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 6]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과 그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상속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유명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 명의 등록상표권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7 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상표권 상속 블로그 글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 구합 50552 판결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흥미롭지만 까다로운 쟁점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주
명의로 등록된 지재권을 상속한 상속인 사이에 전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상속분쟁 판결확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상표 또는 특허 로열티 수입 등 상속대상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 나 47773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 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에 못 미치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초과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그가 초과 취득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실무적 함의는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부터 상속대상 지재권에 대한 상속권리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수입 등 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액의 저작권료나 특허실시 경상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그 동안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장기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수익을 분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서울고법 판결 사례는 장남이 피상속인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속 당시 특별수익자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없었지만 상속분쟁 계속 중 발생한 빌딩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