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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완성 민법 1(5판)]

p.390 기출4  측면 기출지문 정답

<변경 전>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승진 2018>

<변경 후>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승진 2018>

[단기완성 민법 2(5판)]

p.129 기출1  측면 기출지문 교체

<변경 전>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

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법행 2006>

<변경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한다.

(○) <법무사 2017>

p.130 기출1  측면 기출지문 교체

<변경 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한다.

(○) <법무사 2017>

<변경 후>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

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법행 2006>

p.248 기출2  측면 기출지문 수정

<변경 전> 민법 제496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이러한 경우까지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9급 2019>

<변경 후> 민법 제496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이러한 경우까지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9급 2019>

황보수정 선생님 「단기완성 민법 1.2」 제5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새흐름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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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 기출1  측면 기출위치 이동

[기출1]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법원승진 2018>의 위치를 판례박스에서 아래 조문박스(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

권의 소멸])로 이동(아래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