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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분단 60년의 법  조명〉

日常家事代理權과 그로 인한 夫婦連帶責任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석론*

― 남북문제에 관한 국제사법적 관점을 겸하여 ―

1)

崔 俸 京**

Ⅰ. 서

오늘날 속도로 증가하는 국제  교류와 이주의 흐름은 사회 곳곳에서 새로

운 문화  단면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의 증가, 해외여

행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등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는 우리 사회

가 국제화되어가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각국 간의 인 ㆍ물  교류

는 확 일로에 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의 숫자도 꾸 히 늘고 있다.1)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입국과 정착도 더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만큼 빈번

해졌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 속에서 사인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법  거래행  내

지 외국  요소를 가진 법률 계의 증가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국  요소를 가진 사안 에서 ‘日常家事代理’를 

둘러 싼 국제사법상의 논의와 민법상 련규정의 해석문제를 으로 다룬 

후 남북한 혼인 계에의 용여부를 말미에 검토하고자 한다.

먼  한 가지 를 들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가령 일본 국 의 부부가 

한국에서 거주 에 처가 한국인이 운 하는 가구 에서 가구를 구입하 다고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 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2004년 5월 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80만 명(불법체류자 13만 8,000명 포함)으로 

체 인구의 약 2%에 달하는 숫자이다(新東亞 2005년 1월 1일(通卷 544號) 350-361
면 참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한 것은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된 1989년 

이후이며, 그 후 IMF사태에 즈음하여 그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1999년 경기회복과 함

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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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그리고 선 으로 100만원을 지 하 고 잔  200만원은 1주일 후에 갚기

로 하 다. 그런데 처는 그 후 부부싸움으로 가출하여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 사

이에 잔 지 기일이 도과하 다.

가구상의 입장에서는 잔 을 남편으로부터 지 받을 방법을 모색할 것임에 분

명하다. 이러한 외국  요소를 담고 있는 사안에서 거법을 결정하기 이 에 

지 않은 경우 소  ‘성질결정’2)이 문제되는 바, 특히 ‘동일한 법제도3)가 법정지

국과 련된 외국의 실질법상 상이한 법체계 하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지국의 국

제사법이 이러한 상이한 체계개념에 부합하는 각각의 체계개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통상 문제되는 유형이며, 그 외 ‘내국실질법과 내국국제사법체계의 상이’ 

는 ‘내국실질법 체계의 흠결’이 문제될 수도 있다.

 사안의 경우는 ‘성질결정’의 어떤 유형에 해당될 것인가? 이를 단하기 

하여 몇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안의 법  쟁 은 바로 ‘日常家事代理權’의 문제와 ‘그로 인한 夫婦連

帶責任’의 문제이다.4) 그리고 한국 민법 제827조5)는 ‘부부간의 日常家事代理權’

을, 제832조6)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부부연 책임’을 규율한다. 흥미로운 

것은 자는 민법  편제상 제4편(친족) 제3장(혼인) 제4 (혼인의 효력) 제1

(일반  효력) 하에 치하고 있고, 후자는 동장 동  제2 (재산상 효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다. 일반 으로 생각할 때 ‘일상가사 리권’ 문제는 ‘그로 인한 

책임’문제와 마치 동 의 앞뒷면과 같이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

2) 독립  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체계개념(Systembegriff)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체계개념의 해석문제를 ‘성질결정’이라고 한다. 李好珽, 國際私法, 經文社, 
1981년, 102면. ‘성질결정’에서 문제되는 유형에 하여 같은 책, 103면 이하 참조.

3) 보다 정확히는 본질 으로 동일한 법내용 이라고도 한다. 李好珽, 앞의 책, 107면.
4)  사안에 문제된 행 가 혼인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일상가사의 범  내에 포섭될 

수 있음을 제로 한다. 일상가사의 범  등에 하여는 이 논문에서 상론하지 않는

다. 국제사법  에서 주된 심사는 거법의 확정에 있기 때문이다. 즉 와 같

은 섭외사건에서 어떤 국가의 실질사법이 용되어야 하는지를 단하는 것이 국제사

법의 주된 과제이다.
5) 제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하여 서로 리권이 있다. 제2항: 항의 리권에 가

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 후술하듯 이 법조는 행 민법 제정시

에 신설된 것이다.
6)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하여 제3자와 법률행 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

로 인한 채무에 하여 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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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리 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우리의 국제사법(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법률 제6465호)은 제37조에

서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연결소를 규정하고, 동법 제38조에서 ‘부부재산

제’(이것이 ‘혼인의 재산  효력’에 한 문제임은 분명하다)를 다루고 있다. 그

다면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간의 연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한국의 실질법체계상 혼인의 ‘재산 ’ 효력에 한 문제로 일견 이해된다. 한 

성질결정에 해 다수의 국제사법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법정지법설(국제사법상의 

체계개념의 이해는 법정지국의 실질법체계개념의 그것에 따른다는 견해)7)에 따

른다면 국제사법 제38조가 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동법조의 일차  연결소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즉 ‘일본 민법’이 

용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 민법은 후술하듯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간의 연 책임’

을 실질법체계상 혼인의 재산  효력문제로 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하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실질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내국실질법과 

외국실질법간의 체계는 동일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사법인 [法例]

도 후술하듯 혼인의 일반  효력과 부부재산제에 한 별개의 규정을 가지

고 있다. 한편 우리의 국제사법학자들은 체로 부부연 책임문제를 ‘혼인의 일

반  효력’으로 본다.8) 그 다면  사안과 같은 경우를 ‘내국실질법과 내국국제

사법체계의 상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9)

 다른 고려사항을 한국 국제사법 제38조(정확히는 제1항)가 동법 제37조를 

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다면 이러한 용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일상가

사 리에 기한 부부간의 연 책임’의 성질결정문제가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

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조 제2항까지 고려한다면 양 법조의 입법취지

7) 무엇보다 Bernd von Hoffmann, Internationales Privatrecht, 7. Aufl., 2002, S. 213 
(=Rn. 12) (오늘날 소  국제사법  성질결정설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

다. S. 215). 국제사법  성질 결정설에 하여는 Kegel/ Schurig, Internationales 
Privatrecht, 8. Aufl., S. 296ff., S. 304f(일반 ․도식  해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 외 李好珽, 앞의 책, 107면 이하; 徐希源, 國際稅法講義 (新稿版), 
一潮閣, 1990년, 58-59면; 朴其甲, 國際私法總論, 法律衝突利益을 中心으로―, 삼우사, 
1996년, 178-179면 등 참조.

8) 무엇보다도 李好珽, 涉外私法, 韓國放 通信大學, 1992년, 311면 이하; 徐希源, 國際私

法講義(新稿版), 一潮閣, 1990년, 272-273면(주 19 참조). 모두 구섭외사법 제16조의 

용을 주장하 다.
9) 상세한 것은 V.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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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 역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조의 정확한 포섭범 를 규명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법해석

학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와 같은 사안에서는 국제사법상 ‘독립  

규정의 사항  용범 의 획정’10)이 문제된다. 이에 이하에서 상술한 특이한 분

리규정식 입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해 이 문제를 먼  입법사  

고찰을 출발 으로 하여 비교법  고찰, 끝으로 해석론  고찰을 통해 단계 으

로 검토한 후, ‘남북한 부부’에 그 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Ⅱ. 연  고찰

먼  민법 제827조의 입법과정을 추 해보면, 民法案審議 에서 그 첫 번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審議 은 제820조( 행 민법 제827조)를 신설하면서 독

일 민법 제1357조,11) 스 스 민법 제163조,12) 국민법 제1003조13)  구일본민

법 제804조14)를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를 역추 하기 하여 외

국 실질법규정에 한 비교법  고찰이 불가피하다(각국의 입법례에 하여 상세

한 것은 후술하는 비교법  고찰 부분을 참조하라).

10) 李好珽, 앞의 책, 102면.
11) 民法案審議 에서 원용하고 있는 독일 민법의 조문은 1976년 6월 14일자 [혼인  

가족법 개정을 한 1차 법률]에 의해 개정되기 이 의 법조를 의미한다. 그 당시의 

법조는 民法案審議 에 따르면 ‘妻는 家事上의 範圍 內에 있어서 夫에 신하여 그 

事務를 處理하며  夫를 代理할 權限을 가진다. 妻가 그 事務의 範圍 內에 있어서 

한 法律行爲는 夫의 名에 있어서 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別段의 結果를 發生할 事情

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  [열쇠의 권능]을 규정한 

동 법조 제1항만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이 한문식 고어체 표 으로 되어 있어 자연스

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동조 제2항은 “夫는 妻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

다. 제한이나 배제가 夫의 권리의 남용인 경우에는, 妻의 신청이 있으면 후견법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제한이나 배제는 민법 제1435조의 규 에 따라서만 제3자에 

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었다. 행 독일 민법 제1357조의 내용은 주 36) 참조.
12) 民法案審議 에 따르면 ‘妻는 家事의 日常의 要務에 하여 夫와 같이 共同生活을 代

表한다. 妻의 行爲에 한 責任은 그 行爲가 第3 에 認識할 수 있는 程度에 있어서 

前 의 家事 외에 逸出하지 않는 한 夫가 이를 負擔한다.’ 행 스 스 민법 제166조

의 내용은 주 40) 참조.
13) 夫妻는 日常의 家務에 關하여 서로 代理人으로 한다. 夫妻의 一方이 前 의 代理權을 

濫用한 때는 他方은 이를 制限할 수 있다. 但 善意의 第3 에 抗할 수 없다.
14) 日常家事에 하여 妻는 夫의 代理人으로 看做한다. 夫는 前 의 代理權의 全部 는 

一部를 否認할 수 있다. 但 이로써 善意의 第3 에 抗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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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案審議 을 보면 제825조( 행 민법 제832조)에 한 제안이유, 행법  

례, 학설  국내입법의견과 비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外國立

法例 란에서 단지 일본 민법 제761조만을 언 하고 있다.15) 그리고 審議經過 란

에서 ‘본조가 부부의 일방과 일상의 가사에 하여 타일방의 거래한 제3자의 불

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하여 타일방의 ‘이로 인한 채무’에 한 연 책임을 규

정한 태도는 審議要綱 第15 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바, 審議要綱 第15

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하여 제3자와 법률행 를 할 때에, 

다른 일방이 이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부인한다면 채권자는 불의의 손해를 입

게 될 것이므로 본 항은 이러한 경우에 다른 일방도 연 하여 그 책임을 지기로 

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하 다. 草案(第820條, 第825條)도 본 항과 동

일한 취지를 규정하 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16) 그런데 왜 이 조문을 굳이 

혼인의 ‘재산 ’ 효력에 한 부분에 치시켰는가에 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

다. 民議院 法制司法委員  民法案審議 委員 에서 간행한 民法案審議資料集

(이하 資料集이라 한다) 에 기재된 장경근 의원의 韓國親族慣習法 (1946년 12월 

21일 한미 법학 회 강연 고) ― ( 韓國親族法의 特色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에서도 특별한 설명 없이 혼인의 효과를 부부재산제와 그 외의 일반  효과로 

나  후, 습법상의 부부재산제의 내용  마지막으로 설명하기를 “日常의 家事

에 關하여 妻가 한 行爲는 夫에 하여 效力을 生합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資料集 24면 하단). 특이하게도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설명부분에서 신설

조항인 제827조, 즉 부부간의 일상가사 리권의 문제에 하여는  언 이 없

다. 동인이 법정 제3권 9호(1948년 9월호)에 게재한 親族相續法立法方針及要綱

私案 에서도 第2. 親族編의 要綱  부분에서 17僠 目에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3 와 法律行爲를 한 때는 다른 一方은 이에 依하여 發生한 債

務에 하여 連帶하여 其責任을 질 것’을 설명하고 있다(資料集 29면). 1957년 

일조각에서 간행된 민사연구회 편 民法案意見書 에서도 재산법 반에 한 총

15) 民法案審議 , 下卷, 親族編/相續編, 民議院/法制司法委員 /民法案審議 委員 , 1957
년, 60면.

16) 民法案 親族編/相續編 審議要綱審議 , 民議院法制司法委員 /民法審議 委員 (刊), 
1956년, 27면. 동항 요강지침말미에 ‘原要綱 第17 과 同一, 原案 第825條와 同一, 第

820條’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原要綱’의 내용은 民法親族相續編原要綱解說 
(法政通卷36, 37, 38號 ― 1949년 10월, 11월, 12월호 게재)(장경근 의원)을 참조하라

(資料集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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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하고 있을 뿐 가족법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

Ⅲ. 국내문헌의 서술방법

일부 문헌은 ‘부부간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내용으로 부양의무에 이어, 일

상가사 리권과 부부연 책임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夫婦財産制’와는 구별하고 

있다.17)

그러나 다수의 문헌은 ‘婚姻의 一般的 效力’ 부분에서는 ―민법 의 체계  

편제를 무시한 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婚姻의 財産的 效力’ 

는 ‘夫婦財産制’의 목차 하에서 ‘일상가사 리’와 ‘일상가사 리로 인한 채무의 

연 책임’문제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18)

 다른 는 민법 의 외  편제에 충실하게 일상가사 리문제를 ‘혼인의 일

반  효력’ 부분에서 다루고, 이와는 분리하여 ‘혼인의 재산  효과(부부재산제)’ 

부분에서 ‘가사연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19)

이러한 문헌들은 일상가사 리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부부의 연 책임문제의 상

호 계에 하여 체로 언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부간의 일상가사 리제도를 민법 친족 편에서 ‘혼인의 일반  효력’으

로 규정하 음을 확인한 후 ‘일상가사 리권과 연 책임’문제는 제827조와 련

하여 다루면서도 그 설명은 제832조의 그것을 원용하는 서술방식을 취하지만20) 

17) 李庚熙, 家族法(親族法ㆍ相續法)(3訂版), 法源社, 2002년, 70면 이하(그러한 편제의 이

유와 양자간의 계에 해서는 언 이 없다).
18) 金亨培, 民法學講義(2版), 新潮社, 2001년, 1342면; 金疇洙, 親族ㆍ相續法(家族法)(第6

全訂增補版), 法文社, 2005, 158면 이하(법정재산제의 일내용으로 일상가사 리권과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을 함께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법은 1969년의 金疇洙, 
註釋 親族相續法과는 다른 입장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 외 李根

植ㆍ韓琫熙, 親族相續法, 一潮閣, 1975년, 116면 이하; 金容漢, 親族相續法論, 博英社, 
1980년, 185면 이하; 金疇洙/金容漢, 新親族相續法, 博英社, 1960년, 155면 이하 참조.

19) 池元林, 民法學講義 (3版), 弘文社, 2004년, 1382면 이하. 단 동서는 부부간의 일상가

사 리권에 한 상설을 권한을 넘은 표 리에서 기본 리권으로서의 격성이 문

제되는 경우의 일례로서의 설명(252면)으로 체하고 있다. 그 외 梁壽山, 親族相續法

(家族法), 일신사, 1996년, 227면 이하.
20) 金疇洙, 註釋 親族相續法, 法文社, 1969년, 189면, 191면. 동서는 제827조와 련하여 

[ 慣習(大正 10(1921). 8.6 及17 慣及制度調査委員 調査決議(彙集附  19面))에서

는 妻만이 日常家事代理權이 있었으나, 新法은 夫婦相互間에 日常家事代理를 인정하

게] 되었음을 [ 照]란에서, 역시 [獨逸民法 第1357條, 獨逸男女同權法 第16條, 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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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불가분의 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문헌의 가 있다. 즉 ‘부부

간에 일상가사 리권을 인정한 것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를 연 책임으로 한 

이유는 혼인의 본질로부터 생되거나,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조하여야 한

다는 부부간의 의무에 기인하고 있는 것( 은 필자가 가함)’이라고 한다.21) 그

리고 이러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제도 인 면에서는 부부의 본질  평등이라는 

혼인법의 이상을 실 하고 있는 것이며, 내부 으로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거래의 

편의를 이상으로 한 것이고, 외부 으로는 거래의 상 방보호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2) 그 외에도 법원 례의 입장을 분석한 후 양자를 

동일한 제도로 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제827조와 제832조는 같은 내용을 

복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23)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제로 한다면 양자, 

민법 제163조와 제164조, 中國民法 제1003조, 日本民法 第804條, 日本民法 第761
條]를 [比 ]란에서 제시하고 있다(174면). 한편 日本 民法 第804條는 우리나라에 依

用되지 않았으며(民事令 第2條 참조), [妻가 행한 法律行爲는 夫에 하여 效力이 發

生한다]는 습법( 慣及制度調査委員 調査決議(彙集附  19面): 단기 4254년(서기 

1911년) 8월 6일  17일에 있었던 慣調査決議를 의미한다)이 행하여졌다고 지 한

다(175면, 주) 145): 金疇洙/金容漢, 新親族相續法, 博英社, 1960년, 434면에서도 제827
조와 제832조의 法으로 ‘慣習’만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당시의 행법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특히 민법 이 시행될 때까지 성문법 법원으로서 의용된 日本民法規

定, 日本戶籍法規定, 朝鮮戶籍令規定, 한민국헌법의 일부규정, 國籍法, 朝鮮姓名復

令이 있고, 습법법원으로는 일제강 기의 습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의 통첩, 회답, 
훈령, 법원장의 회답, 통첩, 사법 회의 결의, 회답, 례조사회ㆍ조선호 회ㆍ 慣

及制度調査委員 의 결의를 비롯하여 례법으로서 조선고등법원의 결, 민법제정 

이 의 법원 결 등이 있고 이들 법원의 성격, 특수성, 그간의 우열문제의 해명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당시의 정확한 실정법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朴秉濠, 家族法論集, 도서출  진원, 1996, 143면 참조. 金疇洙/金容漢, 앞의 책, 427면 

이하도 新ㆍ 法 照表 를 게재하면서 “이 新 法 照表는 완 을 기하고자 노력은 

하 으나 구법의 법원이 워낙 복잡하므로 락된 이 있을는지 모른다. 있다면 추후

에 보완하기를 기약한다”는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21) 金疇洙, 앞의 책, 175면.
22) 金疇洙, 앞의 책, 175면.
23)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 계법, 세창출 사, 2000년, 328면 이하(역시 입법론 차원에서 

‘제827조와 제832조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주기보다는 랑스민법이나 독일민

법과 같이 한 조문에서, 원인과 결과의 계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개진하고 있다. 330면). 한편 례의 태도를 보면 민법 제827조와 제832조를 함께 

단하고 있는 들이 있으며(  1999.3.9. 선고 98다46877(공 1999.4.15.(80), 637); 
 1997.11.28. 선고 97다31229(공 1998.1.1.(49), 77), 민법 제827조만을 참조조문으

로 원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832조를 동시에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 있

다(  1966.6.19. 선고 66다863(집 14(2) 민, 178);  1985.3.26. 선고 84다카

1621(집33(1)민, 121). 다수의 례는 특히 표 리여부의 단과 련하여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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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상가사 리와 일상가사 리로 인한 채무의 연 책임문제의 ‘불가분  련

성’의 논리  귀결로서 같은 법조에, 아니면 어도 같은 법체계 하에 편제하

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왜 제827조는 제4  (혼인의 효력) 

 제1  혼인의 일반  효력에서, 제832조는 제2  혼인의 재산  효력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해 언 하고 있는 ‘실질법 ’ ‘해석론’을 개

한 문헌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필자의 호기심을 발동하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이 실질법 으로 큰 의미를 띄지 않는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 해석  용에 있어서 양자를 함께 운용하면 될 것이 아닌

가24) 하는 간단한 실용 (?) 반론이 가능하여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사법은 혼인의 일반  효력과 혼인의 재산  효력(부부재산제)문제

를 각각 다른 규정에 연결하고 있다. 술하 듯이 국제사법 제37조와 제38

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도 동법 제38조 제1항이 제37조를 용하고 있으니 결

과에 있어서 실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  다른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결과지향  사고이며, 이를 지양하

고 법규의 정확한 용범 를 확정하는 것이 법해석학의 기본과제라고 생각한다.

국제사법 문헌을 보면 “일상가사채무에 한 부부의 연 책임을 혼인의 신분

 효력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섭외사법 제16조( 행 국제사법 제37조)를 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25)이 있다. 그 근거로 “일상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 하기 하여 일상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하므로, 우리 국제사법상 

일상가사에 계되는 문제를 혼인의 신분  효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과 “민법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리권을 혼인의 일반  효력의 하나로 규정하

면서도 이것과 성격을 같이 하는 일상가사채무에 한 부부의 연 책임에 한 

규정은 일본민법의 태도(일본 민법 제761조)를 답습하여 혼인의 재산상의 효력에 

한 부분에 규정하고 있다”고 지 한다. 그리고 “그런 일본법에는 우리 민법의 

일상가사 리권에 한 규정(제827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고, 민법 제827조는 

말하자면 민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민법의 기 자들이 이 규정을 혼인의 신

와 제126조를 함께 검토한다(  1970.10.30. 선고 70다1812(집 18(3) 민, 256);  

1981.6.23. 선고 80다609(공 1981.8.1.(661), 14080)(동 결 평석으로 權五乘, “민법 

제126조의 표 리와 일상가사 리권”, 民事判例硏究(第5輯), 7면 이하) 등 참조. 표

리문제는 본고에서 논외로 한다.
24) 주의 례를 참조하라.
25) 李好珽, 앞의 책,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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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효력에 한 부분에 치시킨 것은, 그들이 이것을 혼인의 신분  효력의 

하나로 생각하 기 때문”인 을 든다. 그리고 민법의 “기 자들이 일상가사채무

에 한 부부의 연 책임에 한 규정(제832조)은 일본민법의 태도를 그 로 따

라서 혼인의 재산  효력에 한 부분에 치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 제827

조와 제832조가 동일한 성격의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후모순( 은 필자가 가

함)”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입법론 으로( 은 필자가 가함) 양자를 통일

으로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부분에 치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

한다. 물론 이러한 입법론  평가에 하여는 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 

논문은 행법의 해석론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 다면 각국의 국제사법과 실질법은 이 문제에 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계속하여 논문 모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상가사 리와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에 한 각국의 실질법 ․국제사법  규율방법을 고찰한 후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Ⅳ. 비교법  고찰

1. 오스트리아 국제사법26)  오스트리아 민법의 태도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18조27)는 [혼인의 신분  효력]에 하여 규정하고,28) 

26) 1978년 6월 15일자 국제사법에 한 연방법률(IPR-Gesetz, BGBl 1978/304 idF BGBl 
I 1998/119, 1999/18. I 2000/135, I 2003/117, I 2004/58)을 의미한다.

27) 제1항: 혼인의 신분  효력은 다음의 거법에 의해 단한다.
제1호: 부부 공통의 속인법, 그것이 없으면 부부 공통의 최후의 속인법, 단 부부 

 일방이 보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호: 그 외의 경우는 부부 방의 상거소지법, 그것이 없으면 부부 방이 최후

의 상거소지법, 단 부부  일방이 보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 혼인이 제1항에서 지정된 법의 용 역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법의 용 역

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그 신분  효력은 오스트리아 법에 거하여 단한다. 단 부

부가 그 혼인의 효력을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제3국과 보다 더 한 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오스트리아 법에 갈음하여 거가 된다.
28) 동 조문은 원칙 으로 성명법(동법 제13조)  부부재산제법(동법 제19조)을 제외한 

혼인의 모든 신분  효력에 해 용된다. Rummel, “ABGB Kommentar,” 2.Band/6. 
Teil: IPRG, EVÜ, 3. Aufl.,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Wien 
2004, Rz.1 zu §18(=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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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9조29)는 [부부재산제]에 한 규정이다.

오스트리아 민법은 제89조 이하에서 혼인의 신분  효력에 하여 규정하며, 그 

주된 내용은 [혼인의 신분  효력의 새로운 규율에 한 연방법률(Bundes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persönlichen Rechtswirkungen der Ehe)]30) 제5조 제1항

에 의해 1976년 1월 1일자로 발효한 동법 제89조 내지 제97조이다.31) 동법 제96

조32)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리권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문제를 한 법조에서 

일 하여 다루고 있다.

2. 독일 민법시행법33)  독일 민법의 태도

독일 민법시행법 제14조34)는 [혼인의 일반  효력(Allgemeine Ehewirkung)]을 

29) 부부재산제의 거법은 당사자들이 명시 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며, 그러한 법의 선

택이 없으면 혼인성립시 혼인의 신분  효력의 거법에 의한다.
30) BGBl 1975/472.
31) 오스트리아 민법 제93조와 제93조의 a는 외이다. 한편 동법 제98조 내지 제100조

는 1978년 6월 15일자 배우자상속법, 부부재산제법  이혼법의 개정을 한 연방법

률(BGBl 280)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해 1978년 7월 1일자로 발효하 다.
32) 공동으로 가사를 유지하면서 소득이 없는 일방 배우자는, 공동의 가사유지를 해 필

요하며 부부의 생활상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일상가사상의 법률행 에 있어서 

타방 배우자를 리한다. 단 그 타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자신을 리하기를 원

하지 않음을 제3자에게 인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리인으로 행 하는 것을 제3자가 주어진 사정상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각자 연 책임을 진다. 물론 동 법조문의 제3문이 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한다. 리에 한 제3자의 과실 없는 무지만이 부부간의 연 책임을 낳을 것인데, 
부분의 경우 과실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Rummel, 앞의 책, Rz. 5 zu § 96(=S. 

211). 이러한 견해는 소  ‘열쇠의 권능(Schlüsselgewalt)’을 거래상 방인 배우자가 보

유하고 있는지에 해 스스로 탐지할 의무를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로 한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탐지의무(Erkundigungspflicht)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배

우자에게 입증책임이 가될 것이며 따라서 부부간의 연 책임(Solidarhaftung)이 오히

려 원칙 인 경우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우선 Schwind, Kommentar zum 
österreichischen Eherecht, 2. Aufl., 1980, S. 74, S. 76; Hopt/Kathrein, Eherecht,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Wien 1997, Anm. 6 zu §96 ABGB. 
‘열쇠의 권능’에 하여는 金疇洙, 앞의 책, 175면 본문  주 144) 참조. 이를 성문

화한 것이 民法 第804條 第1 (日常의 家事에 하여는 妻는 夫의 代理人으로 看做

한다)이었다.
33)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1.September 1994(BGBl. I S. 2494, ber. 1997 I S. 1061).
34) 제1항: 혼인의 일반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 에 의한다.

제1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는 부부  일방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혼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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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며, 동법 제15조35)는 [부부재산제(Güterstand)]에 한 규정이다.

독일 민법은 제4편(가족법) 제1장(혼인) 제5 (혼인의 일반  효력)  제1357

조36)에서 일상가사 리권  그로 인한 채무의 연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제6 에서 부부재산제를 규율한다. 독일 민법도 오스트리아 민법과 마찬가지

로 日常家事代理權을 인정한 것과 日常家事로 인한 채무를 連帶責任으로 하는 

취지를 한 법조에서 취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부부 

 일방이 동조 제1항 제1문의 제조건 하에 일상가사에 한 법률행 를 하

고 동항 제2문에 의해 부부 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 의무는 ‘連帶責

최후의 본국법

제2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는 부부  일방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혼인 

의 최후의 상거소지법

제3호. 기타의 방법으로 부부와 가장 한 련이 있는 곳의 법

   제2항: 부부의 일방이 둘 이상의 국 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법 제5조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타방 배우자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항: 부부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본국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호. 어느 배우자도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국의 국 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는

제2호. 부부가 동일 국가 내에 상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법선택의 효력은 부부 방이 같은 국 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료한다.
   제4항: 법선택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한다. 법선택이 내국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에는 선택된 법에 따른 는 법선택지에서의 부부재산계약에 한 방식요건을 충족시

킴으로서 충분하다.
35) 제1항: 혼인의 재산법  효력은 혼인 성립시의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거법에 

따른다.
   제2항: 부부는 혼인이 재산법  효력에 하여 다음 각호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호. 부부  일방의 본국법,
제2호. 부부  일방의 상거소지법, 는

제3호. 부동산에 하여는 그 소재지법

   제3항: 제14조 제4항을 용한다.
   제4항: 피추방자와 난민의 부부재산제에 한 법률의 용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6) 행 독일 민법 제1357조

   제1항: 각 배우자는 타방을 하여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가사를 처

리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가사를 통해 각 배우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

다( 은 필자가 가함). 제2항: 일방 배우자는 자신을 하여 가사를 처리할 타방 배

우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이나 배제에 한 충분한 근

거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법원은 이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제한이

나 배제의 제3자에 한 효과는 제1412조의 규 에 의하여만 인정된다. 제3항: 각 배

우자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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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Gesamtschuldner)’으로 본다. 그리고 이 책임은 통상의 연 채무보다 다소 무

거운 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지배 이다. 부부는 통상의 연 채무자들보다 더 

긴 한 공동체(eine engere Einheit)이기 때문이다.37)

3. 스 스 국제사법  스 스민법의 태도

스 스 국제사법 제3장(혼인법)도 다른 국제사법들과 마찬가지로 먼  제2 에

서 [혼인의 일반  효력(Wirkungen der Ehe im allgemeinen)](제46조 내지 제50

조)을 규율하고, 제3 은 [부부재산제(Ehegüterrecht)](제51조 내지 제58조)에 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38) 혼인의 신분  효력 일반에 한 규정과 혼

인의 재산  효력에 한 별개의 독립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다른 

국제사법 들과 편제상 동일하다.

한편 상술하 듯이 民法案審議 은 스 스 민법 제163조39)를 원용하고 있다. 

37) 우선 Gernhuber/Coester-Waltjen, Lehrbuch des Familienrechts, 4. Aufl., 1994, §19 IV 
7(=S. 201). Bamberger/Roth,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3, C. H. 
Beck, 2003, Rn. 27f. zu §1357(=S. 105f.) 참조.

38) 법 의 체 인 편제를 보면 제2 이

   Ⅰ. 할 1. 원칙 (제46조) 2. 출생지 할(제47조)
   Ⅱ. 거법 1. 원칙(제48조) 2. 부양의무(제49조)
   Ⅲ. 외국의 결  조치(제50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3 은

   Ⅰ. 할(제51조)
   Ⅱ. 거법 1. 법선택 a. 원칙(제52조) b. 태양(제53조) 2. 법선택의 흠결 a. 원칙(제54

조) b. 주소변경시 거법의 변경가능성과 소 효(제55조) 3. 부부재산계약의 방식(제
56조) 4. 제3자와의 법률 계(제57조)

   Ⅲ. 외국 결(제58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국문번역은 법무부, 국제사법해설(2001), 247면 이하 참조. 스 스국제사법에 

한 일반 인 내용은 石光現, 國際私法과 國際訴訟(第1卷), 博英社, 2001년, 479면 이하.
39) 제163조

   제1항: 처는 일상가사를 처리함에 있어 부와 더불어 (혼인)공동체를 리한다.
   제2항: 처의 행 가 일상가사 리의 범 를 넘었고 이 사실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

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도 책임을 진다.
   제164조

   제1항: 처가 가사에 있어 법률상 허용된 리권을 남용하거나 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처로부터 리권의 부 는 일부를 박탈할 수 있다.
   제2항: 리권박탈은 할 당국에 의해 공표된 경우에만 제3자에 하여 유효하다.
   필자는 이 법조의 번역을 해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7.Aufl.(Textausgabe), 

Leizig; Reclam, 1936]을 참조하 음을 밝 둔다. 그리고 이 조문들은 모두 제5 (혼
인의 일반  효력) 에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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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부터 존재하던 이 조항은 1984년 10월 5일자 스 스민법의 개정에 한 

연방법률(혼인의 일반  효력, 부부재산제  상속법, AS 1986 I 122)에 의해 스

스 민법 제166조40)로 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자로 발효하 다.41) 이 조항

은 편제상 제2편(가족법) 제1장(혼인법) 제5 (혼인의 일반  효력) 에 치하

고 있다(제6 에서 부부재산제 문제를 다룬다: 제181조 내지 제195조의 a). 스

스 민법은 특히 행 민법 제166조는 그 제3항에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 책

임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이 문제를 혼인의 일반  효력, 즉 신분  효력의 문제

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다.

4. 랑스 국제사법  랑스민법의 태도

랑스 민법 제3조42)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래 남녀평등의 법리를 반 하여 연결소

의 결정에 있어서 단계  연결방법을 취한 랑스 례법이 발 하 다. 즉 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거주지법, 마지막으로 법정지법(즉 랑스

법)을 연결소로 한다. 한편 부부재산제에 하여 랑스에서는 1992년 9월 1일 

이후 부부재산제의 거법에 한 (1978년 3월 14일자) 헤이그 약이 발효ㆍ 용

되고 있다.43) 동 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부부재산제의 거법에 하여 

40) [혼인공동체의 리] 제1항: 각 배우자는 가족의 일상  수요에 하여 혼인공동체를 

리한다.
   제2항: 일방 배우자는 그 밖의 가사에 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혼인공동체를 

리할 수 있다:
제1호. 그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로부터 는 법원에 의해 수권된 경우.
제2호. 혼인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당해 행 의 연기를 기다릴 수 없으며 타

방 배우자가 질병, 부재 는 그에 하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3항: 각 배우자는 자신의 행 에 하여 개별  책임을 부담하며, 그 행 가 일상

가사 리의 범 를 넘었고 이 사실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연 책임

을 진다.
41) 이에 따라 구 조문들은 주 39)에 인용된 Textausgabe 37.-42. Aufl.에 부록(Anhang)으

로 실려 있었다.
42) 제1항: 경찰  안보에 한 법률은 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용된다.
   제2항: 부동산은 랑스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외국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하여도 같

다.
   제3항: 인의 신분  능력에 한 법률은 랑스인에게 용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랑스인에 하여도 같다.
43) 이 약에는 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만 가입한 상태이다. Yvon Loussou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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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다.

세를 지배하던 법칙학설에서 어도 부동산에 하여는 부부재산제를 ‘물법

(statuta realia)’의 역에 속하는 문제로 보았는데 반해, 랑스의 명한 국제사

법학자인 Dumoulin은 부부재산제를 계약  성격의 문제로 생각하 고,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재산제에 한 묵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법정재산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  [묵시  습법(regime conventionel 

tacite)]이 되었다.44) 그리고 이러한 은 오늘날까지도 어도 원칙에 있어서 그

로이다.45)

분명한 것은 랑스에서도 [혼인의 일반  효력]과 [부부재산제]의 문제는 국

제사법체계상 구별하고 있다는 이다.

한편 랑스민법 제220조46)는 [일상가사 리권]과 [그로 인한 부부간의 연 책

임문제]를 한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제1권(인) 제5편(혼인) 제6장(부부간

의 의무와 권리) 에 치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재산제에 하여 별도의 규정

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정재산제에 하여는 제1400조 내지 제1491조에서, 부부재

산계약에 하여는 제1395조, 제1397조에서 다룬다.47)

5. 일본 국제사법  일본 민법의 태도

우리의 국제사법 에 해당하는 일본의 법례 는 그 제14조48)에서 혼인의 일

Pierre Bourel/Pascal de Vareilles-Sommieres, Droit international prive, 8. edition, 
dalloz, 2004, p.517. 동 약의 국문번역은 법무부, 국제사법에 한 헤이그회의 제

약, 법무자료 제226집(1997), 199면 이하 참조.
44) Ferid/Sonnenberger, Das Französische Zivilrecht, Bd 1/1, 2. Aufl., 1994, S. 187ff. 

(=1B229ff.)
45) Ferid/Sonnenberger, a.a.O., S. 188.
46) 제1항(1965년 7월 13일자 법률 제65-570호): 부부는 각자 일상가사 는 자의 교육을 

한 목 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 타방이 진 모든 채무에 

하여 연 책임을 진다.
   제2항: 일상생활의 수 , 거래의 유ㆍ무익 여부 는 계약당사자의 성실여부를 고려

하여 비용의 명백한 과도지출의 경우에는 연 책임이 없다.
   제3항은 1985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5-1372호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상은 Code 

Civil, 104. edition, dalloz, 2005를 참조한 것이다.
   1942년법에 하여는 이화숙, 앞의 책, 146면 참조.
47) 기타 이와 련된 문제는 랑스민법 제1497조 내지 제1526조, 제1536조 내지 제

1543조, 제1569조 내지 제15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48)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한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하고, 그 법률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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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효력에 하여 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15조49)에서 부부재산제를 다루면

서, 우리의 국제사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제15조(정확히는 제1항 본문)는 제14

조를 용하고 있다.

그리고 술한 바와 같이 일본 민법 제761조는 우리 민법 제832조와 같은 체

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 제827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일본 민법에는 

없음도 술한 바와 같다.50) 일본의 문헌은 체로 일본민법 의 편제에 따라 일

상가사로 인한 부부연 책임을 [혼인의 재산  효과] 는 [부부재산제]와 련하

여 언 하고 있다.51)

그런데 다수의 일본 국제사법학자들은 일본 민법 제761조의 체계  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상 혼인의 신분  효력의 문제로 이해하여 법례 제14조를 

경우 부부의 상거소지법이 동일한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그 어느 법률도 없는 때

에는 부부와 가장 한 계가 있는 곳의 법에 의한다.’
49) 제1항: 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제에 이를 용한다. 단, 부부가 서명한 일자 있는 서

면에 의하여 아래에 열거한 법률  어느 것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 때에는 부부재

산제는 그 게 정한 법률에 의한다.
제1호. 부부의 일방이 국 을 가지는 국가의 법률

제2호. 부부의 일방의 상거소지법

제3호. 부동산에 한 부부재산제에 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법

   제2항: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일본에서 행하여진 법률행   일본에 있는 재

산에 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제3자와의 계에 하여 부부재산제는 일본의 법률에 의한다.
   제3항: 외국법에 의하여 행한 부부재산계약은 일본에서 등기한 때에는 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38조와 (일본이라는 단어를 한민국으로 체한다면 항수가 을 

뿐) 거의 문언까지 동일하다.
50) ‘일본에서는 우리 민법(제827조 제1항)과 같이 일구민법 제804조 제1항과 유사한 부

부간의 일상가사 리권에 한 규정이 없고,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를 연 책임

으로 하는 규정(민법 제827조, 일본민법 제761조 참조)만이 있으면서도, 부부간의 연

책임과 일상가사 리권과는 불가분리의 계라고 이해하고 있다( 은 필자가 가

함)’. 三島宗彦 [日常家事債務の連帶責任] 家族法大系 II<婚姻> 239면(金疇洙, 앞의 책, 
175면, 주 146에서 재인용).

51) 久保木康晴, 新親族法(2版), 芦書房, 1989年, 35면 이하(혼인의 실질  효과와 재산

상 효과를 나 고, 후자에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 책임을 논하고 있다). 마찬

가지의 서술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林良平/右近健男/山口純夫(編), 親族ㆍ相續

法, 靑林書院, 1990年, 29면 이하. 中川善之助, 親族法, 靑林書院, 1960年, 231면 이하

에서는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연 책임을 법정재산제의 외부 계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외 부부공동생활의 제조건으로 ‘일상가사 리’를 운 하는 문헌이 있다. 
近藤英吉, 夫婦財産法の硏究, 巖松 書店, 1929年, 30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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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52)

이상에서 살펴본 바53)를 정리하면, 모든 국가의 국제사법은 ‘혼인의 일반  효

력’과 ‘부부재산제’를 별개의 ‘체계개념’으로 이해하며, 각각에 해 별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외는 있지만 체로 실질사법상 [일상가사 리]와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을 통일 으로 ‘혼인의 일반  효력’의 문제로 이해하여, 동일

법조에서 함께 취 하고 있는 을 알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일상가사 리’

와 ‘가사연 채무’ 상호간의 계에 하여 국제사법과 실질사법의 에 따라 

구체 으로 살펴본다.

Ⅴ. 혼인의 일반  효력과 부부재산제의 계

1. 國際私法的 觀點

먼  내 단일치의 (동일한 법질서 내부의 무모순성을 의미한다)에서 국

제사법 제38조 제1항이 제37조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법 제39조(이혼)

가 그 본문에서 제37조를 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에서 바라볼 수 있다. 

모두에 제기한 사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섭외사건에서 

일부(일상가사 리권의 문제)는 어떤 규정에, 일부(부부연 책임의 문제)는 

이와는 체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에 연결된다면 내국에서의 단일치를 

해할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는 제38조 제1항이 제37조를 용하고 있는 은 

바로 이러한 단일치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에서 그 주된 취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  차원에서도 혼인의 일반  효력과 부부재산제는 성질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다. 먼  국제사법 제38조는 제1항에서만 동법 제37조를 용하고 

있을 뿐,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근 다수의 해외입법례에도 부합하듯이 거법선

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 으로 내 단일치의 

시각이 아니라 외  단일치의 이익(국제  단일치의 이익이라고도 한다. 

단의 ‘일치’라기보다는 단의 ‘조화’라는 것이 보다 나은 표 일 것이다)이라는 

52) 折茂 豊, 國際私法(各論)(新版), 法律學全集 60, 有斐閣, 1972年, 261면; 江川英文, 國
際私法(改訂版), 有斐閣, 1957年, 259-260면.

53) 국과 미국의 부부간 부양의무 는 일상가사채무에 한 책임에 하여는 우선 이

화숙, 앞의 책, 15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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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당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당사자자치를 인정한 것은 부부재산제가 

‘재산  효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제로 하는 것이다.54) 물론 거법의 선

택 역을 3가지로 제한한 것(제2항 제1호-3호)은 부부재산제의 신분  측면도 고

려한 입법이었다고 하나, 동항의 주된 입법취지가 부부재산제의 ‘재산법  측면’

을 기 으로 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실질사법상 혼인의 일반  효력과 재산  효

력을 구별하여 논하는 취지가 국제사법상으로도 일반 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어 거나 우리의 실질법체계와 법체계를 비교평가한다면 어도 ‘민법’의 

외형  편제상 일상가사 리와 그로 인한 부부간의 연 책임문제는 각각 다른 

체계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제사법학자들은 양자를 모두 혼인의 일반  효

력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반면, 실질법체계인 민법은 부부연 책임을 혼인의 

재산  효력 하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독일의 구혼인법55)상 존재했던 

소  ‘혼인의 고(Aufgebot)’제도가 독일의 실질혼인법에서는 혼인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있었는데, 독일의 국제사법학자들은 이것을 혼인의 ‘방식’으로 보았던 

것도 유사한 라고 할 수 있다.56)

이상의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공통 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째, 어떤 법제도(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법내용)가 내국의 실질법에 존재하고 

이 실질법체계내의 어떤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이 법제도는 내국 국제사법

을 다른 체계개념으로 악하고 있다.57) 이상과 같은 문제유형을 국제사법에서는 

‘내국실질법과 내국국제사법체계의 상이’라는 성질결정의 일유형으로 악한다.

 다른 성질결정의 유형으로 부부간의 訴訟費用先納義務(Prozesskosten-

vorschusspflicht)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방배우자가 타방배우자의 소송

비용을 지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독일(실질)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의 문

제(독일 민법 제1360조의 a58))이다. 타국의 실질법은 이 문제를 부부재산제의 문

54) 石光現, 國際私法解說(2版), 芝山, 2003년, 324면.
55) 구독일혼인법 제12조, 제13조 참조.
56) 李好珽, 앞의 책, 107면. 구독일민법시행법(EGBGB)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참

조. 행독일혼인법에서는 삭제된 규정이다. 혼인 사실을 미리 고하여 가령 혼인 

력이나 사생아 여부 등의 문제가 알려질 것을 기 하던 법감정을 입법화했던 것으

로서, 통 내지 습에 그 존재근거를 가지고 있던 제도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존

립근거는 더 이상 타당치 않으므로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에 한 한 독일의 

내국실질법체계와 내국국제사법체계의 괴리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57) 李好珽, 앞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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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악하기도 하고(독일 구민법 제1387조가 이미 이러한 입장이었다), 혼인의 

일반  효력의 문제로 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의 경우에 ‘내국실질법과 외

국실질법체계의 상이’라는 유형이 문제된다. 한편 이 문제를 부양법과 부부재산

제법, 양자의 핵심  역에서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59)는 견해도 존재한

다. 즉 독일민법시행법 제15조(부부재산제)와 동법 제18조(부양)에 모두 연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60)

2. 實質司法的 觀點

국제사법  에서 혼인의 일반  효력과 재산  효력은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명백히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체계 하에서 제827조(부부간의 일상가사 리권)를, [혼인의 

재산  효력]에 한 부분에서 제832조(부부간의 연 책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양자를 서로 상이한 체계 하에 규율할 필요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의

문이 아닐 수 없다. 자를 주로 부부 내 인 문제로, 후자를 외 인 문제로 이

해하기도 어렵다. 일상가사[ 리]권이라는 것은 거래상 방인 제3자를 포함한 삼

각구도 하에서만 의미를 가진 것이며, 이러한 에서 제832조의 연 책임도 다를 

58) 제1360조의 a(부양의무의 범 ; 소송비용) 제1항: 가족의 한 부양은, 가사유지비

용을 충당하고 각 배우자의 개인  필요와 부부공동의 부양청구권능 있는 자녀의 생

활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하여 부부의 생활상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2항: 
부양은 혼인공동체에 필요하고도 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각 배우자는 

한 기간에 해 가족을 공동으로 부양하기 해 필요한 수단을 사 에 제공할 의

무를 진다. 제3항: 친족의 부양의무에 하여 용되는 제1613조 내지 제1615조를 

항의 경우에 용한다. 제4항: 일방 배우자가 개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

우에, 형평에 어 나지 않는 한, 타방 당사자는 이 비용을 선 할 의무가 있다. 일방 

배우자가 형사소송상 제소되었을 경우 그 방어비용도 마찬가지이다. 동 조문은 1957
년 6월 18일 발효한 ‘동권법(Gleichberechtigungsgesetz)(BGBl. I S. 609)’에 의하여 삽

입되었고, 제2항 제2문은 1976년 6월 14일자 ‘혼인  가족법 일차쇄신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BGBl. I S. 1421). 독일 민법의 편제상 이 조문은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제4편(가족법) 제1장(혼인) ) 제5 에 자리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민법 제94
조 제2항 참조.

59) Münchener Kommentar(Sonnernberger) Bd. 10, 3. Aufl., 1990, Einl. IPR, Rn. 466(=S. 
209).

60) ‘소송비용선 의무’가 소송법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혼인의 일반  효력으로 는 

부부재산제로 는 부양법  성격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음을 지 하면서 ‘이  

는 다  성질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4. Aufl., 2001, S. 116(=§15 II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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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다. 그리고 [부부]간의 연 책임이라는 것이 ‘혼인’이라는 신분행

와는 별개의 독립된 성격의 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

책임’도 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법 [재산법]상의 연 채무제도와는 확연히 구

별된다. 따라서 연 채무에 한 규정(민법 제413조 내지 제427조)이 그 로 

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론은 부부연 책임제도가 ‘부부’라는 신분 계를 제

로 하는, 즉 ‘신분  효력’의 측면이 매우 강한 제도임을 제로 하는 것이다.61) 

그리고 이 은 비교법  에서도 별 다른 차이가 없다.62)

더 나아가 부부재산제는 부부의 [재산]에 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제도로서, 그 주된 기능은 혼인 부터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  

부부가 력하여 모은 재산을 구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러한 

재산의 리는 가 어떻게 하며, 혼인  모은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에 한 배우자의 력을 어떤 재산  가치로 평가하여 혼인해소 

시에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등의 문제 을 해결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

부재산제는 부부 계가 지속 이며 평온할 때보다는 이혼시 는 혼인의 해소시 

부부의 재산을 분배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배우자의 채권자

에 한 책임재산의 범 를 정할 때에 오히려 요한 의미를 띄는 것이 통상의 

경우일 것이다.63) 따라서 물론 신분과 재산과의 계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도 부부재산제와 일상가사 리의 문제는 구별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61) 민법 제832조의 해석론으로도 유사한 견해가 개된다. 金疇洙, 앞의 책, 200면에 따

르면 “이 제도(부부연 책임: 필자가 가필함)는 부부라는 신분 계를 제로 하는 제

도로서, 재산법상의 연 채무보다 한층 더 한 부담 계( 은 필자가 가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 채무에 한 규정(민법 제413조 내지 제427조)은 그 로

는 용되지 않는다. 즉, 동일 내용의 채무가 부부 각자의 독립된 채무가 아니고 부

부의 병존 ㆍ단일 채무로서 제3자와의 계에서 부담 부분이 없으므로, 부담부분평

등에 한 규정(민법 제424조 내지 제427조)은 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일방

은 다른 일방의 채권으로서 무제한으로 상계할 수 있다. 면제의 효과도 면 으로 

미친다고 보며, 따라서 면제의  효력에 한 규정(민법 제419조)도 용이 없

다고 본다. 일방의 채무의 시효소멸은 다른 일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소멸시효의 

 효력에 한 규정(민법 제421조)도 용이 없다”고 본다. 동지, 金亨培, 앞의 

책, 1344면; 池元林, 앞의 책, 1388면.
62) 가령 Gernhuber/Coester-Waltjen, Lehrbuch des Familienrechts, 4. Aufl., 1994, §19 IV 

7(=s. 201); Bamberger/Roth,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3, C. H. 
Beck, 2003, Rn. 27f. zu §1357(=S. 105f.) 참조.

63) 이화숙, 앞의 책, 1면 이하 참조. 이화숙 교수는 일상가사채무의 문제를 부부재산제와 

경계선상에 서 있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328면, 3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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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827조와 제832조의 體系的 解釋論

이제 제827조와 제832조의 분리규정의 이유를 뒤돌아 보건  첫째 에서 인

용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행 민법 제정당시 일본민법을 모방하여 민법 제832조

를 두었으나 미처 신설된 조문인 제827조와의 체계  계를 고려해 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편제상의 차이 에 하여는 당시 국제사법  거법결정

의 법리문제가 아직 입법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섭외사법(1962년 1월 15일 발효 법률 제966호)이 민법보다 2년 이상 늦게 시행

되었던 사정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추측이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섭외사법은 제16조64)와 제17조에서 혼인의 (일반 ) 효력과 부부재산제를 이미 

각각 별도의 연결소에 연결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 민법의 입법당시에 일상가사 리문제에 한 심이 크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정 당시 全國女性團體聯合 意見  ―親族相續

編(草案  審議要綱에 한 意見) ―에서도 第2 婚姻關係 에 한 설명부분에

서 주로 부부평등주의의 실 을 한 부부재산제의 규정취지를 논하고 있을 뿐

인데(資料集 46면),65)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다면 일상가사 리와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의 각각의 법체계  치  상호 계에 한 진지한 사고의 흔

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넷째 상술한 바와 같이 구법의 법원자체의 악이 매우 곤란하여,66) 정확한 

체계개념의 계수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민법상 제827조와 제832조의 

분리규정의 이유를 입법자의 의도에서 간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민법과 같이 ‘일상가사 리권’과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문제를 각각 

다른 체계 하에, 즉 제827조와 제832조에서 나 어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세

계 으로 거의 유일한 것이라는 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태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입법당시 입법자들이 양 법조의 체계  편제에 한 숙고 없이, 특히 제832

조의 체계  치배정에 한 별 다른 고민 없이 일본의 를 그 로 수용한 결

과라고 보인다. 즉 제827조와 다른 체계개념 하에 제832조를 규정한 것은 민법

64) 제1항: 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항: 외국인이 한민국국민의 서양자

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65) 그 외 ‘호주제폐지’문제도 이미 당시에 많이 논의된 듯하다(資料集 46면, 140면 참조).
66) 주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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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  이해를 해하는 ‘ 후모순’된 입법인 것이다.67) 이러한 경우, 즉 특정

한 조문이 애 부터 잘못된 체계  치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민법의 내  체

계의 조화 내지 통일을 기하기 한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Ⅵ. 민법 제827조와 제832조의 체계  해석

1. 體系的 解析의 의의

우선 체계  해석의 의미를 이해하기 하여 ‘체계’의 의미 는 ‘체계 ’ 사

고의 의미를 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체계 ’ 사고란 특히 ‘유형 ’ 사고와 

비되는 ‘사고방식’으로서, ‘ 용’단계에서도 유형  사고와는 다른 ‘포섭’을 수단

으로 한다. 이러한 체계  사고는 다른 말로 표 하자면 ‘안정지향  사고

(Stabilitätsdenken)’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의 요한 개념요소는 ‘통일성’과 ‘질

서’이다.68) 법학에서 이러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인간의 정신

 산물인 법질서자체내의 규범  목 론  계도 요하지만 주어져 있는 외

 체계로부터 조화로운 ‘내 ’ ‘체계’를 정립하려는 법학자들의 활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실정법질서의 ‘내  통일성’(innere Einheit)을 구 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69) 좀더 구체 으로 표 하자면 모든 법제도 는 법규정들의 상호 계를 

연구하여 보다 넓은 통일  체계 아래로 포섭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작

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70) 그리고 이러한 내  상호 계들의 연구는 ‘목 론  

해석’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한다. 체계  해석이든 목 론  해석이든 ‘동일한 

67) 이화숙, 앞의 책, 330면(“...제827조와 제832조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주기보다

는...”)(생략과 은 필자가 가함) 참조.
68) 통일성(Einheit)은 하나의 는 다수의 심 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질서

(Ordnung)는 체계 내의 모든 언명들 간의 일맥상통성과 논리  조화가능성의 의미에

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Canaris, Systemdenken und Systembegriff in der 
Juriprudenz: entwickelt am Beispiel des deutschen Privatrechts, 2.Aufl., Berlin/New 
York, 1983, S. 40 ff. 체계론과 유형론의 상세한 차이 에 하여는 졸고,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세창출 사, 2003년, 7면 이하 참조.
69) 이 을 요하게 다룬 최 의 학자들 의 일인으로 평가되는 Karl Engisch, Die 

Einheit der Rechtsordnung, 1935, S. 83. 참조. 약간은 맥락을 달리하여, 즉 해석에 

한 일반론으로서 Savigny의 표 을 빌리자면 입법자의 기 (Kunst des Gesetzgebers)
와 해석자의 기 (Kunst des Auslegers)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 I, 1840, S. 216.

70) Savigny, a.a.O., S. 2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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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법조문들의 체  고찰’을 제로 하는 것인데, 부분

의 경우 당해 법체계 체와 문제되는 부분에 한 고찰  그 체 ㆍ부분  

입법취지에 한 평가를 수반한다. ‘체계’의 정립을 시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당

해 법조의 입법‘목 ’을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계

 해석’이라고 할 때의 ‘체계’가 ‘외  체계’가 아니라 ‘내  체계’를 의미할 경

우 체계  해석과 목 론  해석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병행된다.71) 이

러한 에서 내  체계  해석이 체계  해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2. ‘日常家事代理’  ‘그로 인한 夫婦連帶責任’의 본질

본 논문에서 문제 삼은 ‘일상가사 리로 인한 부부연 책임’이 민법의 혼인법

체계상 ‘혼인의 일반  효력’에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의 재산  효력’에 

한 것인지 하는 의문도 결국 ‘일상가사 리  부부연 책임’이라는 법 상의 

‘본질’에 한 것이며, 이러한 ‘본질’이라는 것은 당해 제도의 ‘기능과 목 ’에 비

추어 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이 지 까지 에서 고찰한 바에 따

르면 다수의 국제사법학자들과 거의 부분의 외국입법례들은 ‘일상가사 리와 

그로 인한 부부연 책임’문제를 동일한 체계개념 하에 포섭시키고 있으며, 여기

서 그 체계개념은 ‘혼인의 일반  효력’이었다.

한 제도의 목 과 기능을 고려할 때 부부간에 일상가사 리권을 인정한 것

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를 연 책임으로 한 이유는 혼인의 본질로부터 생되

거나,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조하여야 한다는 부부간의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그 입법취지는 한편으로 부부의 본질  평등이라는 혼인법의 

이상을 실 하고, 다른 한편 내부 으로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거래의 편의를 이

상으로 한 것이고, 외부 으로는 거래의 상 방보호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72)

따라서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 자체가 체계조화  해석을 해하고 있

으며, 특히 민법 제832조가 잘못된 체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잘

못된 [외 ] 체계를 시정하고, 일상가사 리를 둘러 싼 법률 계를 통일 으로 

 논리일 으로 해결하기 하여 [내 ] 체계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71) ‘내  체계  해석은 목 론  해석의 연장선이다.’ Canaris, Systemdenken und 
Systembegriff in der Jurisprudenz, 1968, S. 91.

72) 金疇洙, 앞의 책,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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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더 나아가 ‘혼인의 일반  효력’과 ‘부부재산제’ 각각에 한 연결규정을 우리 

국제사법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성질결정’ 에서 심각한 ‘가치 단의 불

일치’를 야기한다. 이러한 ‘ 단일치’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서도 체계  해석

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  체계  해석의 시도가 ‘입법가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가? 다른 말

로 표 하자면 제827조와 제832조의 분리규정과 제832조의 부부재산제 체계내로

의 편성이 입법자들의 명확한 의도 으며 따라서 기껏해야 ‘입법정책  과오

(rechtspolitischer Fehler)’에 불과하기에 와 같은 논의도 ‘입법정책론’ 수 에서

만 제기될 수 있는가? 이에 한 근거를 찾고자 본 논문은 애를 써보았으나 찾

을 수 없었다. 요컨  이것은 입법자들이 당해 조문들의 체계  치에 한 진

지한 사고 없이 체계  모순의 문제 을 간과한 것으로서 ‘법률의 흠’의 일종73)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법률의 흠을 보 하기 한 방법으로서 ‘체

계  흠결보충’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흠결보충’은 물론 ‘해석’과는 

달리 ‘법문의 어의  한계’를 넘는 법형성작업이며, 양자의 구별은 유동 이다. 

특히 ‘체계  해석’이 내  체계  해석 내지 목 론  체계  해석의 형태를 띨 

경우에는 ‘법형성 역’과 혼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74)

3. 소결

필자의 사견은 본 논문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여 히 ‘체계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문언의 어의  한계’를 넘은 경우가 아니며, ‘체계

 해석’의 본질과 취지를 ‘한 조문을 용하는 것은 법  체를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Stammler의 언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75)

73) 이 문제를 ‘법률의 흠(Gesetzelücke)’으로 본다면, ‘은폐된 흠’으로 생각된다. 자세한 

것은 졸고, “法律의 欠”, 延世法學硏究 第10輯 第1卷, 延世法學 , 2003년, 25면 이하 

참조.
74) 법체계내부의 모순을 제거하기 하여 경우에 따라 ‘해석’ 는 ‘흠결보충’방법이 사

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그 경계의 구별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75) R. Stammler,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 1911, S. 24f. Ernst A. Kramer는 

Juristische Methodenlehre, Stämpfle Verlag AG Bern, 1998, S. 65 Fn. 150에서 이러

한 Stammler의 언명이 ‘옳음’은 증명될 수 없었다(Das Zitat konnte nicht verifiziert 
werden)고 서술하고 있지만 필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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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법 제832조를 민법 제827조의 제3항이나 제827조의 1처럼 해석76)하는 

것이 상술한 체계  모순 을 제거하고, 내  체계의 통일을 기하면서, 나아가 

국제사법  에서의 ‘ 단일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석론이라고 생각

된다. 이것은 목 론 ㆍ체계  해석론이다.

Ⅶ. 체계  모순의 제거

목 론 ㆍ체계  해석방법은 어떤 조문이 법체계상 잘못된 치에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 유용한 해석방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법 제832조가 마치 제

827조 제3항( 는 제827조의1)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방법론을 독일 민법의 2002년 개정과 련하여 약 규제법(AGBG)을 민법

(BGB)내로 도입하여 이를 계약총칙(독일 민법 제305조 이하; 개정  독일민법 

제305조와 비교하라)의 첫머리에 치시킨 입법방법을 비 하면서 이의 부당성을 

지 하는 동시에, 이 게 잘못된 치에 자리 잡고 있는 법조를 올바른 치에 

가정 으로 옮겨 놓고 해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77)

이러한 해석방법론을 사용한다면 국제사법  에서도 [내  단 일치]와 

[외  단 일치]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혼인의 신분  효력임에 분명한 일상가사 리권의 문제와 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부간 연 책임의 문제를 통일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입법자들이 간과한 외  체계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가사를 둘러 싼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일원 으로 국제사법상 ‘혼인

의 일반  효력’이라는 체계개념 하에 포섭할 수 있게 된다. 그 다면 논문 모두

에서 언 한 사례에서 결론 으로는 거법으로 지정되는 일본 민법 제761조가 

용될 것이다. 그리고 성질결정의 유형  ‘내국실질법과 외국실질법체계의 상

이’로 다시 재편될 수 있으며, 법정지설을 취하든 국제사법  성질결정설78)을 취

76) 물론 이를 법률의 문언에 하여 표 하려면 약간의 항수조정과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77) 우선 졸고, “獨逸 新債權法에 한 法學方法論的 分析”, 民事法學 第23號, 韓國司法行

政學 , 2003년, 660면, 주 29) 참조.
78) 물론 거법설을 취하게 되면 국제사법 제38조에 연결될 것이며, 결론에 있어서는 다

를 것이 없겠지만, 이는 국제 인 추세에도 명백하게 반하며, 日常家事代理權의 문제

가 혼인의 신분  효력에서 생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에 지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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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우리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  효력’규정에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

라 국제사법 학자들과 일본의 국제사법 학자들이 이해하는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혼인의 신분  효력’이라는 ‘체계개념’ 하에 국제사법 자체의 개념을 

정립한다면, ‘부부간 연 책임문제’는 상술한 비교법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지설과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입법론 으로 제832조를 제827조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이미 

명백한 체계모순을 야기하고 있는 법조를 해석론상으로도 올바른 체계 하에 편

입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동시에 외국  요소를 

가진 사건에서 와 같은 사안구조가 문제될 때 ‘국제사법 제37조 내지 제38조

에 따라…’가 아니라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즉 국제사법 제37조의 용범 를 이로써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이 제37조를 용하고 있으니 이상의 논의가 무

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실용 (?) 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부분체계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법내부의 체계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에서 입법론

만이 아니라 해석론으로도 시 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Ⅷ. 남북한 혼인 계에의 용

에서 본 사안구도는 남북한간의 부부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을 탈출한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여 남한 남자와 결혼한 경우에

는 섭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79)

만약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 국 국  취득)가 국에서 합법 으로 결혼하

고 일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거래행 를 ( 지에서) 한국 상인과 했다고 가정

하자. 그리고 그 일방 배우자가 거래 을 지 하지 않은 채 타방 배우자와 함

께 한국으로 귀국해 버리자(상거소 한국) 그 상인도 한국으로 입국하여 그 타방

을 상 로 한국에서 소송을 통해 ‘부부연 책임’을 묻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상가사 리의 문제와 그로 인한 부부간의 연 책임문제를 공히 ‘혼인의 일

반  효력’으로 이해하는 본 논문의 입장에 의하면, 국제사법 제37조에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연결소인 부

79) 법원 1996.11.12 선고 96 1221 결(소  이 순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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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한국법을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결국 민법 제

832조(상론한 바와 같이 그 체계  치를 제827조의 제3항 내지 제827조의 1과 

같이 해석할 것을 제로 한다)에 따라 타방의 연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다른 가정을 한다면 장차 남북한 간에 연방제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게 된다면 ‘남북한 부부’가 많이 탄생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당연히 ‘일상가사 리’나 ‘부부연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언필칭 부부의 일상의 가사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분열국가에서의 논의처럼 洲際私法 의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 

 어디가 할권을 갖는지를 먼  단하고, 그 후 그 거법으로서 남한법 

는 북한법의 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법상 ‘ 거법’을 

결정하는 과정과 법원리 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80)

그런데 정치체제의 차이가 부부사이의 혼인윤리의 격  변화를 래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혼인법(단행 법 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의 내용, 특히 

일상가사 리권  부부연 책임문제를 북한에서도 규율하고 있다. 즉 혼인의 효

과를 신분  효과와 재산  효과로 나 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

한 것은 혼인의 재산  효과 에서 법정재산제 부분에서 ‘일상가사 리  부부

연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다.81)  실제 북한의 례는 “부부공동생활상 

필요에서 그 일방이 부담한 채무에 해서는 특별한 작정이 없는 한 부부 방이 

연 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시하 다.82) 어 든 이러한 사실을 제로 한

다면 그리고 연방제 하에서 남한과 북한의 남ㆍ여성이 혼인하여 ‘일상가사 리 

 부부연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 본 논문의 입장을 기 으로 한다면, 마치   

내국실질법과 외국실질법의 상이 라는 성질결정의 유형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남한 법원이 할권이 있음을 제로 하고, 성

80)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재 남북한 계에 한 가령 북한주민의 법  지 (헌법 제3
조 토조항의 해석)를 비롯한 여러 법리의 극복을 제로 하는 것이다.

81) 우선 최달곤, “북한혼인법연구 ―주로 혼인의 성립과 효과를 심으로―”, 아세아연

구(통권 제45호), 고려 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년, 21면 이하(특히 82면 이하 

참조). 동 논문에서는 혼인의 일반  효과, 신분  효과  재산  효과로 나 고 재

산  효과의 마지막 내용으로 ‘부부의 일상가사채무의 연 성과 특별한 책임’을 논하

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정재산제’ 하에서 취 하고 있다. 이는 에서 살펴본 일

본문헌의 일반  태도와 일치하는 입장이다.
82) 1956년 6월 20일자 최고재 소 민사부 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례집 5호, 138

면), 최달곤, 앞의 논문, 83면, 주 299)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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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결정에 한 법정지설을 따른다고 한다면, 역시 국제사법 제37조를 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국제사법’이란 법률이 

아니라 가령 ‘남북한 혼인에 한 특별법’이 필요하게 되거나, ‘주제사법’의 법리

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하여튼 결론에 있어서 일방배우자의 일상가사 리행 에 

하여 타방배우자의 연 책임을 인정하는 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에서 

소개한 북한의 이론소개는 80년 까지의 논의를 제로 한 것인 바, 최근 1990

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

법 (1990년 12월 1일 시행)(총 6개장 54개조)은 제2장에서 ‘결혼’을, 제3장에서 

‘가정’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효력에 하여는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다루

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일방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이다.83) 동법은 일상가사 리와 연 책임에 한 특별

한 규정이 없고, 부부재산제에 한 일반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에 소개된 

례의 내용 로 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Ⅸ.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827조와 제832조는 본질 으로 동일한 체계에 속하는 제도들을 각각 

다른 체계, 즉 일면 ‘婚姻의 一般的 效力’과 타면 ‘婚姻의 財産的 效力(夫婦財産

制)’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태도는 세계 으로 거의 유일한 입법례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역시 양자에 상응하는 별개의 연결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  법체계를 형식논리 으로 이해할 경우,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연결규정이 분열되어 내  단일치의 이익이 지켜질 수 

없으며, 외국의 입법추세와 비교할 때 외 단일치의 이익도 해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 을 시정하기 한 방법론으로서 ‘목 론 ㆍ체계  해석방법’이 유용

하다고 생각한다.

즉 본 논문이 제안한 해석방법론에 따라 민법 제832조를 민법 제827조의 제3

83) 우리 민법 제826조 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9조: 남편과 안해는 로

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한편 동법 제18조는 ‘가정생활에서 남

편과 안해는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혼인의 일반  효력  재

산  효력에서의 부부동등권으로 해석된다. 우선 法制處, 北韓法制槪要, 法制資料 第

157號, 3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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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는 제827조의1로 해석하여 ‘혼인의 일반  효력’이라는 ‘체계개념’ 아래로 

통일되게 ‘포섭’할 경우, ‘일상가사 리제도  연 책임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체계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체계혼란 는 체계모순’의 문제 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양자를 모두 ‘夫婦財産制’ 하에 일  포섭하는 견해는 지양하여야 한다. 

이는 민법 제827조를 신설하면서 명백히 ‘婚姻의 一般的 效力’ 하에 배정한 입법

자의 의도에 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논리는 더 나아가 같은 취지를 반 하고 있는 국제  추세에도 부

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에서 ‘내  단일치의 이익’뿐만 아니라 ‘외

단일치의 이익’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실질사법의 해석

론과 국제사법의 해석론을 일치시켜 ‘내국실질법과 내국국제사법체계의 상이’라

는 난 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날이 발 하고 있는 남북한 계를 제로 하여 ‘남북한 혼인 계’에 에서 

발 시킨 논리를 용시킬 경우 ‘주제사법’의 틀 내에서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동일 는 유사한 법리의 발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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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as Verhältnis der wechselseitigen 

Vertretungsmacht von Ehegatten bei 

Geschäften des täglichen Lebens und der 

gesamtschuldnerischen Haftung von Ehegatten 

bei eben diesen Geschäften andererseits nach 

dem koreanschen BGB (KBGB)
- ein Auslegungsversuch - mit weiteren Überlegungen zur besonderen 

IPR-Problematik bei süd-nordkoreanischen Ehen
84)

Bongkyung Choi*

§ 827 Abs. 1 KBGB bestimmt, dass jeder Ehegatte Geschäfte des täglichen 

Lebens mit Wirkung auch für den anderen Ehegatten besorgen darf. Abs. 2 der 

gleichen Vorschrift regelt ergänzend, dass Einschränkungen der Vertretungsmacht 

nach Abs. I gutgläubigen Dritten nicht entgegengehalten werden können.

Eine ähnliche Regelung enthält auch § 832 KBGB: “Hat ein Ehegatte mit 

einem Dritten ein Rechtsgeschäft zur Deckung des täglichen Lebensbedarfs 

abgeschlossen, so haftet der andere Ehegatte gesamtschuldnerisch für die daraus 

entstehenden Schulden, es sei denn, dass dem Dritten vorher erklärt worden ist, 

dass der andere Ehegatte diese Verpflichtung nicht übernimmt.”

Inhaltlich gleichen die genannten Vorschriften im Wesentlichen denen des 

deutschen BGB, des österr. ABGB, des schweizerischen ZGB und des 

japanischen BGB(zu Einzelheiten s. IV). Die Besonderheit des KBGB besteht 

darin, dass die Sachproblematik in zwei verschiedenen Bestimmungen und in 

verschiedenem Zusammenhang geregelt ist.

Nämlich steht § 827 unter der Überschrift “Allgemeine Wirkungen der Eh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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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ährend § 832 im Zusammenhang mit den “Güterrechtlichen Wirkungen der Ehe” 

geregelt ist. Und soweit der Verfasser feststellen konnte, ist KBGB das einzige 

Beispiel, in dem die beiden erwähnten Vorschriften wesensgleichen Inhalts unter 

verschiedenen Systembegriffen geregelt werden. Das Verhältnis beider 

Bestimmungen zueinander hat der Gesetzgeber des KBGB offentsichtlich nicht 

bedacht oder schlicht übersehen.

Im koreanischen 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in Kraft getreten am 

1. Juli. 2001) werden die güterrechtlichen Fragen in § 38 geregelt, die 

Ehewirkungen hingegen in § 37. Dies führt dazu, dass die gleichen Sachfragen in 

Fällen mit Auslandsbeziehung unterschiedlich angeknüpft werden, was einen 

Widerspruch darstellt.

Methodologisch kann der Widerspruch durch teleologisch-systematische 

Auslegung in der Weise beseitigt werden, dass § 832 als Abs. 3 von § 827 bzw. 

als § 827-1 gelesen wird (zu Einzelheiten s. V. 3, VI, VII). Mit Hilfe einer 

solchen Interpretation könnte nicht nur der innere Entscheidungsgleichklang 

sondern auch der äußere Entscheidungsgleichklang des koreanischen Rechtssystems 

gewährleistet werden, was insbesondere auch für die Problematik nord- 

südkoreanischer Ehen von Bedeutung ist(s. V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