rights to compensation for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ort to the heir can be regarded 
as vicarious compensation. Korean and Japanes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s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Considering the meaning of vicarious compensation as an object 
of the claim, the scope of judgment of a claim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problems in practice in which the heir’s share 
of inheritance is not deducted within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meaning and problems of share of inheritance as the 
basis for deductions, the remaining heirs rights t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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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ort to the heir who 
disposed of the property cannot be recognized as vicarious 
compensation.
  If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money or pecuniary 
profit which the heir gained in return can be regarded as 
vicarious compensation in such cases. On this issue, rulings are 
divided mainly around lower courts. Regarding relationships 
between subrogation and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nd fair division of property between coheirs, money or 
pecuniary profit acquired by the heir should be  deemed to be 
held by the heir and recognized as vicarious compensation. If the 
amount of money or pecuniary profit is less than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amount of money should be deemed as 
vicarious compensation, and if the amount of money surpasses 
the value of the property, only the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should be regarded as vicarious 
compensation.
  When vicarious compensation is subject to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e method of division in trial cases is divided into 
division in kind and division by settling of differences. Also, when 
taking division methods by settling of differences, judicial 
precedents are divided into cases in which the text of judgment 
should include to whom vicarious compensation is vested in or 
not. Dividing inherited property in kind makes enforcement 
procedure difficult, and hinders fair division of property between 
coheirs and quick dispute resolution, so this paper supports 
division method by settling of differences by which the disposed 
property shall be imputed to the heir who has disposed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difference therefrom shall be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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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yment of the settlement amount.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y the attribution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text of 
judgment.

keywords : vicarious compensati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inherited property, unjust enrichment,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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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録

代償財産の遺産分割対象性、

範囲と分割方法

李珉玲

法科大学 大学院

ソウル大学

韓国と日本の通説では、遺産が滅失、毀損、処分された場合に、代償財産
の遺産分割対象性を認めており、大法院 2016. 5. 4. 2014ス122 は、代償
財産が遺産分割の対象であると判断した。一方、2018年改正日本民法で
は、処分された遺産を一定の条件下で遺産とみなすという内容である第906
条の２を新たに設け、ドイツ民法第2041条は、代償財産の遺産分割対象性
を認めている。我が国の民法では、対象の法理を一般的な法原則として認め
ている点、遺産の分割は一般的な共有物分割とは異なる特殊性があるとい
う点、相続人間の公平、遺産分割制度の目的、紛議の一回的解決の必要性
等を考慮した場合、代償財産の遺産分割対象性を認める必要がある。
本論文では、共同相続人の内一人が遺産を処分した場合における代償財産
問題を重点的に取り上げることとする。共同相続人の内一人が遺産を処分
した場合、処分の効力が認められる場合と、認められない場合がある。遺産
分割審判で、前提問題として遺産処分の効力の可否を判断することができ
るのかに関して、韓国と日本では学説や判例が分かれている。しかし、原則
的には遺産分割審判において、遺産分割の有効・無効の判断が可能である
と考える。万が一、遺産の処分が無効であれば、遺産自体が分割対象とな
り、遺産の処分が有効であれば代償財産の分割対象の可否を検討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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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なる。
相続人の内、一人の遺産処分が有効で、該当する相続人に対する不当利得
返還請求権および不法行為損害賠償請求権を、代償財産とみなすことがで
きるかが問題になる。これに関して、韓国と日本の学説、判例は肯定説と否
定説に分かれている。分割対象である代償財産の意味、遺産分割の審判の
判断範囲、処分相続人の相続分を不当利益および損害賠償の範囲から控除
しないという実務の問題点、控除の基準となる相続分の意味と問題点等を
考慮すれば、残りの相続人の中で該当する相続人に対する不当利益返還請
求権、および損害賠償請求権は代償財産として認められない。
そうであるならば、上記のような場合、該当する相続人が取得した処分代金
および処分代金相当の利益を代償財産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のか考えてみ
る。これに関して、主として下級審決定例を中心に見解が対立している。物
上代位および代償請求権との関係、相続人間の公平な分割等を考慮すれ
ば、該当相続人が取得した処分代金および処分代金相当の利益を相続人が
保有すると見なし、代償財産として認めることに当たる。この時、処分代金
が処分財産の価値より少ない場合は、処分代金を、処分代金が分離財産の
価値よりも高い場合には分離財産価額に当たる処分代金のみを代償財産と
見なければならない。
代償財産の遺産分割対象性を認めるとき、その分割方法として現物分割を
選択する判例と差額精算を選択する判例とに分かれている。そして差額精
算を選択する場合にも、審判主文に代償財産の帰属を明示する場合とそう
でない場合に分けられる。現物分割の方法で代償財産を分割すれば、強制
執行が難しく、共同相続人間の公平と紛議の一回的解決に反することにな
るため、遺産を処分した相続人に代償財産を帰属させ、これによる差額を清
算金支給の方法で解決する差額精算分割方式が妥当である。また、代償財
産の帰属を主文に適示する必要がある。

キーワード: 代償財産、不当利得、不法行為、遺産分割, 遺産
学籍番号: 2011-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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