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 제 3 자에 대한 증여 +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1. 민법 제 1114 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2 순위 상속인도 제 3 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 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 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 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 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0 다 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유류분권리자가

2

분의
되리라고

1

을

유류분으로

예상할

수

잇는

갖는

직계비속들이

경우에

제

3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 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 3 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 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 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