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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개념1.

부부재산제 부부간의 재산관계 재산의 소유 관리 용익(regime matrimonial) = ( , , )○

에 관한 법제도.

프랑스민법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 조 조 부부간의 부양: 212 -226 ( ,○ ①

혼인생활비용의 분담 일상가사채무 조 부부재산제, ); 1387 -1581( )②

프랑스의 부부재산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년 월: 1966 2 1○ ①

일1) 전에 혼인한 부부의 경우와 년 월 일 이후에 혼인한 부부 사이의1966 2 1②

차이.

의 경우에는 동산혼후취득재산공동제- (communaute de meuble et d'acque① ․
t)2)를 유지할 수 있음에 반해 의 경우에는 혼후취득재산공동제, (communaute②

reduite aux acquets)3)에 의하게 됨.

란 란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부부가 혼인‘acquet’ ? => ‘acquet’(‘ ’)婚後取得財産※

후에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함.

부부재산제의 변천 모습2.

프랑스 부부재산제의 변천의 동력은 부부평등 의 실현(l'egalite des epoux) .○

년의 법정재산제 동산혼후취득재산공동제1) 1804 = (communaute de meuble et․
d'acquet)

세기 반 동안 프랑스의 법정재산제- 1

그 내용은 다음- .

부부에게 속하는 모든 동산 혼인 이전에 부부가 각각 소유하던 동산 및 혼(①

1) 법률의 시행일자1965. 7. 13. .

2) 법률에 의한 개정 전까지의 법정부부재산제1965. 7. 13. .

3) 법률에 의한 개정 이후의 법정부부재산제1965. 7. 13. .



인 중에 취득한 동산을 포함 및 혼인 후에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동재산을)

구성함.

부부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혼인 후에 증여받은 부동※

산은 각 배우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됨.

이혼시에는 배우자간에 공동재산을 분배하며 배우자 사망시에는 상속인에,②

게 상속됨.

관리권은 에게 속함 당시 는 행위무능력자( )夫 妻③ ∵

법률2) 1907. 7. 13.

여성지위의 일보 전진- .

그 내용은 다음 처의 모든 임금과 그의 고유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동산혼- : ( ․
후취득재산공동제 아래에서 공동재산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처에게 자유로운 관리)

권 인정 이 재산부분을 유보재산 이라고 함( ‘ (biens reserves)’ )

법률과 법률 기혼여성에게 행위능력 인정1938. 7. 13. 1942. 9. 22. =>※

법률 시행3) 1965. 7. 13. (1966. 2. 1. )

법정재산제로서 혼후취득재산공동제 채택- (communaute reduite aux acquets) .

기타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 :

조 처는 부의 동의없이 직업에 종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해 직업상의223 : “ ,①

필요로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직업에.” ☞

대한 독립성

조 부부는 타방의 동의없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를 개설221 : “②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재산관리권 강화.” ☞

조 부부 각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및 사용수익할 수1428 : “③ ․
있으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고유재산의 관리권에 관한 독립성.” ☞

종전에는 처의 고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부에게 있었음.※

법률4) 1985. 12. 23.

가장 최근의 개정-

개정의 기본방향 부부불평등 부분에 대한 시정- => .

구체적인 내용은 항을 바꾸어서 논의 법률에 의한 개정부. 1985. 12. 23.※ ∵

분은 곧 현행법.

현행 부부재산제의 지도원리II.

부부재산제를 지배하는 원리는 크게 가지 부부재산계약의 자유3 : (liberte des○ ①

부부재산제의 공시conventions matrimoniales); (publicite du regime②



부부재산제의 변경가능성matrimonial); (mutabilite du regime matrimonial).③

부부재산계약의 자유1.

원칙의 내용 장래의 부부는 부부재산계약 을 체결하거나: (contrat de mariage)○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가짐.

제 조 모든 부부재산계약은 공증인 앞에서 당해 계약의 모든 당사자- 1394 “①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입회하고 일치된 의사를 표시한 때에 작성된다. ...”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약정부부재산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지- 3

중의 하나를 선택 약정공동재산제 혼후취득: (communaute conventionnelle);① ②

재산참가제 별산제(regime de participation aux acquets); (separation de③

biens).

부부는 기본형태로서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세부적인 개별약정을 할, ,○ ① ② ③

수 있음.

그러나 개별약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제 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 및 아래의 법률규정1387 : “ ,①

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부부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이를 규율한다.”

제 조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그들에게 발생한 의무 및 권리 친권법정1388 : “ ,② ․
재산관리 및 후견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부부재산제의 공시2.

제 조 제 항 민적관은 혼인당사자에게 또는 혼인당사자가 미성년인 때에는75 4 : “○

혼인식에 참석하고 혼인에 동의한 직계친족에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사실 및 부부

재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체결일과 이를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거소를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제 조76○ “ 혼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①

. . . . . . . . . . . . . . . . . . . .

의 규정에 의한 소명요구에 따라 행하는 부부재산계약의 존재 유무 계약8. ,前條

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일 및 이를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과 주소; . . .”

제 조1394○ 모든 부부재산계약은 공증인 앞에서 당해 계약의 모든 당사자 또①

는 그들의 대리인이 입회하고 일치된 의사를 표시한 때에 작성된다.

계약에 대한 서명이 있는 때에 공증인은 무료로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②



자유용지에 자신의 성명거주지 장래 부부의 성명신분거주지 및 계약일자를 표시,․ ․ ․
한 증명서를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혼인식이 거행되기.

전에 이를 민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③ 혼인증서에 부부재산계약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부부

는 제 자에 대하여는 일반법상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혼인한 것으로 간주되나 제, 3 , 3

자와 체결한 법률행위에 부부재산계약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④ 부부 일방이 혼인 당시에 상인이거나 후에 상인이 된 때에는 부부재산

계약 및 그 변경사항은 상사회사등기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 ․
과 제재 아래 상인인 배우자의 주도와 책임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부재산제의 변경가능성3.

전까지는 부부재산제변경불변의 원칙1966. 2. 1. (principe de l'immutabilite)○

채택.

년 법률은 어떤 부부재산제의 년간의 실행후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변- 1965 2

경할 수 있음 공정증서는 대심지방법원 의 인가를 거친 후 혼인증서 비고란에; (TGI)

기재 비고란에 기재한 후로부터 월 후에 효력 발생; 3 .

부부재산제의 변경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조 참조- 1397 .

제 조 약정부부재산제이든 법정재산제이든 일정한 부부재산제를 년간 실행한1397 2※ ①

후에는 부부는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재산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전부에 대

한 변경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는 부부의 주소지 관,

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경사항은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판결일로부터 제 자와의 관계, 3③

에서는 당해 변경사항이 혼인증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때로부터 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3 .

그러나 이러한 기재조차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와 제 자간에 체결된 법률행위에서 부3

부가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때에는 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 .

..........

변경의 청구 및 결정은 민사소송법전에 규정된 조건과 제재 아래 이를 공시하여야 한⑤

다 또한 부부 일방이 상인인 때에는 인가결정은 상사회사등기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 ․
하여 정해진 조건과 제재 아래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정재산제III.

서설1.

법정재산제 혼후취득재산공동제=> (communaute reduite aux acquets)○



년 개정 전의 법정재산제인 동산혼후취득재산공동제- 1965 (communaute de․
의 비합리성 혼인생활의 영위와 함께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meuble et d'acquet) =

산으로 하는 것에는 논리성이 있으나 혼인전에 취득한 동산을 공동재산에 편입시키

는 것은 비논리.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혼인공15~20%. =>○ ∴

동체는 법정재산제에 의하여 규율.

재산의 구성2.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 으로 구분하여 설명(actif) (passif) .○

적극재산(1)

적극재산은 공동재산 과 특유재산 으로 구분(biens communs) (biens propres) .○

공동재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1. =>

재산과 개인적인 경제활동 및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수익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재산으로 구성 조(1401 ).

현행법 아래에서 적극적 공동재산의 범위가 위와 같으므로 년 법률에 의- 1985

하여 처의 유보재산 제도는 폐기된 셈‘ (biens reserves)’ .

특유재산 부부 각자가 혼인식 거행일 당시에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혼인기2. =>

간 중에 상속증여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조(1405 ).․
특유재산에는 두 부류가 있음 성질에 의한 특유재산- : (biens propres par①

물상대위에 의한 특유재산nature)’; ②

성질에 의한 특유재산 부부 일방의 개인적(biens propres par nature)’ =>①

용도로 사용되는 의류 및 섬유류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양도성이, ,․
없는 채권정기금 및 기타 개인적 성격의 모든 재산과 개인에 일신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권리는 비록 그것을 혼인중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성질에 의한 특유재산을

구성 조 항(1404 1 ).

물상대위에 의한 특유재산 물상대위의 효력에 의하여 특유재산을 대체=>②

하여 취득한 채권보상금 및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금전운용 또는 매각대1434 1435․
금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을 구성 조 항(1406 2 )

이것은 금전운용과 매각대금운용은 각각 와 를 번역한 것- ‘ ’ ‘ ’ ‘emploi’ ‘remploi’ .

금전운용 처분가능한 금전에 의하여 행해지는 물건의 구입을 말함 이와1) ‘ ’: .

같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금전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금전운용이‘ '



라고 함.

매각대금운용 이에 반해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에 가지고2) ‘ ’: ,

있던 물건을 매각하고 그로부터 나온 금전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매각대금운‘

용 이라고 한다’ .

공동재산의 추정 제 조 항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재산은 법률의: 1402 1 =>○

규정에 따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동재산으로 간주.

소극재산(2)

공동소극재산의 범주 제 조 다음의 사항은 소극적으로 공동재산을 구: 1409 =>○

성:

부부 쌍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양료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가사유지 및 자- , 220

녀교육을 위하여 부부가 설정한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극적 공동재산을 구성함;

공동재산제 존속기간에 발생한 그 밖의 채무는 확정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는 보상을 조건으로 소극적 공동재산을 구성함.

특유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 제 조 부부가 혼인식 실행일 당시에 부: 1410 =>○

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혼인기간 중 상속무상양여로 인하여 부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그 원금뿐만 아니라 배당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

관계 규정 참조- :

제 조1) 1411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의 경우에 부부 일방의 채권자前條①

는 자신의 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특유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만 변제를 추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동산이 혼인성립 당시에 채무자인 자에게 속하고 있었,②

거나 또는 상속무상양여에 의하여 부부 일방에게 귀속한 동산이 공동재산에 혼입됨에 따라․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제 식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1402

수 있다.

제 조 부부 일방이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공동재산으로 변제한 자는 보상을 하2) 1412

여야 한다.

제 조3) 1413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무슨 사유에 의해서든 간에 공동재산

제의 존속 중에 부부 각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는 공동재산에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

나 채무자인 배우자의 사해와 채권자의 악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공동재산으, ,

로 변제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3.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1)



년 개정의 결과 공동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남편의 우월성을 폐기하고1985 =>○

부부간의 평등한 권한 실현.

재산의 관리에 관한 원칙에 대하여 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 1421 :

항 부부 각자는 공동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①

그 관리에 있어서 과책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기에 의하지 않.

고 부부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항 타방 배우자와 별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는 그 직업활동에 필요한 관:②

리처분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2③ 제 조부터 제 조1422 1425 까지의 규정의 내용을 조건으로 하

여 적용된다.

○ 조 조1422 ~ 1425 의 내용은 다음:

제 조1) 1422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각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동

의가 없는 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무상의 생전처분4)을 하지 못한다.

제 조2) 1423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행해①

진 유증은 공동재산에 있어서의 자신의 지분을 넘지 못한다.

제 조3) 1424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각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동

의 없이는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영업재산토지를 양도하거나 물권적 권리를 설․ ․
정할 수 없으며, 양도불가능한 및 양도를 위하여 공시가 요구되는 유체동산株權 5)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을 수취할 수 없다.

제 조4) 1425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각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동

의 없이는 공동재산에 속하는 상업공업수공업 용도의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農土 ․ ․
한다 공동재산에 속하는 기타 재산의 임대에 대해서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용. ,

익권자가 체결하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체결할 수 있다, .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제 조에 규정? => 1427 .○

항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한 때에는 타방 배우자는: ,①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당해 행위에 대하여 무효청구를 할 수 있다.

항 무효의 소는 타방 배우자가 문제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년 동안 행사: 2②

할 수 있으나 공동재산의 해소 후 년을 초과한 때에는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2

다.

4) 즉 증여

5) 예 항공기 선박 등: , .



고유재산에 대한 관리(2)

제 조 부부 각자는 자신의 개인적 소유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관리 의무225 => “ ,○

부담 및 양도를 할 수 있다.”

같은 취지 제 조 부부 각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및 사- : 1428 => “

용수익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관련 법률문제○

제 조 부부 일방이 지속적인 기간동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1) 1429 ①

나 자신의 특유재산의 소모 또는 그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낭비횡령․
함으로써 가정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타방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前條

에 의하여 인정된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 및 사용수익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1445 1447 .

을 지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法院選定財産管理人②

에 의하여 청구자인 배우자에게 권한을 박탈당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과실쉬취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수익은 혼인생활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잉,

여는 공동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권한을 박탈당한 배우자는 권한박탈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자신의 특유재산③

에 대하여 허유권만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권한을 박탈당한 배우자는 권한박탈을 정당화했던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④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원에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를2) 1431

부탁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임인인 배우자는 위임에서. ,

그에게 과실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과실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제 조 부부 일방이 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3) 1432 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특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을 위한 묵시적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나 처분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타방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는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타방에 대하②

여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현존하는 과실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

여야 한다 타방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거나 사해적;

으로 소비한 과실에 대해서는 최근 년의 한도 내에서만 추급할 수 있다5 .

부부 일방이 타방의 특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간섭이 그 타방의 명백한 이의에③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간섭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수취를 게을리 하거나 사해적으로 소비한 모든 과실은 제한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재산의 해소4.

개념(1)

공동재산의 해소사유 조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1441 ): 1. ; 2. ; 3. ; 4.○

법정별거 재산의 분리 부부재산제의 변경; 5. ; 6. .

해소사유가 있다면 공동재산관계는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제 조 항( 1442 1 ).

부부 각각은 필요한 때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재산의 해소의-

효력발생을 그들이 공동생활 및 공동협조를 중단하는 날로 연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 중 별거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사람은 연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 조. ( 1442

항2 ).

공동재산의 해소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재산분리(separation de biens).○

재산분리란 부부 일방의 무질서한 사무처리 잘못된 관리 또는 비행으로- ? => ,

인하여 공동재산의 계속적 유지가 타방 배우자의 이익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

는 때에는 그 타방 배우자는 법원 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 조 항, (TGI) (1443 1 ).

재산분리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 => ∴

조(1446 ).

재산분리 사실은 공시하여야 함 조 항- (1445 1 ).

재산분리판결의 효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산분리에 따라 부부는 제- ? =>

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부재산제 부부별산제 로 됨 조 항1536 ( ) (1449 1 ).

재산분리판결의 효력발생 청구일에 소급 조 항- => (1445 2 )

공동재산의 청산과 분할(2)

공동재산해소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청산과 분할이 행해짐.○

제 조의 규정- 1467 :

항 공동재산이 해소된 때에는 각 배우자는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①

로서 현물로 존재하는 재산 또는 그러한 재산의 에 대한 권리를 회복한다.代償物

항 그에 이어서 공동재산에 속하는 적극적소극적 재산에 대한 청산을 행한:② ․
다.

소극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적극적 공동재산은 같은 비율로 분할함.○



분할을 하기 전에 보상금 의 지급절차가 행해질 수 있음 예 공동- (recompense) ( :

재산으로 인하여 특유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특유재산을 가지고 공

동재산을 보상하여야 함).

법리적 근거 부당이득반환- = .

제 조1482○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부부 각자는 공동재산 해소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공동재산에 편입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조- 1483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부부 각자는 타방 배우자의①

명의로 공동재산에 편입된 채무에 대하여는 절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제 조 공동재산에 대하여 모든 선취가 실행된 후에 남아있는 잉여재산은1475○ ①

부부간에 절반씩 분할한다.

선취 에 대하여 보기로 함- (prelevement) :

제 조 계산결과 아직 부부 일방 쪽으로 귀속되지 못한 잔액이 있는 때1) 1470 ②

에는 그 배우자는 그 변제를 청구하거나 그 잔액을 한도로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

재산을 선취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 조2) 1471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선취권은 현금동산의 순서로① ․
먼저 행사하고 보충적으로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한다 선취권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그가 선취할 동산 및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

권으로 인하여 공유상태의 유지 또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우선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타방 배우자 쪽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부부 쌍방이 동일한 물건을 선취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②

결정한다.

조 항의 반분원칙에 대한 예외 제 조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1475 1 => 1477 :○

부분을 횡령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그는 자신이 횡령은닉한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
권리를 상실한다.

약정재산제IV.

서 설1.

부부재산계약 에 의하여 형성된 부부재산제(contrat de mariage)○

제 조1) 1394 법률 제 호(1994. 2. 11. 94-126 ) 모든 부부재산계약은 공증인①

앞에서 당해 계약의 모든 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입회하고 일치된 의사를 표

시한 때에 작성된다.



제 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식을 거행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혼인식이2) 1395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약정부부재산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지3○

중의 하나를 선택 약정공동재산제 혼후취득: (communaute conventionnelle);① ②

재산참가제 별산제(regime de participation aux acquets); (separation de③

biens).

는 소멸중인 제도로서 현재는 채택대상이 아님 이(regime dotal) .持參金制※ ∵

제도는 년 법률에서 폐지하였기 때문 이 제도는 년 월 일 이전1965 . => 1966 2 1∴

에 이 제도를 채택한 부부에게만 적용됨.

지참금제2.

혁명 전 관습법지역의 부부재산제 공동재산제 로마법지역의 부부재산제: 1) => ;○

=> (regime dotal)持參金制

의 내용을 보기로 함:持參金制○

는 그 실질에 있어서 별산제와 유사 공동재산이 없고 부부 각자의- .持參金制 ∵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

의 특징은 다음 처의 재산이 부류로 구성 지참재산- : 2 : (biens持參金制 ①

비지참재산dotaux); (biens paraphernaux)②

지참재산과 비지참재산의 개념- :

소유권이 처에게 있기는 하나 혼인생활비용에 대한 기여의 명목으로 남편: ,①

의 사용 수익 처분에 맡겨진 재산, , .

처의 사용 수익 처분 부분으로 유보된 재산: , ,②

약정공동재산제3.

부부는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법정공동재산제의 세부내용을 변경시켜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산제를 채택할 수 있음.

제 조 부부는 제 조제 조 및 제 조에 반하지 않는 모든 종- 1497 1387 1388 1389① ․
류의 합의로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법정공동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다.

부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②

공동재산이 과 을 포함한다는 것1. ;動産 婚後取得財産

공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2. ;

부부 일방이 보상금 지급의 방식으로 일정한 재산을 선취할 권한을 가진다는3.

것;



부부 일방이 선취분4. 6)을 가진다는 것;

부부가 불평등한 지분을 가진다는 것5. ;

부부 사이에 포괄적 공동재산제6. 7)를 실행한다는 것.

부부 사이에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공동재산제③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조1503○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부부는 그들이 공동재산에 대①

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는 부부 쌍방의 공동서명으로②

이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행위에 의한 채무는 당연히 연대성을 가진다, .

보존행위는 부부 각각에 의하여 단독으로 행해질 수 있다.③

부부별산제4.

제 조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약정한 때에는 각1536 ,○ ①

배우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용익 및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유한다.․
각 배우자는 제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개인적으, 220②

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 조 부부는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된 약정에 따라 혼인생활비용을 부담한1537○

다 혼인생활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제 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 214

를 분담한다.

제 조 배우자 일방은 타방배우자는 물론 제 자에 대하여 모든 방법에 따1538 3○ ①

라 자신이 어떤 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혼후취득재산참가제5.

년 법률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년 법률에서 개정1965 1985 .○

제 조 혼후취득재산참가제를 약정함에 있어서 부부는 제 조제- 1581 1387 1388① ․
조 및 제 조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내용을 정할 수 있다1389 .

제 조 부부가 아래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1569 婚後取得財産參加制○ ①

경우에 각 배우자는 당해 재산이 혼인일 당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거나 혼,

인 후에 상속무상양여에 의하여 자기에게 귀속하게 된 것이거나 당해 재산이 혼인․

6) 선취분에 대해서는 제 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다1515 .

7)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 부분은 존재하지 않음.



기간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용, ․
익 및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유한다 혼인기간 중에는 혼후취득재산참가제는 부부별.

산제 아래 혼인한 것과 동일하게 기능한다 혼후취득재산참가제의 해소시 각 배우.

자는 타방 배우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최초자산과 최종자산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계산된 순수 의 가치의 절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婚後取得財産

혼후취득재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재산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도②

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해소된 경우에 사망자의 상.

속인은 타방 배우자에 의하여 형성된 순수 혼후취득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동일

한 권리를 가진다.

제 조1571○ 법률 제 호(1985. 12. 23. 85-1372 ) 최초자산은 혼인 당시 또는 취①

득시의 그 재산의 상태 및 부부재산제 청산시의 재산적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재.

산이 양도된 때에는 양도일 당시의 재산의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된 물건의.

으로서 새로운 물건이 생긴 때에는 그 새로운 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代償

다.

최초의 적극자산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②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한다 소극자산, 1469 3 .

이 적극자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최종자산에 의제적으로 귀속된다.

제 조 부부 일방의 무질서한 사무처리 잘못된 관리 또는 비행으로 인하1580 ,○ ①

여 부부재산제의 계속적 유지가 타방 배우자의 이익에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방 배우자는 참가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사전청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의 청구에는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前項②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제 조로부터 제 조까지 규정된 부부재산제1536 1541③

아래 놓이게 된다.

제 조 부부 일방의 최종자산이 최초자산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1575○ ①

가 그 미달분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종자산이 최초자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은 순수 혼후취득재산을 구성하며 부부 쌍방에 의한 참가의 대상이 된다.

부부 쌍방에게 순수 혼후취득재산이 있는 때에는 이들 양 혼후취득재산은 서②

로 우선적으로 상계된다 상계되고 남은 잉여부분만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보다 적. :

은 이익을 받은 배우자는 잉여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타방 배우자에게 채권을 가진

다.

동일한 결제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 중 제공한 금액,③

및 기타 보상금과 관련하여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타방 배우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참가대상인 채권에 포함시킨다.



제 조 참가대상인 채권은 금전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채무자인 배우자가1576 .○ ①

부부재산제의 청산종결 직후에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를 하기에 심각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관은 담보제공 및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그 배우자에게 년, 5

을 넘지 않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인 배우자가 금전으로 변제할 수 없는 중대한 어려움을 증명하,②

는 때에는 참가대상인 채권은 부부 쌍방의 합의 또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 현물로,

결제될 수 있다.

에 규정된 현물결제는 분배된 재산이 최초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前項③

나 분배를 받는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상속인이 된 때에는 이를 분할절차로 본,

다.

청산은 부부 쌍방의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④

채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분배된 재산을 압류할 권리를 보유한다.

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