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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50%를 우
선 떼어 주고 나머지 재산만 상속할 수 있다.

2)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아주 짧거나 별거한 경우, 그 밖의 사정이 있을 때에
는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돈을 50% 이하로 감액할 수 있다.

3) 사망자가 부모 등에게서 혼인 기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에게 50%를 떼어 준다.

4) 사망자가 유언으로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했다고 하더라도 배우
자에게 주는 50%의 선취분은 보호받는다.

자료번호 A1-2014-0012

자 료 명 상속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2014 

법무부는 홀로 남은 고령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1.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는 배우자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해 선취분을 떼 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한다 (☞ 문3으로)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문3으로)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적극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 문3으로)

문2. 만약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줄어서
2) 선취분 50%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3)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4) 상속 시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분쟁이 우려돼서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해서

문3.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우선 떼어 주는 선취분의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0% 미만
2) 20% 이상 ~ 30% 미만
3) 30% 이상 ~ 40% 미만
4) 40% 이상 ~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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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 이상

문4. 황혼재혼이나 별거, 기타 특수한 상황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은 50% 미만으
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적극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문5. 유언으로 자녀들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받는 선취
분 50%는 보호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적극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문6. 사망자가 혼인 기간에 자신의 부모 등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늘어난 재산
의 50%도 배우자의 선취분으로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적극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문7. 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50%의 선취분에 대해 현행보다 세금 공제한도를 더 
늘려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적극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문8. (주관식) 상속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되거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내용
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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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귀댁의 상속재산 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4)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5) 50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