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개 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608-Ⅰ호 「 가족법 」 은 1998년 4월 3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혼인의 성립, 종료 및 무효절차, 가족 구성원 및
친족과 기타 관계인 간 재산·비재산적 관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
에 대한 보호 및 조치, 민사관계의 등록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 8편 30장 2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약본은 2018년 4월 19
일자 개정내용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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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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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의 작명체계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연유하여 짓는 이름(Patronymic)을 의미하

며, 이름과 성 사이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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