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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 料〉

民法 親族編 중 제5장 後見 등에 대한 

法典編纂委員會 審議資料의 紹介*

―同委員會의 民法案 審議過程 一斑―

1)

梁 彰 洙**

[資料紹介에 앞서서]

1. 민법을 연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바인 우리 민법전의 제정과정 일반이나 

그 개별규정의 성립과정을 알게 하는 자료는 드물게 밖에 존재하지 않음은 주지

하는 로이다. 그리고 그 드문 자료조차도 민법연구자들에 의하여 빈번히 이용

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필자는 종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아니하 던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한 바 있다.1)

이에 새로 발견된 자료 한 가지를 덧붙이기로 한다.

2. 민법전의 성립과정을 탐색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아쉬운 것은, 민법안이 정

부안으로 국회에 제안된 후에 행하여진 국회에서의 심의에 하여는 民法案審

議錄 이나 本會議速記錄, 각종의 修正案 및 意見書 등 자료가 그나마 없지 않는 

데 반하여, 그 전에 민법안을 起草하 던 法典編纂委員會의 작업내용이나 작업방

식에 하여는 이를 알려 주는 議事速記錄이나 거기서 검토․심의의 상이 되

었던 각종의 立法提案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법안이 마련되기 전

 * 이 글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民法典編纂要綱｣ 및 ｢法典編纂委員總會議事錄(抄)｣가 그러하다. 前者는 梁彰洙, “民
法典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서울  法學 30권 3․4호(1989. 12), 211면 이하(同, 
民法硏究, 제1권(1991), 100면 이하에도 所載. 이하 이 글은 이 民法硏究 에 의하여 
인용한다)에, 後者는 解題를 더하여 同, 民法硏究, 제3권(1995), 86면 이하에 각각 발
표된 바 있다.



2005. 6.]  民法 親族編 중 제5장 後見 등에 대한 法典編纂委員會 審議資料의 紹介 419

의 자료로서는 기껏해야 編纂要綱과 그 중 친족․상속편의 편찬요강에 한 解

說, 그리고 그야말로 단편적인 議事錄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2)

3. 그런데 필자는 최근에 법전편찬위원회에서의 민법안기초과정의 一端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입수하 다. 여기에 이를 소개하는 바이다.

이 자료는 B4 크기의 更紙 12장을 반으로 접은 다음 그 열린 부분의 한가운

데를 호치키스로 한 번 찍은 謄寫版 印刷物로서, 그 접은 자리에 “一”, “二” ‧‧‧ 

등으로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두 24페이지이지만, 그 장수 표시는 

“一二”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맨 앞장에 “第五章 後見”으로 시작하여 “第六章 親

族會”, “第七章 扶養”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 관련 규정이 세로로 등사되어 있

다. 이 자료는 그 종이의 질이 조악하고 등사도 자획이 군데군데 번져 있는 등 

물리적으로 매우 下等한 것이다(423면의 사진 2매 참조).

주지하는 로 법전편찬위원회는 민법초안을 기초․심의한 결과를 1953년 9월 

30일에 정부에 이송하 다. 그 초안은 정부의 法制室(현재의 법제처의 전신)에서 

“用語의 統一 기타 條文 整理” 정도의 수정을 거쳐 1954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10월 26일 정부의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이다.3) 그러

 2) 우선 註 1의 문헌 참조. 친족․상속편에 한 편찬요강 및 그 前身으로서의 ｢私案｣에 
하여는 張暻根, “親族相續法立法方針 及 親族相續法起草要綱私案”, 法政 23호(1948

년 9월); 張暻根․張承斗, “民法親族相續編 要綱解說”, 法政 36호 내지 38호(1949년 
10월 내지 12월)이 있다. 이 드물고도 귀중한 자료는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
審議小委員會 編, 民法案審議資料集(1957), 26면 이하 및 1면 이하에 각각 수록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1967), 附錄編, 1면 이하에 재수록되었다. 
한편 이 찬탄할 만한 附錄編에는 ｢親族相續法立法資料｣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에는 민법안 중 친족상속편에 한정되기는 하 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각
종의 수정안과 의견서는 물론이고, 그에 한 공청회기록이 남김없이 담겨 있다.

 3) 이상에 하여는 民法案審議資料集(前註), 75면 中段 참조. 한편 梁彰洙(註 1. 小考), 
85면에서 필자는 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54년 10월 13일이라고 말한 바 있
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고 그 제안일은 同月 26일이다. 그 일자는 무엇보다도 民議
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編, 民法案審議錄, 上卷(1957), 머리말 1면 上
段; 同, 下卷(1957), 232면 下段(民法案審査報告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법안의 제
안일이 언제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위 글이 발표된 후에 梁彰洙, “民法案에 한 國會
의 審議(I) ―法制司法委員會의 審議―”, 韓國法史學論叢: 朴秉濠 敎授 還甲紀念論文
集(II)(1991), 463면 註 7(= 民法硏究, 제3권(1995), 3면 註 7)에서 ―다른 논자의 서
술과 관련하여서― 이미 언급한 바 있고, 同, “民法의 歷史와 民法學”, 韓國民事法學
會 編, 民法學의 回顧와 展望(1993), 18면(= 民法硏究, 제3권, 126면. 이하 이 글은 이 
民法硏究 에 의하여 인용한다)에서도 그것을 1954년 10월 26일이라고 서술하 었다.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418∼441420

므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안은 실제로는 법전편찬위원회가 확정한 민법초안이라

고 해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안의 작성을 위

한 초벌로 기초되어 그 위원회에서 심의의 상이 된 것임은 거의 의심할 여지

가 없다. 이 자료의 내용을 국회에 제안된 민법안의 후견, 친족회 및 부양에 관

한 각 규정4)과 비교하여 보면, 조항의 구성이나 표현, 문체 등에 비추어 그것이 

後者의 母本임을 바로 알 수 있다.

(1) 예를 들어 여기서의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는 민법안 제925조 내지 제

930조5)까지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65조는 민법안 제932조 제1

항6)에 해당한다. 민법안 제931조7)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법전편찬위원

회에서 이 자료를 심의한 결과로 새로이 기초하여 넣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둘 사이의 불일치가 오히려 이 자료의 眞正性 그리고 原初性을 말하

여 주는 것이다.

(2) 이 점은 이 자료의 제167조를 보아도 드러난다. 이 자료에서 同條는 원래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이 자료의 第二張 後面을 찍은 423면의 오른편 사진

을 보라).

“第百六十七條   다음事項에該當한者는後見人이되지못한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3. 破産者 

4. 公權停止以上의刑의宣告를받어그刑期中에있는者

5. 法院에서法定代理人또는親族會員의解任을當한者

6. 疾病其他事由로因하여後見의任務를堪當할수없는者”

 4) 이는 國會事務處 編, [第三代國會] 第二十六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第四十二號, 附錄, 
68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民法案審議錄, 下卷(1957), 111면 上段 이하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後者에는 前者에는 없던 表題가 부가되어 있다. 어느 단계에서
이든 民法案에 과연 表題가 붙어 있었던지의 문제에 하여는 梁彰洙, “民法典 制定
過程에 관한 殘片”, 저스티스 85호(2005.6), 92면 이하 참조.

 5) 현행 민법 제928조 내지 제933조에 응한다.
 6) 현행 민법 제935조 제1항에 응한다.
 7) 현행 민법 제934조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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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하여 정하는 것임은 물론인데, 이에 관한 민법

안 제934조8)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第九百三十四條   다음事項에該當한者는後見人이되지못한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3. 破産者

4. 資格停止以上의刑의宣告를받어[原文 로]그刑期中에있는者

5. 法院에서法定代理人또는親族會員의解任을當한者”

즉 후자는 제4호에서 전자에서의 ｢공권정지｣를 ｢자격정지｣로 수정하 고, 또한 

전자의 제6호를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청색 잉크로 바로 제4호의  

｢公權｣을 두 줄로 지우고 그 자리에 ｢資格｣을 써넣었고, 또 제6호 전부를 두 줄

로 지우고 있다(朱抹이 아니라 靑抹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보면 이 자료에 

기한 심의․검토가 행하여졌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3) 그렇다고 해서 법전편찬위원회가 이 자료에 가하여진 修正 로 민법초안을 

확정하 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자료상의 제180조 제1항은 원래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第百八十條 後見人이未成年者또는禁治産者를가름하여다음行爲를하거나

未成年者또는限定治産者[原文 로]다음行爲에同意함에는親族

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1. 營業을하는일

2. 借財또는保證을하는일

3. 不動産또는重要한動産에關한權利의得失變更을目的으로하

는行爲를하는일

 8) 현행 민법 제937조에 응한다.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민법안심의소위원회가 민법
안 제934조를 심의한 결과로 작성된 修正案에 의하여 현행 민법 제937조에 제6항(“행
방불명된 자”)과 제7항(“피후견인에 하여 소송을 하 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추가된 이다. 이 심의의 내용에 하여는 民法案審議錄, 下卷
(1957), 115면 下段 이하, 특히 116면 下段 이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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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訴訟行爲를하는일

5. 新築, 增築또는大修繕을하는일”

그러나 민법안 제947조 제1항9)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第九百四十七條  後見人이未成年者또는禁治産者를가름하여다음行爲를하거나未

成年者또는限定治産者의다음行爲에同意함에는親族會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1. 營業을하는일

2. 借財또는保證을하는일

3. 不動産또는重要한財産에關한權利의得失變更을目的으로하

는行爲를하는일

4. 訴訟行爲를하는일”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제3호의 ｢動産｣을 ｢財産｣으로 수정하고 제5호 전부를 말

소하는 것 외에도 “財産相續의承認, 抛棄” 및 “贈與拒絶, 遺贈拒絶”이 기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후견인이 미성년자 등에 가름하여 

재산상속의 승인․포기나 증여 또는 유증의 거절을 함에 있어서도 친족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국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결론

을 내린 것을 추측하게 한다.

(4) 이 자료의 맨 앞부분 오른쪽에는 “鄭光鉉 先生 貴下     白漢成 ○[아마도 

謹]呈”이라는 獻詞가 육필로 쓰여져 있다(이 자료의 第一張 前面을 찍은 423면의 

왼쪽 사진을 보라). 그러므로 이 자료는 白漢成에게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白漢成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이었다.10) 물론 그는 거기서 ｢身

 9) 현행 민법 제950조 제1항에 응한다.
10) 註 2에서 본 民法案審議資料集  중 민법안공청회에서 법제실장이 행한 ｢민법안국회

제안설명｣에 의한다(同資料集, 75면 上段). 한편 法院行政處 編, 韓國法官史(1976), 
251면에 의하면, 그는 1932년 10월 11일에 平壤地方法院 판사로 임관하 고, 해방 후
에는 1949년 11월 15일과 1955년 4월 26일에 두 차례에 걸쳐 大法官으로 임명을 받
아 재직하다가 1961년 6월 7일에 퇴직하 다. 同書, 304면과 310면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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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編｣이 아니라 ｢財産編｣, 즉 前三編의 ｢일반위원｣의 직을 맡았다고 하므로11) 그 

｢책임위원｣에 비하여서는 起草作業에의 관여가 덜하 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

만 그가 同委員會의 위원임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이 자료는 그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4. 이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법전편찬위원회가 민법초안을 기초․심의함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 음을 알 수 있다.

(1) 이 자료로 볼 때,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와 같은 審議草案을 놓고 

이에 하여 한 조항 한 조항씩 逐條審議를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 심의초안이 

누구에 의하여 마련되었는지에 하여는 다음의 5.에서 보기로 한다.

(2) 무엇보다도 親族編은 처음에는 총칙․물권․채권의 이른바 前三編과는 별

도로 기초․심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이 자료는 그 제목에서도 분명한 

11) 民法案審議資料集(註 2), 75면 上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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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親族編의 ｢第五章 後見｣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처음이 제159조로 되어 있

다. 이는 親族編 전체의 冒頭規定이 제1조로 시작하 음을 추측하게 한다. 민법

안에서의 친족편의 모두규정이 제761조(“배우자, 혈족 및 인족을 친족으로 한다”)

로 시작되고 제5장 후견은 제925조로부터 시작되므로, 그에 앞서 164개조가 있

는 것인데, 이는 이 자료가 제159조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체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 자료 중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친족”이라는 문언이 여

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제166조, 제170조, 제197조, 제204조 등), 여기서 말하는  

｢제11조｣는 그와 같이 제1조부터 시작되는 친족편의 제1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고 보면, 민법안 제771조는 현행 민법 제777조에 응하는 것으로 

｢親族의 範圍｣에 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친족편의 첫번째 조항(민법안은 

제761조, 민법은 제767조)으로부터 새기 시작하면 바로 제11번째의 규정에 해당

한다.

이와 같이 親族編 그리고 아마도 相續編이 이른바 前三編과 별도로 기초․심

의되었음은 이미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초안기초작업의 당초부터 예정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즉 1947년 6월 30일의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3호에 의하여 

설치된 ｢법제기초위원회｣는 민법의 기초는 민법1(총칙․재산법) 분과와 민법2(신

분법) 분과로 나누어서 그 작업을 실행할 분과위원을 각각 별도로 정하여 분담시

키고 있었다.13) 또 1948년 9월 15일에 공포된 통령령 제4호의 ｢法典編纂委員

會職制｣에 의하여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민법의 5개의 편마다 각각 ｢責

任委員｣을 따로 두어 그로 하여금 그 起草의 방침을 정하는 ｢편찬요강｣을 작성

하도록 하 던 것이다.14)

(3) 그런데 이 자료의 제182조(민법안 제949조 = 현행 민법 제952조와 동일하

12) 이와 관련하여서는 애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民法案 자체가 총칙․물권․채권의 
前三編과 친족․상속의 後二編으로 나뉘어져서 그 각각이 별개의 문건으로 되어 있다
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는 “民法(草案)”으로, 후자는 “民法(續)(草案)”
으로 제목을 붙인 문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들 각 문건은 각기 1면으로부터 시작되
고 또 별개의 目次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議案課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자료는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국회정보시스템｣ 
중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pdf 파일로도 볼 수 있다.

13) 이에 하여는 梁彰洙(註 1. 小考), 71면의 분과위원 편성표 참조.
14) 이에 하여는 梁彰洙(註 1. 小考), 98면 이하; 同(註 3. 民法의 歷史와 民法學), 88면 

이하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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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행위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 방이 친족회

에 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음을 정함에 있어서 “제14조”를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는 바의 ｢제14조｣는 그 규정내용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로 民法案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행위무능력자의 상 방의 최고

권｣을 정하는 규정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작성될 당시에는 民法草案 

중 總則編의 규정도 적어도 그 일부가 이미 成案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이 자료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이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원래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친족․상속편의 ｢책임위원｣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主

責任委員이 張暻根, 責任委員補가 張承斗이었다. 그러므로 1949년 10월부터 앞의 

註 4에서 본 ｢民法親族相續編 要綱解說｣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민법안 중 친

족편․상속편의 규정은 이 편찬요강을 그 로 반 하지 아니하여서 양자간에 

“相距된 點이 많다”15)고 한다.16) 그러므로 이 자료가 張暻根 또는 張承斗에 의하

여 작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17)

한편 법전편찬위원회에는 민법의 기초와 관련되는 위원으로 ｢책임위원｣ 외에 

｢일반위원｣을 두고 있는데, ｢신분편｣의 일반위원으로서는 閔朣植, 金瓚泳, 高秉

國, 崔奎東, 李天祥, 金甲洙, 李根詳, 朴承俊, 安潤出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그런데 이들이 또는 다른 법전편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별법전의 

15) 民法案審議錄, 下卷(1957), 1면 上段.
16)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민법안 중 친족편․상속편에 한 심의에 앞서 그 심의에 있어 

기준이 될 ｢審議要綱｣을 우선 정하 는데, 그 이유에 하여 民法案審議錄, 下卷
(1957), 1면 上段 이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전편찬위원회는 그 제11회 총회(단
기 4282년 6월 11일에 시작된 총회)에서 민법 중 친족, 상속편 요강을 심의결정한 바 
있었다.(이하 본심의록에서 원요강이라 약칭한다) 정부 제안인 ｢민법안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동법안 제761조 이하)의 각조문은 전기 원요강과 상거된 점이 많다. 그러
나 본소위원회로서는 법전편찬위원회가 민법안 각조항의 기초에 있어서 새로이 친족, 
상속편요강을 작성하 는지 그 여부를 규지할 길이 없고, 또 그러한 요강이 발표된 
일도 없을 뿐더러 이에 관한 제안설명서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본민법소위가 그 심의
에 참고로 하여야 할 기초자측의 각종 자료는 전연 이를 가지지 못하 던 것이다. 그
러므로 본민법소위원회는 제안된 민법안 친족, 상속편의 각조문과 전기 원요강의 각
항을 참고로 하여 친족, 상속편 심의의 기준이 될 요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17) 특히 張承斗는 6․25전쟁 중에 납북되었다고 한다. 民法案審議資料集(註 2), 75면 上
段 참조(법제실장의 ｢민법안국회제안설명｣)

18) 民法案審議資料集(註 2), 75면 上段 참조(법제실장의 ｢민법안국회제안설명｣).(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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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의에 관여하 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민법초안은 金炳魯 

당시 법원장 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또는 부분 혼자서 작성하

다고 보고하는 자료도 적지 않다.19) 그러므로 이 자료도 金炳魯의 손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을 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6.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은 언제일까? 명확한 일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

용이 친족법의 마지막 章인 後見에 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 앞의 4.(3)에서 본 

로 총칙편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 앞의 3.(2)에서 언급한 ｢자격정지｣라

는 刑은 일본형법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 형법이 이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1951년 4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한 刑法案20)에는 이미 ｢자격정지｣가 규정되어 있

었다는 점(同案 제41조 제5호21)), 법전편찬위원회가 민법전의 기초를 마친 것이 

1952년 7월 4일이라고 하는 점,22) 그리고 紙質 등 이 자료의 물리적 상태 등에 

미루어 보면, 6․25전쟁의 발발로 법전편찬위원회가 그 작업이 중단하 다가 다

시 이를 개시하여 어느 정도 본궤도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1951년의 어느 시

점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資料編集의 方針]

이 자료를 소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랐다.

1. 原文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한 칸 띄었을 뿐, 한 문장은 띄어쓰기가 전혀 

없이 모두 붙여쓰고 있다(423면의 사진들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가

集, 75면 上段). 한편 同所에서는 閔曈埴이라고 하나, 이는 閔朣埴의 誤記이다. 이 점
에 하여는 우선 梁彰洙(註 1. 議事錄), 民法硏究 제3권, 103면 註 14를 보라.

19) 이에 하여는 우선 梁彰洙(註 1. 小考), 75면 이하 참조.
20) 우리 형법의 제정과정에 하여는 우선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刑事法硏究 

20호(2003), 9면 이하 참조.
21)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1990), 27면에서 볼 수 있다.
22) 民法案審議資料集(註 2), 75면 上段 참조(법제실장의 ｢민법안국회제안설명｣). 한편 梁

彰洙(註 1. 小考), 77면의 註 49에서는 이를 1953년 7월 4일이라고 쓴 바 있으나, 이
는 誤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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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읽기 편하게 하 다.

2. 한 문장이 끝나는 곳에는 마침표를 가하 다.

3. 원문은 숫자를 한문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62조는 “第百六十二

條”로 되어 있고, 이는 규정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서 가령 “第十一條의規定에

依한”고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可讀性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모두 아

라비아숫자로 바꾸어서, “第162條” 또는 “第11條”와 같이 하 다.

그 외에는 漢字를 한글로 바꾸거나 하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다.

4. 이 자료에서 謄寫過程에서 원문에 가하여진 修正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肉筆로 가하여진 수정이나 보충은 그것이 가하여진 부분을 * 표

로 지적하고, 별개의 단락에 그 내용을 표시하 다.

5. 별개의 단락에서는 앞의 4.에서 본 수정내용 외에도 응하는 민법안의 규

정과 그 수정내용 등을 보이기로 한다. 그 후 민법안이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민법전의 규정으로 확정되는 경과에 하여는, 무엇보다도 民議院 法制司法委員

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編, 民法案審議錄, 下卷(1957), 111면 上段 이하 및 鄭光

鉉, 韓國家族法硏究(1967), 附錄編, 249면 이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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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後見

第1節  後見人

第159條 未成年者에 對하여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가 없거나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가 法律行爲의 代

表權 및 財産管理權을 行使할 수 

없는 때에는 未成年者의 後見人

을 두어야 한다.

第160條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

告가 있는 때에는 그 宣告를 받

은 자의 後見人을 두어야 한다

第161條 後見人은 1人으로 한다.

第162條 未成年者에 對하여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는 遺言으로 未成

年者의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다. 

그러나 法律行爲의 代表權 및 財

産管理權 없는 親權者는 이를 指

定하지 못한다.

第163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後見人

의 指定이 없는 때에는 未成年者

의 配偶者, 直系血族, 4寸 以內의 

傍系血族 및 戶主의 順位로 後見

人이 된다.

第164條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

告가 있는 때에는 그 宣告를 받

은 자의 配偶者, 直系血族, 4寸 

以內의 傍系血族 및 戶主의 順位

로 後見人이 된다.

○ 민법안 제925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26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27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28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29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30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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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5條 前2條의 規定에 依한 直系

血族 또는 傍系血族이 數人인 때

에는 男子를 先順位로, 男子 또는 

女子가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그 近親이* 數人

인 때에는 年長者를 先順位로 한

다.

○ 민법안 제931조(“旣婚女子가 미성

년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의 순위로 후견

인이 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

료 후 친가에 복적한 때에는 전2

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후에 삽

입되었다

○ 민법안 제932조 제1항에 응한다. 

앞서 본 민법안 제931조의 삽입으

로 민법안에서는 冒頭가 “前3條”로 

바뀌었다. 그리고 同案에는 同條 

제2항(“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養

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俱存한 

때에는 養父母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

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

로 한다”)이 삽입되었다.

* “그 近親이”가 “同順位의”라고 수정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의 

규정은 “同順位의 數人인 때에는”이 

되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민법안 제

932조는 이 부분을 “同順位의 近親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수정은 “그 近親이” 전부가 아니라 

“그”만을 지울 것이었는데, 錯誤로 

위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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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6條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

見人 될 者가 없는 境遇에는 法

院은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被後

見人의 親族 其他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後見人을 選任하

여야 한다.

後見人이 死亡 缺格 其他 

事由로 因하여 欠缺된 때에 前3

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見人 될 

者가 없는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第167條 다음 事項에 該當한 者는 

後見人이 되지 못한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3. 破産者

     4. 公權停止** 以上의 刑의 宣告

를 받어 그 刑期 中에 있는 者

     5. 法院에서 法定代理人 또는 親

族會員의 解任을 당한 者

     6. 疾病 其他 事由로 因하여 後見

의 任務를 堪當할 수 없는 者***

第168條 後見人은 被後見人의 法定

代理人이 된다.

第169條 後見人은 正當한 事由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辭退할 수 있다.

第170條 後見人이 顯著한 非行이 있

거나 그 任務에 關하여 不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被後見人 또

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그 親  

○ 민법안 제933조와 동일하다(다만 

“제11조”가 “제771조”로 바뀌었다. 

이에 하여는 앞의 [資料紹介에 앞

서서] 4.(1) 참조). 제2항에서 “前3

條”가 “前4條”로 바뀌었다.

○ 민법안 제934조는 본자료에서의 

수정결과와 동일하다.

 * 아래의 제1호부터 제6호에 하여 

묶는 표시를 하고 “無效原因”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423면의 오른쪽 

사진 참조).

** “公權停止”가 “資格停止”로 수정

되어 있다.

*** 제6호는 그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 민법안 제935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36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37조에 응한다.

* “適當하지 아니한”을 삭제하고 그 

신에 “後見의 任務를 擔當할 수 

없는”으로 수정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안(제937조)에서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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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族의 請求에 依하여 後見人을 解

任할 수 있다.

第2節  後見의 任務

第171條 後見人은 遲滯 없이 被後見

人의 財産을 調査하여 1月 內에 

그 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그러

나 正當한 事由 있는 때에는 法

院의 許可를 얻어 그 期間을 延

長할 수 있다.

前項의 財産 調査 및 目錄

作成은 親族會의 指定한 그 會員

의 參與가 없으면 效力이 없다.

第172條 後見人과 被後見人 사이에 

債權債務의 關係가 있는 때에는 

後見人은 財産調査에 着手하기 

前에* 그 內容을 親族會 또는 親

族會가 指定한 會員에 提示하여

야 한다.

後見人이 被後見人에 對한 

債權 있음을 알고 前項의 提示를 

懈怠한 때에는 그 債權을 抛棄한

    “後見의 任務를 勘當할 수 없는”

으로 되어 있다. 아마 記入上의 

착오라고 할 것인가?

○ 민법안은 적어도 國會定期會議速

記錄의 附錄에 수록된 것에 의하

면 “後見人의 任務”로 되어 있다. 

그런데 후의 이른바 ｢법사위 수정

안｣은 민법안이 “後見의 任務”로 

되어 있는 것을 “後見人의 任務”

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同案 제247호). 전자의 속기록 부

록은 오류라고 할 것이다.1)

○ 민법안 제938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39조에 응한다

* “調査에 着手하기 前에”가 “目錄의 

作成을 完了하기까지”로 수정되어 

있다. 민법안에는 이 부분이 “목록

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로 되어

1) 그 경위에 하여는 梁彰洙, “民法典 
制定過程에 관한 殘片”, 저스티스 85호
(2006.6.), 92면 및 註 29 참조. 국회에 
제출된 민법안의 원안에는 ｢후견의 임
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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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본다.

제173조 後見人은 財産調査 및 目錄

作成을 完了하기까지 緊急必要한 

境遇가 아니면 그* 職務를 行使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善意

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74條 前3條의 規定은 後見人의 

就任 後에 被後見人이 包括的 財

産을 取得한 境遇에 準用한다.

第175條 未成年者의 後見人은 第143

條 乃至 第145條 및 第153條에 

規定한 事項에는 親權者와 同一

한 權利 義務가 있다. 그러나 親

權者가 定한 敎養方法 또는 居所

를 變更하거나 未成年者를 矯正

感化機關에 委託하거나 親權者가 

許諾하는 營業을 取消 또는 制限

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176條 親權者가 法律行爲代表權 

및 財産管理權에 限하여 親權을 

行使할 수 없는 境遇에는 後見人

의 任務는 未成年者의 財産에 關

한 行爲에 限한다.

第177條 禁治産者의 後見人은 禁治

産者의 療養監護에 日常의 注意

를 懈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後見人이 禁治産者를 私宅

에 監禁하거나 精神病院 其他 다

른 場所에 監禁治療함에는 法院

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있다.

○ 민법안 제940조에 응한다

* “그”를 삭제하고 그 신에 “財産

에 關한”을 넣었다. 민법안에는 

“그”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 財

産에 關한”으로 되어 있다.

○ 민법안 제941조에 동일하다.

○ 민법안 제942조와 동일하다. 다만 

“제143조 내지 제145조 및 제153

조”가 “제909조 내지 제911조”로 

바뀌었다.

○ 민법안 제943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44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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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緊急을 要할 狀態일 때에는 事後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8條 後見人은 未成年者 또는 禁

治産者에 가름하여 그 子女에 對

한 親權을 行使한다.

       前項의 親權行使에는 後見任務

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9條 未成年者나 禁治産者의 後

見人은 被後見人의 財産을 管理

하고 그 財産에 關한 法律行爲에 

對하여 被後見人을 代表한다.

第150條 後段의 規定은 前

項의 法律行爲에 準用한다.

第180條 後見人이 未成年者 또는 禁

治産者를 가름하여 다음 行爲를 

하거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

者[원문 로] 다음 行爲에 同意*

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1. 營業을 하는 일

       2. 借財 또는 保證을 하는 일

       3. 不動産 또는 重要한 動産에 

關한 權利의 得失變更을 目的으

로 하는 行爲를 하는 일

       4. 訴訟行爲를 하는 일

       5. 新築, 增築 또는 大修繕을 

하는 일** ***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가 이를 取

消할 수 있다.

○ 민법안 제945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46조와 동일하다. 다만 

제2항의 “제150조”는 “제916조”로 

바뀌었다.

○ 민법안 제947조에 응한다. 그런

데 同條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

자” 신에 “피후견인”으로 되어 

있다.

* “하거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

者 다음 行爲에 同意”에는 괄호가 

쳐지고, 나아가 그 중에 “또는 限

定治産者”를 삭제하고 “의”를 넣고 

있다.

** 제5호는 그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 제5호 다음 行에 “財産相續의 承

認, 抛棄”, 그 다음 행에 “贈與拒

絶, 遺贈拒絶”이 삽입표시(∨)와 

함께 삽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민법안 제947조에는 

이 부분은 반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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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1條 後見人이 被後見人에 對한 

第3者의 權利를 讓受함에는 親族

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가 이를 取

消할 수 있다.

第182條 第14條의 規定은 前2條의 

境遇에 相對方의 親族會에 對한 

追認 與否 催告에 準用한다.

第183條 限定治産者가 그 子女의 財

産에 對하여* 親權을 行使함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

는 被後見人 또는 後見人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第184條 親族會는 언제던지 後見人

에 對하여 後見任務의 報告 및 

그 財産目錄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고 被後見人의 財産狀況을 調

査할 수 있다.

第185條 法院은 被後見人 또는 第11

條의 規定에 依한 그 親族 其他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後

見人의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그 

財産管理 其他 後見任務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第186條 法院은 後見人의 請求에 依

하여 被後見人의 財産狀態 및 其

他 事情을 參酌하여 被後見人의 

財産 中에서 相當한 報酬를 後見

人에게 給與할 수 있다.

○ 민법안 제948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49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에는 이에 응하는 규정이 

없다.

* “ 하여”가 “關한”으로 수정되어 

있다.

○ 민법안 제950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51조와 동일하다. 다만 

“제11조”는 “제771조”로 되어 있

다.

○ 민법안 제952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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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7條 第147條(委任規定) 第148條 

및 第151條의 規定은 後見人에 

이를 準用한다.

第3節  後見의 計算*

第188條 未成年者와 禁治産者에 對

한 後見人의 任務가 終了한 때에

는 後見人 또는 그 相續人은 1月

內에 被後見人의 財産에 關한 計

算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前項의 計算은 親族會의 指

定한 그 會員의 參與가 없으면 

그 效力이 없다.

第189條 後見人이 被後見人에게 支

給할 金額이나 被後見人이 後見

人에게 支給할 金額*에는 計算 

終了의 날로부터 利子를 附加하

여야 한다.

後見人이 自己를 위하여 被

後見人의 金錢을 消費한 때에는 

그 消費한 날로부터 利子를 附加

하고 被後見人에게 損害가 있으

면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90條 第157條 第158條(委任法條)

의 規定은 後見의 終了에 이를 

準用한다.

○ 민법안 제953조와 동일하다. 다만 

“제148조(위임규정) 제148조 및 제

151조”는 “제673조 및 제914조”로 

되어 있다.

○ 민법안에는 “後見의 終了”로 되어 

있다

* “計算”은 “終了”로 수정되어 있다.

○ 민법안 제954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55조와 동일하다.

* “額”은 “錢”으로 수정되었다. 그러

나 민법안의 위 규정에는 그 로 

“額”으로 되어 있다.

○ 민법안 제956조와 동일하다. 다만 

“제157조 제158조(위임법조)”는 “제

683조 제684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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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親族會

第191條 本法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의 決議를 要할 事

由가 있는 때에는 親族會를 組織

하여야* 한다.

第192條 親族會員은 5人으로 한다.

第193條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는 

親權者는 未成年者의 親族會員을 

指定할 수 있다.

第194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會

員의 指定이 없는 때에는 未成年

者의 配偶者, 直系血族, 4寸 以內

의 傍系血族 및 戶主의 順位로 

親族會員이 된다.

第195條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

告가 있는 때에는 그 宣告를 받

은 者의 配遇者*, 直系血族, 4寸 

以內의 傍系血族 및 戶主의 順位

로 親族會員이 된다.**

○ 민법안 제957조와 체로 동일하다.

* “하여야”가 말소되었다.

○ 민법안 제958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59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60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61조에 응한다.

* “配遇者”가 “配偶者”로 수정되었다.

** 말미에 “(遺言으로 指定한 境遇에

는 配偶者 不包含)”이라고 육필로 

부가되어 있다.

○ 민법안 제962조(“旣婚女子가 미성

년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배

우자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친가에 복적한 때에는 전2조의 규

정에 의한다”)는 후에 삽입되었다. 

이는 앞서 본 민법안 제931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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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6條 第165條의 規定은 前2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197條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親

族會員 될 者가 없는 境遇에는 

法院은 本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

族 其他 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

하여 親族會員을 選任하여야 한

다.

        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親族會

員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는 本

人의 親族 中에서 選任하여야 하

며 그 親族 中에 會員될 자가 없

는 境遇에 限하여 本人과 緣故 

있는 者 中에서 이를 選任할 수 

있다.

        親族會의 缺員이 있는 때에 

前3條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員

될 者가 없는 境遇에도 前2項과 

같다.

第198條  後見人은 後見의 計算을 完

了한 後가 아니면 被後見人의 親

族會員이 되지 못한다.

第168條의 規定은 親族會員

에 準用한다

第199條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

定治産者를 爲한 親族會는 그 無

能의 事由가 終了할 때까지 繼續

한다.

○ 민법안 제963조와 동일하다. “제

165조”는 “제932조”로, “전2조”는 

“전3조”로 되어 있다.

○ 민법안 제964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65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66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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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0條 親族會는 本人, 그 法定代理

人, 配偶者, 直系血族, 戶主 및 

會員이 이를 招集*한다.

第201條 親族會의 議事는 會員 過半

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前項의 議事에 관하여 利害

關係 있는 會員은 그 決議에 參

加하지 못한다.

第202條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遇

者[原文 로], 直系血族, 4寸 以內

의 傍系血族 및 戶主는 親族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203條 親族會員은 正當한 事由 있

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辭退할 수 있다.

第204條 親族會員이 그 任務에 관하

여 不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

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本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第11

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族의 

請求에 依하여 그 親族會員을 解

任할 수 있다.

○ 민법안 제967조와 동일하다.

* “招集”은 “召集”으로 수정되었다.

○ 민법안 제968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69조와 동일하다. 다만 

“配遇者”는 “配偶者”로 수정되었다.

○ 민법안 제970조(“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친족회를 소집할 수 있

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후에 추

가되었다.

○ 민법안 제971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72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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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5條 親族會를 招集*할 수 있는 

者 또는 利害關係人은 親族會의 

決議에 對하여 2月內에 異議訴訟

을 提起할 수 있다.

第206條 第147條(委任規定)의 規定은 

親族會員에 準用한다.

第7章 扶養

第207條 다음 各號의 親族은 서로 

扶養의 義務가 있다.

       1. 配偶者*

       2. 直系血族**

       3. 3寸 以內의 傍系血族

       4. 戶主와 家族

第208條 扶養의 義務는 扶養을 받을 

者가 自己의 資力 또는 勤勞에 

依하여 生活을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履行할 責任

이 있다.

第209條 扶養의 義務가 있는 者가 

數人인 때에는 다음 順位로 扶養

義務를 履行하여야 한다.

○ 민법안 제973조와 동일하다

* “招集”은 “召集”으로 수정되었다

○ 민법안 제974조와 동일하다. “제147

조(위임규정)”은 “제673조”가 되었

다

○ 민법안 제975조에 응한다. 그런

데 제2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로 확 하

여 아래에서 보는 제1호 및 제2호

에 한 수정취지(* 및 **)가 일부 

반 되어 있다. 그리고 제3호는 “3

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夫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확 되고 있다.

* “및 그 直系血族(媤父母包含)”이 부

가되었다.

** “및 그 配偶者(丈人, 丈母包含)”이 

부가되었다.

○ 민법안 제976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77조에 응하나, 상당

한 수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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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配偶者

       2. 直系血族의 卑屬親

       3. 直系血族의 尊屬親

       4.* 兄弟姉妹

       5. 傍系血族의 卑屬親

       6. 傍系血族의 尊屬親

       7. 戶主

       8. 家族

第210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同順位

의 扶養義務者가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그 近親

이 數人인 때에는 各己* 資力에 

應하여 그 義務를 負擔한다.

先順位의 扶養義務者가 資

力이 없는 때에는 次順位의 扶養

義務者가 그 義務를 負擔한다.

同順位의 扶養義務者 中에 

資力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同

順位의 다른 扶養義務者가 그 義

務를 負擔한다.

第211條 扶養을 받을 權利者가 數人

인 境遇에 扶養義務者의 資力이 

그 全部를 扶養할 수 없는 때에

는 다음 順位로 扶養하여야 한다.

       1. 配偶者

       2. 直系血族의 尊屬親

       3. 直系血族의 卑屬親

       4. 兄弟姉妹

       5. 傍系血族의 尊屬親

       6. 傍系血族의 卑屬親

       7. 家族

       8. 戶主

* 제4호로 “配偶者의 直系血族인 尊

屬親”이 추가되고, 그로 인하여 제4
호 내지 제8호의 내용이 제5호 내

지 제9조가 되었다.

○ 아래 *를 제외하고는 민법안 제978
조와 동일하다.

* “各己”에서 “己”가 삭제되어 “各”
으로만 수정되었다.

○ 민법안 제979조에 응하나, 민법

안 제977조에서와 궤를 같이하는 

상당한 수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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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2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同順位

의 扶養을 받을 權利者가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그 近親이 數人인 때에는 各 生

計의 程度 및 扶養義務者의 資力

에 相應한 範圍에서 扶養하여야 

한다.

第213條 扶養의 順位, 程度 또는 그 

方法에 關하여 當事者 間에 協定

되지 못하거나 協定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扶養을 받을 者의 生活 

程度 및 扶養義務者의 資力 其他 

諸般 事情을 參酌하여 이를 定한

다.

第214條 扶養의 順位, 程度 또는 그 

方法에 關한 當事者의 協定이나 

法院의 審判이 있은 後 이에 關

한 事情變更이 있는 때에는 法院

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協定이나 審判을 取消 또는 變更

할 수 있다.

第215條 扶養을 받을 權利는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 민법안 제980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81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82조와 동일하다

○ 민법안 제983조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