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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韓國家族法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658쪽)
― 가족법학의 발전과 한국가족법연구 ―

曺 美 卿*

Ⅰ. 들어가며

한국 가족법학의 발 에 정  교수님이 기여한 공로는 타학문분야의 그 

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에는 거의 모두 

‘일본법’이라는 비교모델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법학 분야만은 우리의 독자 인 

습법에 의존하여야 하 기 때문에, 그 연구는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

는 과정이었다. 고서들과 자료들로 가득한 정릉서재에서 정  교수님은 연구에 

몰두하셨는데, 그 진통의 산고를 거쳐서 탄생한 ‘韓國家族法硏究’는 가족법학의 

기틀을 다지고 학문으로서의 가족법학 발 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 한 내용들

을 담고 있다. 

1902년생인 정  교수님은 ｢1925年 日本國 東京帝國大學 法學部 入學當時 

約婚問題를 硏究하여 본 일이 있었던 것이 契機가 되어 在學時代부터 卒業 後 

지 까지 40餘 年間 家族法에 하여 硏究하게 되었다. …｣1)고 하시는데, 그 연

구가 없었더라면 재의 가족법학의 석이 제 로 놓아지지 아니하 을 것이다. 

정교수님이 맨 먼  출간하신 서는 1955년 법문사의 신인 葦聲文化社에서 

출 한 韓國 親族相續法講義(上卷)2)이다. 이 책은 습법형태를 취하고 있는 친

족상속법을 성문화하는 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된 상황에서 ｢國會에 上程되기 前에 草案에 한 內容과 著者의 見解를 發表하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序 xi면.
 2) 鄭光鉉, 韓國 親族相續法講義(上卷), 葦聲文化社(法學講義叢書 No.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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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할 責任을 痛感하여 短時日 內에 出版을 마추기 하여｣3) 나온 것인데, ｢豫

定以上의 分量에 達하게 되어 上, 下 二卷으로 出版하게 된 것…｣4)이라고 하시

면서 상권에서 친족법의 내용만을 다루었으나, 한 권(상권)만 나와 있다. 

두 번째로 출간하신 서는 법문사에서 법학강의총서 No.13으로 출 한 新親

族相續法要論이다. 이 책은 1958년 6월에 이 나왔는데, 내용은 그해 2월 22

일에 법률 제471호로 공포된 민법  친족상속편에 한 것이다. 정교수님도 序

에서 ｢本書는 檀紀4291년(1958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고 明後年 

1월 1일부터 實施할 豫定인 新民法中 親族相續編에 한 冊子를 短時日內에 엮

은 것이며 筆者가 三年前에 上梓한 韓國親族相續法講義 上卷을 修正한 續編은 

아니다｣5)고 밝히셨다. 이 책은 교과서로 쓰여서 1959년 再版, 1961년 증보  등

이 계속 나왔었다.

그 후 정  교수님은 1967년 8월에 정년퇴직을 맞으셨는데, ｢退職記念을 兼하

여 그 間에 發表한 論稿를 整理하고 家族法關係硏究資料를 集大成함으로써 이 方

面에 關心을 가진 學徒들에게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6) 서울 학교 

학술총서 제8 韓國家族法硏究를 서울 학교 출 부에서 출간하 는데, 이 서야

말로 한국가족법학 발 의 석이 되는 책이며, 모든 가족법학도들이 이 책을 모

르고서는 가족법학을 연구할 수 없는 필독서가 되었다. 이 서는 第一編 家族法

史⋅第二編 家族法關係 硏究資料⋅第三編 親族相續編 立法經過와 그 批判⋅第四

編 家族法의 解釋論과 判例硏究  附錄編으로 親族相續法立法資料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독자 인 자료수집과 독창 인 연구에 힘입은 귀 한 

내용들인 바, 이하 이 서의 내용 에서 특히 가족법학의 발 에 이바지한 부

분 ―남녀평등의 사상과 가족법 계연구자료의 집 성― 등을 개 하기로 한다.

Ⅱ. 남녀평등사상

韓國家族法硏究에 수미일 하여 흐르고 있는 남녀평등사상은 정  교수님의 

출생년도인 1902년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다. 그 당시 도도하던 남존여비의 

 3) 前揭, 韓國 親族相續法講義, 머리말 1면(註 2).
 4) 前揭, 韓國 親族相續法講義, 2면(註 2).
 5) 鄭光鉉, 新親族相續法要論, 法文社, 1955, 序 3면.
 6)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序 xi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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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 속에서 심의 상도 아닌 여성들에게 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사

상을 주장하신 그 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을 향유하

는 것을 포기하고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신 것이다. 

韓國家族法硏究에서 정  교수님은 그 당시의 민법안에 한 입장을 자세하

게 밝히고 계신다. 그 당시의 민법안에는 법 편찬 원회에서 기 하여 1956년 

10월 26일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民議院 법제사법 원회 내 민법심의소 원

회에서 축조심의하여 民議院 본회에 1957년 9월 12일에 제출된 수정안이 있다. 

이 안들을 비교검토 하시면서 정  교수님이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비 하신 

내용들을 이하에서 보기로 한다. 이 비 의 내용들은 부분 민법의 개정을 통하

여 정교수님이 주장하신 내용 로 받아들여졌다.

1. 친족의 범 에 한 남녀불평등 비

그 당시의 친족의 범 에 한 규정은 정부안이 [配偶者, 直系血族  그 配偶

者, 8寸 以內의 傍系血族  그 配偶者, 4寸 以內의 姻族  그 配偶者]로 규정

하고(법 제777조) 있는데 반하여, 수정안에서는 [①8寸 以內의 父系血族 ②4寸 

以內의 母系血族 ③夫의 8寸 以內의 父系血族 ④夫의 4寸 以內의 母系血族 ⑤妻

의 父母 ⑥配偶者]로 규정하고(정부안 제761조에 한 수정조항) 있었다. 

이에 하여 정  교수님은 ｢政府案의 親族槪念은 父系, 母系間에 差別을 두

지 않고 있으며  姻族에 있어서도 父側과 妻側間의 差別을 撤廢하고 있다｣7)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親族의 範圍에 하여 政府案과 法司修正案間에 相異가 있

는 바, 修正案의 親族範圍는 男尊女卑思想에 立脚한 現行慣習法을 尊重하여 父系

과 母系間의 差別을 維持하고 있으며, 政府案의 親族範圍는 現行慣習法과는 달리 

男女平等思想에 立脚하여 父系와 母系間의 差別, 夫族과 妻族間의 差別을 撤廢하

고 있어 우리나라 憲法精神에 合致되는 바로 본다.｣8)고 하셨다.

이 친족의 범 에 한 규정은 남녀불평등한 규정인 수정안 로 통과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한 규정으로 개

정될 때까지 무려 30여 년간 시행되었는데, 30여 년 이 에 벌써 이 규정의 남

녀불평등성을 지 하고 이를 비 한 용기에 로 머리가 숙여진다.

행민법은 다음과 같다.

 7)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65면(註 1).
 8)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66-367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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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7條 (親族의 범 )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 效力은 이 法 는 다른 法律

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에 미친다.

1. 8寸이내의 血族

2. 4寸이내의 姻戚

3. 配偶者

[全文改正 1990.1.13.]

2. 혼범 에 한 남녀불평등 비

정  교수님은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에 하여서도 비 이어서 ｢近親이 아

닌 以上 同姓同本間의 婚姻을 禁止할 何等의 合理的 理由도 없다. 同姓不婚原則

의 本據地인 中國에서도 이미 이 原則은 廢止하고 있다.｣9)고 하시면서 수정안의 

혼범 에 하여도 비 하고 있다. 

수정안의 근친혼 지범 는 ①直系血族間, ②直系姻族間, ③8寸 以內의 傍系父

系血族, ④4寸 以內의 母系血族間, ⑤妻는 8寸 以內의 夫族姻族에 該當하는 者

(정부안 제802조에 한 수정조항)로 하고 있다. 이에 하여 정  교수님은 

｢이 修正案의 近親婚禁止의 範圍도 世界立法例  가장 廣範하다｣10)고 비 하시

면서, ｢修正案의 姻族間의 禁婚範圍에 하여는 贊成할 수 없다. 즉 妻에 하여

는 夫의 8寸 以內의 父系母系血族과 婚姻함을 禁하면서 夫에 하여는 妻의 直

系血族인 妻父母, 丈母와의 婚姻은 禁하나, 妻의 姉妹, 妻의 伯叔母와의 婚姻을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夫는 妻와 離婚하고 妻弟 는 妻兄과 再婚할 수도 있

다.｣11)고 하시면서 혼범 규정이 남녀불평등하다고 주장하신다.

동성동본불혼의 원칙(구민법 제809조)이, 2005.3.2. 국회를 통과하여 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된 명 인 호주제폐지 개정가족법에 의하여 폐지되기까

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혼인 지의 족쇄로 작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울려 왔

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이 규정이 합리 이지 아니하다는 을 정  교수님

은 민법 제정당시부터 타당하게도 주장하신 것이다.

개정된 행민법은 다음과 같다.

 9)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71면(註 1).
10)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72면(註 1).
11)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74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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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9조 (근친혼 등의 지)

①8  이내의 족(친양자의 입양 의 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  이내의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  이내의 족, 배우자의 4  이내의 

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족이었던 자와 4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문개정 2005.3.31.]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도입 주장

정  교수님은 민법 제정당시부터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일본이 1948년(昭和 23년)에 도입한 재산분여청구권 규

정(일본민법 제768조)의 도입을 주장하신 것인데, 韓國家族法硏究에서 ｢政府案은 

法典編纂委員會에서 決定한 親族相續編要綱(제26항)을 無視하고 離婚配偶者에 

한 財産分與請求權을 認定하는 規定을 設置하지 않고 있다. 修正案도 이 點에 

하여는 政府案 로 放置하고 있다. 筆者는 原要綱과 같이 財産分與請求權을 認定

하는 規定을 設置함이 可하다고 본다｣12)고 하셨다. 

法典編纂委員會의 親族編要綱 제26항에는, ｢離婚한 자의 一方은 相對方에 하

여 相當한 生計를 維持함에 足한 財産의 分與를 請求할 수 있게 하고 裁判所는 

當事者雙方의 資力 其他 一切의 事情을 참작하여 分與與否와 分與額  方法을 

定할 것으로 할 것, 단 離婚의 원인이  는 주로 그 자의 責에 歸할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할 것｣13)이라고 하여, 이혼무책자에게 이혼에 의한 자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민법제정 당시에 

정  교수님이 주장하신 재산분할청구권은 늦은 감이 있지만, 1990년의 개정시

에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①協議上 離婚한 者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하

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分割에 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

12)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77면(註 1).
13) 前揭, 韓國 親族相續法講義(上卷), 263면(註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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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 기타 事情을 참작하여 分割의 額數와 방법을 정한다.

③第1項의 財産分割請求權은 離婚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에는 消滅한다.

[本條新設 1990.1.13.]

4. 의이혼에서의 신고주의 비

재의 의이혼 차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도록 되

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혼신고만 하면 이혼이 되었었다. 

정  교수님께서는 의이혼 차에서 정부안  수정안이 신고주의를 채택

(제829조)한 것에 하여 ｢西歐諸國의 協議離婚은 그 節次와 條件을 매우 複雜하

게 하고  制限하여 輕率하고 一方的, 强制的인 協議離婚을 防止｣14)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시다. ｢…우리나라와 같이 男女平等이 期해 있지 못한 實情下

에서의 簡單한 申告主義는 女性에게 甚히 不利한 制度이므로 協議離婚節次를 强

化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筆者는 離婚當事者의 自由意思의 確認, 특히 

弱子인 妻를 保護하기 하여 申請主義를 採擇하여 申請과 同時에 兩當事者를 出

頭  하여 夫婦의 意思가 眞實로 離婚을 願하는가를 確認하고…｣15)라고 하셨다.

정  교수님이 주장하신 의이혼 시 양당사자를 출두시켜 이혼의사를 확인

하는 차는 1979.1.9. 호 규 제347호로 시작되어, 계속 으로 합리 인 개정

을 거쳐서, 지 은 2005.4.7. 개정된 호 규 제696호 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호 사무의 처리요령에 의하여 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출

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에 하여 정  교수님은 약

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을 그 오래 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5. 소속불명재산의 夫의 재산 추정 비

민법 제정당시의 정부안  수정안은 호주와 가족 간에 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호주의 재산으로, 夫妻 간에 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

산은 夫의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제788조 제2항, 제822조 제2항)하고 있다. 

이에 하여 정  교수님은 ｢所謂 所屬不明財産을 戶主 는 夫의 財産으로 

推定하면 家族 는 妻가 戶主 는 夫의 財産이 아님을 立證하지 못하거나 自

己의 財産임을 立證할 수 없는 경우에는 自己의 財産일지라도 戶主 는 夫의 

14)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79면(註 1).
15)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80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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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으로 取扱되므로 戶主 는 夫에게 有利하고 家族 는 妻에게 不利한 規定

이다. 따라서 戶主家族間 는 夫妻間의 共有財産으로 推定하도록 함이 可하다고 

본다.｣16)고 하고 계신다.

이에 한 민법규정은 정  교수님이 주장하신 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不明財産) 

②夫婦의 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

다. [改正 1977.12.31.]

6. 父優先主義 친권제도의 비

정교수님은 민법제정당시의 정부안과 수정안이 ｢…親權行使에 하여는 現行

法과 같이 父를 第1次로 하고 母는 父가 없거나 其他 親權을 行使할 수 없을 때

에 限하여 第2次 으로 行使하게 한 것은(政府案 第904條, 第906條, 修正案 第

231項) 憲法이 宣言한 男女平等의 原則에 內在하는 父母平等의 原則에 背馳되는 

것…｣17)이라고 하시고  ｢親權은 子의 監護를 基底로 한 것이며 父母로서의 子

에 한 權利義務는 父와 母간에 差別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憲法上의 男女平等 精神에 立脚하여 親權은 父母가 共同으로 行使하도록 立法하

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18)고 하셨다.

민법 제정당시의 친권에 한 父優先規定이 정  교수님의 주장 로 개정되

기까지는 조  시간이 필요하 다. 먼  1977년의 개정에서는 부모가 혼인 에

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父가 

행사하도록 규정19)하여 그때까지도 父優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 으나, 

1990년의 개정에 의하여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 다.

행의 친권규정은 다음과 같다.

16)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84면(註 1).
17)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84면(註 1).
18)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85면(註 1).
19) 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第909條 (親權者) ①未成年者인 子에 親權은 父母

가 共同으로 行使한다. 다만, 父母의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父가 行使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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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9條 (親權者) ②親權은 父母가 婚姻 인 때에는 父母가 共同으로 이를 행

사한다. 그러나 父母의 의견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全文改正 1990.1.13.]

7. 여성의 상속법상의 차별 비

여성의 상속법상의 지 , 특히 상속분에 하여서는 가부장제가족제도의 남존

여비사상에 입각하여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 왔다. 이 을 일 이 간 하시고 상

속법상의 여성의 지 향상을 하여 정  교수님이 계속 으로 언 하신 내용

을 이하에서 보기로 한다. 

(1) 먼  ｢分財請求權은 衆子인 男子에 限하며 女子는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이 

日政時代의 慣習法이다｣20)고 하시면서도 ｢…男女平等主義를 取하고 있는 우리 

憲法下에서는 從來의 男女差別的慣習은 憲法條項에 違反되는 것이므로 現行法上 

女息에도 分財請求權이 있다고 解釋함이 妥當하다｣21)고 하셨다. 이러한 해석은 

신민법(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는 

필요 없어진 것임에도 그 당시에 남녀평등을 주장한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2) 다음 배우자의 상속분에 하여 ｢…妻는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이 없는 경우

에도 直系尊屬이 있으면 그 直系尊屬과 共同相續하게…｣(政府案 第1010條) 되는

데 반하여, ｢妻가 死亡한 경우에 夫는 妻의 遺産에 하여 그 直系卑屬이 있을 

때에는 그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均分相續하나 直系卑屬이 없으면 妻의 尊屬(親庭

父母)이 있더라도 그를 除外하고 夫가 妻의 全財産을 單獨相續한다(政府案 第

1009條). 이 點도 夫와 妻의 相續權의 차이로 볼 수 있다.｣22)고 지 하셨다.

이 규정은 1990년의 개정으로 직계비속 없이 처가 사망한 경우에 夫가 처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아니하고 처의 부모와 공동상속하도록 개정되었다. ‘처’

를 ‘배우자’로 개정하여 정  교수님의 주장 로 남녀평등한 내용으로 개정된 

20)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418면(註 1).
21)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418면(註 1).
22)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88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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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개정된 행법은 다음과 같다.

第1003條 (配偶者의 相續順位) ①被相續人의 配偶者는 第1000條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

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改正 1990.1.13.]

(3) 정교수님은 민법제정당시 ｢修正案의 妻의 相續分은 現行法에 비하면 매우 

有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妻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

卑屬의 相續分을 3분의 2로 하고 妻의 相續分을 3분의 1로 하고, 直系卑屬이 없

고 直系尊屬만이 있을 때에는 妻의 相續分을 全 財産의 3분의 2로 引上하여 妻

가 他人에게 依賴하지 않고 獨立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資力을 賦與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23)고 하여, 처의 상속분을 배려한 언 을 하셨다. 그 당시에는 산아

제한을 하지 않고 피임약이 보 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들이 많았던 을 생각하

면,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자녀가 많더라도 그 상속분을 3분의 

1로 고정시켜 처의 자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개정된 행법에서는 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남녀⋅同一家籍(女息의 혼인여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분은 균분이며 배우자

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 법정상속분에 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第1009條 (法定相續分) ①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

으로 한다. [改正 1977.12.31, 1990.1.13.]

②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

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

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改正 1990.1.13.]

그러나 배우자, 특히 경제력이 약한 처의 상속분을 증 시키기 하여 자녀수

가 많은 경우에도 그 상속분을 2분의 1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

 교수님이 주장하신 바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즉, 의안번호 175283으로 국회 법제사법 원회에 2006.11.9. 회부되어 2007.2. 

22. 상정된 민법개정안 정부안에 따르면, ｢ 행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

23)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88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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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상속분이 변

경되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 ｣

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배우자상속분에 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제10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07.2. 법제사법 원에 제출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한 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지 을 받았다. 보고서 45면에서는 ｢다만, 안 제

1009조제2항과 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할 경우 1자녀 가정인 경우 오히려 행 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어드는 결과

가 될 수 있어 배우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 ｣이 있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시한 다음과 같은 를 들고 

있다. 즉, ｢1자녀 가정의 경우 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의 3/5을 상속받게 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1/2을 상속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건 , 배우자의 상속분에 하여 개정안 로 개정되는 경우,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1자녀 가정이 앞으로도 많아질 수 있는 작 의 세태를 고려한다면, 

‘상속재산의 5할’로 배우자 상속분을 확정하는 경우에 행민법하의 상속재산 

3/5보다 개정안의 1/2이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법원의 견해는 경청할만

하다.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시에 당사자 방의 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를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방배우자의 사망에 의

한 혼인의 해소시에도 잔존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취분으로 

먼  상속시키고, 나머지 1/2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

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할 것이다.24)

24) 이 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힌 원고의 일부를 소개한다. 曺美卿, “스위스법상
의 配偶者相續分”, 家族法硏究 제15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 296면: ‘남편명의의 
재산은 아내와 함께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
인데도, …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른 아내일수록 상속분이 적어지는 현실은 시정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먼저 그 재산을 반분하여 1/2인 아내 몫의 재산분할을 먼저 한 
후에 다시 나머지 1/2에서 아내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시에만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
할청구(민법 제839-2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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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韓國家族法硏究에 나타난 가족법상의 남녀불평등 규정들을, 벌써 30

여 년 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팽배하던 시기에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을 향유하

지 아니하고 비 하신 요한 내용들을 개 하면서, 재는 그 내용들이 부분 

정교수님의 주장 로 개정된 것을 살펴보았다. 혜안을 가지신 정교수님은 가족법

상의 남녀불평등을 비 하셨을 뿐 아니라, 합리 인 다른 입법론도 제기하셨는

데, 를 들면 유류분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민법제정 당시에 벌써 주장하신 것이

다. ｢…遺留分制度는 個人의 私有財産에 한 處分의 自由, 遺言의 自由를 制限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私有財産의 處分의 自由, 遺言의 自由를 인정함으

로 말미암아 被相續人의 財産의 全部 乃至 大部分이 相續人外에 歸屬하게 되고 

近親者 特히 未成年 子女, 遺妻 등이 路傍에 헤매이도록 放任한다는 것은 人情에 

反하며 相續人의 期待에 反할 뿐 아니라 法定相續制度를 有名無實하게 하는 바

이며 이는 重大한 社會政策的 問題에 屬한다｣25)고 하셨다. 이 유류분제도는 1977

년에 비로소 우리 민법에 도입되었다(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다음으로는 이 서에 수록된 가족법연구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가족법 계연구자료의 집 성

1. 가족법사

맨 먼  정  교수님이 韓國家族法硏究에서 심 을 기울이신 부분은 家族法

史이다. 가족법의 法源을 이조시 부터 기술하셨고, 혼인  이혼법사⋅호 제도

사⋅성씨론 등을 어려운 자료수집을 통하여 역사 인 에서 자세히 기술하셨

는데, 이는 가족법연구에 귀 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가족법 계 연구자료

귀 한 가족법 계 연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1) 습질의에 한 中樞院 회답(일정시 의 가족법에 한 습자료)

(2) 추원조사과 습조사자료 

에도 재산분할을 한 후에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5)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394-395면(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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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민국 법무부의 습자료

(4) 구법시 의 가족법 계 결(그  일반 으로 보 되지 않고 입수하기 어

려운 자료)

(5) 친족상속편 입법경과와 그 비

(6) 가족법의 해석론과 례연구

3. 친족상속법 입법자료

韓國家族法硏究 부록편에 수록된 친족상속법 입법자료(부록편 1∼582면)는 친

족상속법의 탄생시의 경과를 자세하게 알려 다. 특히 張暻根氏의 친족상속법 입

법방침  起草要綱私案은 친족상속법의 내용이 처음에 왜 이 게 되었는가를 

궁 해 하는 가족법학도들에게 그 뿌리를 알게 하여 주는 귀 한 자료이다.  

계속하여 張暻根氏의 민법 친족상속편 原要綱解說⋅친족상속편에 한 정부안 

각종수정안  의견서⋅친족상속편에 한 민법안 공청회기록⋅친족상속편의 국

회심의 경과 등을 첨부하여, 자료를 찾는 일이 힘들었던 그 당시에 가족법학도들

에게 가족법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그 中 公聽會記錄과 國會審議記錄에 

하여는 發言者의 發言事項과 現行法條文의 表題를 附記하고 各議員의 發言內容

과 審議狀況을 如實히 反映되도록 하 다. 그러므로 公聽會記錄이나 國會審議記

錄의 단순한 轉載가 아니다｣26)고 서문에서도 명기되어 있지만, 발언자의 발언사

항에 행법조문을 부기하여 해설한 내용은 쉽게 설명되어 처음 가족법을 해

본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느끼도록 기술되어 있다. 

Ⅳ. 마치며

이상으로 정  교수님의 韓國家族法硏究가 가족법학의 발 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 는가를 살펴보았다. 반세기 이 인 민법 제정당시에 이미 민주주의  

사고로 남녀평등사상을 주장하시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韓國

家族法硏究라는 귀 한 서를 후학을 하여 남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淺學菲才한 필자가 감히 大家의 서를 평가하여 송구스럽다.

26) 前揭, 韓國家族法硏究, 序 xii면; 부록편 162-582면(註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