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

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

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



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

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4)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

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5)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

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A.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B.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

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

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C.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

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代償財産)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

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

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3)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

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

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

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하다.  

(2)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

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

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참조]. 

    

4. 상속대상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시 심리사항과 필요한 

조치   

 

(1)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

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

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

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

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

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

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