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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가족과 법”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젠더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 겸 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최은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은 친자법과 이혼법제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변화에 따른 입법과제를 법
과 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가족 구성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공동주거, 생계,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의 확장, 제도 밖 가족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사회변화를 법·제도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
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사회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은 2019년에 열리는 마지막 젠더와 입법포럼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평가와 진단, 성희롱 규제 20년의 현재와 미래 조망
등 매우 의미 있는 주제들로 함께 했었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
기 위한 다양한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최은순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젠더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 겸
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가족과 법”입니다.
가족법 분야의 다양한 주제는 한국젠더법학회의 전신인 2005년도에 설립된 젠더법
연구회 시절부터 세미나와 학술대회의 단골대상이었습니다. 다룬 회수를 세어보니
2015년까지 9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 주제들이 여성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
이 심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 한국젠더법학회에서 이 주제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
니다.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제도 설
계에는 구성원들의 구(舊)제도에 대한 애도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족 제도를 바꾸기 위
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혼법제의 변경에도 긴 애도기간과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인 가족, 비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부부와 그 가족 등 현대사회
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헌법을 비롯한 우리 법제에서는 혼인과 혈
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배제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개헌논의 시에 여성단체에서는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중 혼인과 가족생활 헌법조문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신설, 다
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
한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할 것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친생자추정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친자법의 과제를 추가한 것을 제하면,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긴 애도와 숙성기간을 거친, 이전에도 한국젠더법학
회에서 천착해 온 것들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혈연관계 확정의 용이성, 가족관계의 유
동성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친밀성의 구조 변화 및 자녀들의 복리 증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람직한 친자관계 법리와 더불어 변화하는 가족에 따른 바람
직한 이혼법제와 이를 위한 보완책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가족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제도 개선 과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오늘 다루지 못한 상속법제와 자녀의 성·본(姓本)제도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족과 세대별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 한국젠더법학회가 내년에도 함께 공동의 논의의 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
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쪼개 원고를 작성하고 발표를 맡아 주신 차선자 교수님, 배
인구 변호사님, 박복순 연구위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의 여러분과 사회자분, 참여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9.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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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친자법의 과제*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성리학과 종법제를 국가 건국의 기초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친자관계는 가의 계
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대를 이을 자의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개국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자, 특히 아들의 지
위는 부의 진실한 혈통이라는 것과 가의 지위를 계승할 자라는 두 가지의 2중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대체로 조선 초기에는 적자가 아닌 서자가 가를 계승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 부의 진실한 혈통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건으로 인
정되었다. 반면에 점차 조선후기로 가면서 양자제도에 의하여 가의 승계자를 결정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서자는 부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가의 계승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게 되었고 부의 진정한 혈통에 의한 친생자라는 혈연의 의미는 가의 계승에 있어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적자이며 부의 혈통이라는 혈연진실성은 가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점에서 혈연의 진실성이 가의 승계에서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직접적인 부의
혈통인 서자와 친족의 범주에서 혈연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인 부의 혈통이 아닌 사회적
친자관계인 양자제도가 친자관계를 구성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1) 전통사회의 친자관계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내는 것은 친자관계 설정
* 이 원고는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게재되었던 것을
토대로 판결선고 이후에 추가된 내용을 수정하고 향후 한국의 친자관계법에 과제로 남게 될 문제를 추
가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논문은 한국가족법학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을 일부수정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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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연의 진정성과 입양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현행 민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혈연의 진실성을 추정하여 친생자의 지위를 귀속시키고 있다(민법 제
844조 이하). 또한 혈연의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친자관계인 입양을 통하여 법
정혈족관계를 형성하여 친자관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
로 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상속의 권리를 귀속시키므로 친자관계 확정은 자녀의 입
장에서는 생존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의무자를 확정하는 것이며 부와 모의 입장에서
친자관계는 자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귀속 시키게 되는 기준이 된다.2)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자의 친자관계를 안정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혼인 중에 출
생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의 부인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의 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해야 하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한 친
자관계 해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년의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자신의 친생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부모의 혈연진정성에
기반한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기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부자관계는 모자관계와 다르게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개연성을 가지고 친자관계가 귀속되기 때문에 혈
연의 진정성, 출생한 자와의 관계의 특성, 자의 복리, 자와 부의 혈연에 대한 알 권리,
입양관계 귀속 가능성 등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귀속시키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조선시대의 가의 승계 원리와 입양에 대해서는,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마크 피터슨 / 김혜정 역, 『유교사회의 창출, -조선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2000; 박경, “조선전기 수양·시양의 실태와 입후법의 정착”,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박경, “15세기 王子女 權勢家子女 入養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제38권(조선시대사학회,
2006); 박병호, “異姓繼後의 實證的 硏究”, 『法學』, 제14권 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3); 박
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2) 대법원은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양육하고 있었던 사건에서 모 또한 고유의 부양 의무자이므로 생모
가 그 자를 자진하여 부양한 경우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
였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혼인생활의 파탄 이후 모가 양
육하고 있었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반면에 1994년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
우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
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입장을 전환하였다(대법원 1994. 5. 13. 자92스21 전
원합의체결정). 그러나 이 사건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혼외자로
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전적으로 부 또는 모의 지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들에게 양육비
의무를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부양의 의무를 귀속시키는 일차적인 것은 법적인 부
와 모의 지위를 귀속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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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하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관계는 그 형성방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남녀 간의 관계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
한 인공생식 기술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부부에게도 새로운 방법으로 자녀가 출생하도
록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친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게 되었
다. 그 결과 친자관계의 귀속과 이를 부인하기 위한 현재의 법리가 변화하는 친자관계
의 다양성에 비교하여 여전히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부의 지위를 귀속시키거나 이를 부인하는데 적용
되는 우리나라의 친자관계법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의 복리, 친자관계 형
성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II. 친생추정에 관한 제844조의 적용과 예외
민법 제844조는 모가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 후부터 그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모가 혼인 중에 포태
한 자녀는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녀로 추정한다(동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우리 민법
은 친생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의 조건을 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자녀가 자신의 혈연이 아님을 인식할 경우 이를 배제하는 방
법으로 민법은 부와 모에게 각각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46조, 제847조 제1항).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는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친생
추정 자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도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매우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민법 제
844조는 …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
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
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 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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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민법은 명문으로 친생추정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았으
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제844조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를 확립하였다. 다
만 82므59 판결은 동서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친
생추정이 배제되는 예외를 단지 동서의 결여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2015년에 친생추정에 관한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선고를 내린 것을 계기로
민법 제 844조가 개정되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854조의2) 및 인지의 허가청구(제
855조의 2)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
에 출생 한 자녀는 개정 전과 다름없이 모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일단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모나 모의 남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룬 상태에서 친생부인
의 허가 심판을 받아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되었다(제854조의2). 또
한 생부는 - 모나 모의 남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 인지의
허가 심판을 받아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발생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인지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855조의2).
이로써 우리 민법에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혼인 중의 자녀로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
(제846조, 제847조 제1항)를 제기하는 방법 ② 부부의 이혼 이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을 신청하는 것 ③ 혼인 중의 자녀이나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 심판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부 또는 모가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도 2년 내로 제한되지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자관계의 확인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가 있는 자로 특별히 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친자관계해
소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한 혈연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즉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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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척기간과 원고적격 모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친생부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의 자녀임
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제한 없이 광범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면 아동의 친자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아동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혈연진정성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이 친자관
계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입법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고 우
리 민법의 해석의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III. 친생추정과 부성부인에 대한 외국법의 입장
1. 독일의 친생추정법리와 부성부인의 방법
(1) 독일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독일은 1998년 친자관계 개정법(Kindschaftrecht)에 의하여 부를 확정하는 것을 하
나의 단일 조문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독일민법 제1592조에 의하면 ① 출생
시 자의 모와 혼인한 자 ② 인지에 의하여 부임을 확인한 자 또는 ③ 민사소송법 제
1600d조 또는 제640h조 제2항에 의하며 그의 부성이 법정에서 확정된 자를 자녀의 부
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를 추정하는데 모의 혼인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출생자가 혼인 관계가 지
속되는 중간에 출생하였는지 혼인에 앞서 임신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심지어 모
가 그 夫의 자를 임신한다는 것이 전후 상황에 의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까지도 모
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父로 인정된다.
반면에 혼인이 해소된 후에 자가 출생한 경우 모의 법적 배우자는 더 이상 그 子의
부로서 법적인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 배우자 사망 시의 부성 확정 따라서 모와의 혼
인으로 부성이 확정되고 사망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었으나 모가 계속해서 새로운 혼
인을 하였고 자녀가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해소 이후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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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배우자의 자녀로 되거나 제1592조 제1호에 의하면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로 간주된다. 이 경우 부성이 취소되었고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의 부가
아님이 법적효력으로 확정된 경우에 자녀는 전 배우자의 자녀로 된다.

(2) 독일의 친생추정의 예외와 부성부인의 방법
구 독일 민법3)은 처(妻)가 부(夫)의 자녀를 포태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혼인 중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구 독일 민법 제1591조 제1항 2문). 구체적으로 ‘처(妻)가 부(夫)의 자녀
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한(offenbar) 사정이 있는 경우’란 장기간에 걸친 별
거로 인해 포태 기간 중 부부 간에 성적 교섭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나 혈액형검사·
유전자 검사 등에 비추어 부(夫)의 자녀가 아님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적출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인 법관
이라면 누구라도 부(夫)로부터 부(父)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이 자동적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어 바로 자녀가 혼인 외 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자관계 취소 판결을 통해서만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을 뿐이므로(舊 BGB 제1593조), ‘처(妻)가 부(夫)의 자녀를 포
태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부자관계 취소 소송에서 그 입증
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었다.
반면에 1998년 개정된 현행 독일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중의 자
의 친생추정에 관한 구별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모와의 혼인을 중심으로
부성추정을 파악하므로(독일 민법 제1592조) 혼인 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모의 법률
상 배우자의 자녀임이 명백하여도 친생부는 인지를 통하여 부성을 확정하게 되며, 장
기간에 걸친 별거가 있었던 경우라도 이혼판결 확정일 전날에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여전히 모의 부(夫)가 자녀의 부(父)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거의 추정 및 혈연의 진정
성이 전제된 친생추정 및 이를 배제하기 위한 외관설과 같은 이론은 독일에서는 의미
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1998년 [친자관계법개혁법률(Kindschaftrechtreformgesetz)]에 의하여 친생추정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
기 전의 독일 민법을 의미함.

[발표 1] 차선자 -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친자법의 과제 9

또한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경우일지라도 언급한 제159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부성으로 확정된 자가 자녀의 부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취소(Anfechtung)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친생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독
일 민법 제1599조 제1항). 따라서 친생추정은 부성의 취소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
까지 법적인 부자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4)
독일 민법 제1600조는 부자관계 취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에 해당하는 자는 ① 제1592조 제1호에 의하여 모와의 혼인에 기해 부(父)로 간
주된 자 ② 제1592조 제2호에 의하여 인지에 의하여 부로 간주된 자 및 ③ 1593조에
따라 혼인 후 사망 또는 재혼에 기해 부(父)로 간주된 자(독일 민법 제1600조 제1항
제1호), ④ 포태 기간 동안 모(母)와 동침하였음을 선서한 자(제1600조 제1항 제2호),
⑤ 모(母)(제1600조 제1항 제3호) 및 ⑥ 자녀(제1600조 제1항 제4호)로 제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 다른 남성에게 법적인 부의 지위가 귀속된 경우, 유
전적 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부의 지위를 부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당
시 독일 민법 제1600조의 규정은 기본법 제6조 2항 제1문에 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에 따라 유전적인 부에게도 부성의 취소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독일 민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부자관계취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태 기간 동안 모와
동침하였음을 선서한 자(독일민법 제1600조 제1항 제2호)가 포함된 것이다.5)
4) 부성부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부자관계가 해소되는 예외는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자녀가 출생하였고 그
후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가 부성
을 인지한 경우 모와의 혼인을 통하여 부성을 확정하는 제1592조 제1호는 적용이 배제된다(제1599조
제2항).
5) BVerfG NJW 2003, 2151;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6조가 법적인 부에 비교하여 유전적인 부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아니지만, 법적인 부와 유전적이 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
한 입법자의 형량을 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전적인 부를 친생부인의 권리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사회적 가족(soziale Familie)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이지만, 반면에 보
호되어야 할 사회적 가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유전적 부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에 의하여 입법자는 2004년 4월
23일 [부의 친생부인과 자의 관계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규정의 개정법(Gesetz zur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Anfechtung der Vaterschaft und das Umgangsrecht von Bezugspersonen des
Kindes)]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기간 내에 생물학적 부의 친생부인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임신기
간 동안 자의 모와 함께 동거하였음을 선서를 대신하여 보증한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권리를 인정하였
다(독일민법 제1600조 제1항 제2호). 동거(Beiwohnung)의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정자제공자를 친생부
인의 자격이 인정되는 혈연상의 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피하였다. 사회적 가족관계가 존재하므
로 친생부인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종 구두 변론시에 형식적으로 사회적 가족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Staudinger / Rauscher, §1600, Rn. 40 u. 41; 단
순히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친자관계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MünKomm/Wellenhofer,
§1600 Rn. 8; 연방대법원은 법률상 부는 모와 혼인한 때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인수한 것이며
상당한 기간 동안 세대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사회적 가족관계의 존부의 판단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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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 취소 재판은 신청권자가, 법률상 부(父)가 혈연부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게
된 때6)부터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
한 기간이 경과함을 저지하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1600조의b 제1항).7)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족관계의 개념을 정의하는8)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제1600조에 새로이 3항이 추가되었다. 즉 독일민법 제1600조 제3항 제2문은 법률상의
부가 모와 혼인하였을 때 또는 아동과 오랜 시간 동안 가정생활공동체(häusliche
Lebensgemeinschaft)에 함께 생활한 때,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본다. 물론 어
느 정도를 “오랜 시간”으로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으나, 실무에
서 사회적 가족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9)
연방대법원은 1998년10) 소송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인 의혹의 근거(Anfangsverdacht)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2005년 연방대법
원11)은 사적으로 비밀리에 DNA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는 친생자 관계 존부에 대
한 증거능력이 부적합할 뿐 아니라, 보편적 아동의 인격권(allgemeines Persölichkeitsrecht)을
삼고 있다. BGH, FamRZ 2007, 538, 540.
6)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한 것과 관련된 각종의 논의에 대해 자세히는 권재문, 『친생
자관계의 결정기준』, 경인문화사, 2011, 115-121면.
7) 제1600b 부자관계 취소 기간
(1) 생략
(2) 이 시효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효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하
지 않는다. 전 남편 사망 후 300일 내에 출산한 모(母)가 재혼한 사안에서 부자관계 취소의 기산의 기
간은 모의 현재의 부(夫)가 자녀의 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판결의 법적 효력에 앞서 시작되지 않는
다.
(3) 미성년자의 법률상의 부가 부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효는 성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자녀가 혈연진실성에 반하는
부성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 앞서 시작되지 않는다.
(4) (생략)
(5) 이 기간은 독일민법 제1598a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연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에 대한 동의 청구가 있을 경우 시효의 진행은 중단 된다. 동법 제204조 제2항은 적용된다. 취
소청구권자가 취소에 대하여 강박에 의하여 위법하게 저지된 경우 시효는 중단된다. 그 이외에
동법 제204조 제1항 제4, 8, 13, 14호, 제2항 및 제206호 내지 제210호는 준용된다.
(6) 자녀가 부자관계의 효과를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새롭게 2년의 기간 동안 부자관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8) BVerfG NJW 2003, 2151 (2153).
9) Höfelmann, FamRZ 2004, 745 (749).
10) BGH FamRZ 1998, 955.
11) BGH NJW 2005, 497 첫 번째 사례는 제한적인 생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자신을 父로
서 승인하였으나 후에 단독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에게 알리지 않고 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의 타액과 아동이 씹었던 껌을 이용하여 DNA 테스트를 하였고 100% 아동과 자신이 부자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례이었다. 두 번째 사안은 그가 자의 부라고 하는 모의 보증에 의
하여 자를 인지하였고 부양하였으나 이후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 구강점막을 체취하고 아동의 모근
(Haarwurzel)을 이용하여 DNA 테스트를 한 결과 자신이 친생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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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의 유전적 자료가 동의 없이 획득된 것이므로 친생부인 절차에
서는 소송법상의 이유로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12)
나아가 일차적 의혹의 근거들 또한 요구되며, 원고는 아동의 법적인 부로서 자신의
혈연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게 된 상황 그리고 아동이 다른 남성의 혈연일 가능
성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3) 연방대법
원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학계는 이를 수용하며 긍정하는 입장14)과 이에 대해 비판
적인 견해15)가 나뉘고 있다.

2. 일본의 친생추정법리와 친자관계 해소의 방법
(1) 친생추정의 원칙과 친생부인의 방식
우리 민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제772조에서 嫡出性의 추정의 조
건으로 妻가 혼인 중에 포태한 子는 夫의 子로 추정하며(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해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는 명문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적출의 추정은 夫에 의
해서만 부인할 수 있으며(일본 민법 제775조), 嫡出부인의 소는 夫가 子의 출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777조).
일본의 민법도 명문으로 적출추정(친생추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
직 夫의 嫡出否認의 소에 의하여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
례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적출 추정을 배제하는 해석론을 통하여 적출의 배
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외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외관상 夫에 의한 포태
가 불가능함이 명확한 경우 적출추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12)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소재의 취득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2010년 1월부터
효력발휘 됨)]과 동일하다. 동법에 의하면 유전적 검사 또는 그에 대한 분석은 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의사에게 명백하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될 수 있으며(동법 제8조 제1항), 당사자는 자신
의 동의를 언제든지 장래에 대한 효력으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책임 있는 의사에게 철회할 수 있고,
구두에 의한 철회는 즉시 문서화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혈통에 대한 입증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자 채취가 실시되어야 할 대상자가 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고 검사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유전
자 채취에 동의하여야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유전자 검사 실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13) BGH FamRZ 2005, 342.
14) Rittner, NJW 2005, 945 (946ff.).
15) Wolf, NJW 2005, 2417; Wellenhofer, FamRZ 2005, 665; Spickhoff, NWJ 2006, 1630 (16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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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포태 기간 중 ① 夫가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 중이 된 경우 ② 夫가 출정 중이
거나 수감되어 있었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③ 사실상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夫가 생식불능인 경우 또는 혈연관계가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부부 개인의 사정의 심사에 의한 것으로 외관상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적
출의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16)

(2) 친생부인 관련 판례의 입장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의 입장은 외관설로 정리된다. 즉 부부가 사실상 이
혼 상태에서 모가 법률상 부와 이혼 후 300일 경과 전에 자녀가 출생하고 12년이 지
난 후 유전적 부에게 인지청구를 한 경우 최고재판소는 원고를 일본 민법 제772조의
적출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유전
적 부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또한 夫가 출정 중에 처가 포태한 경우
에는 妻가 夫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에서 법률상
부가 친자관계부존재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18)
일본은 외관설의 입장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최고재판소19)는 부자관
계존부를 다투는 두 개의 사안의 판결을 내렸다. 삿포로(札幌)와 오사카(大阪) 고등재
판에 대한 상고심으로 두 사건 모두 子가 법률상의 부의 유전적인 子가 아님이 사적으
로 행한 유전자 검사에 명확하게 나타났다. 삿포로 사례의 경우 부부의 이혼 후 子는
친권자인 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오사카 사례는 子가 유전적인 부를 ‘아버지’로 부르며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삿포로와 오사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였
다. 즉 최고재판소는 외관설을 유지하여 夫와 子 사이의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인정되
지 않은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또한 자를 현재 법률상 부가 양육하고
있지 않으며 처와 생물학적 부 사이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자의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
16) 我妻榮, 法律學全集23 親族法, 1961, 有斐閣, 221頁; 다만 동거의 결여라는 요건과 구별되지만, 부
와 인종이 다른 것이 명확한 자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적출추정을
배제하여도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福岡家審昭和 1969. 12. 11. 家月22卷6号
93頁.
17) 最判昭和 44, 1969. 5. 29. 民集23卷6号1064頁.
18) 最判平成 10, 1998. 8. 31. 家月51圈4号75頁.
19) 류일현,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비교사법 제22권 3호(통권70), 1017면; 일본최고재판
소 2014 7월 17 판결(判時2235号14頁, 判タ1406号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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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출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민법 제772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처가 출산한 자에 대하여 처가
그 자를 포태하여야 할 시기에 이미 부부가 사실상 이혼을 하여 부부의 실체가 없어지
거나 또한 원격지에 거주하여 부부 간의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의 子는 실질적으로 동조의 추정을 받지 않는 적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774조 이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를 가지고 夫와 상기 子간에 부자관계존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
당하나 본 건에는 피상고인인 子의 임신 시기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
지 않고, 달리 본건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미국의 친생추정법리와 부성부인의 방법
(1) UPA의 부성추정의 법리
미국은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주법의 관할이다. 그러나 각 주법의 보편
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UPA)이 제정되어 있다.
UPA 1973년은 혼인 외의 자 차별의 철폐를 의도로 만들어졌고 18개 주에서 채택되었
다. 그러나 비혼동거와 이혼 등의 증가로 UPA 1973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
가 발생하자 2002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다.20)
20) 가장 최근에는 동성혼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등 LGBTQ 가족의 등장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통일된 친
자법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다시 개정되었다. 2018년 개정된 UPA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해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규정을 매우 다양하게
두고 있다. 동법 제201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략적인 방법으로 ① 출산, ② 동법 제
204조에 의하여 아동에 대하여 개개인의 부모됨(parentage)의 추정이 존재할 경우, ③ 아동의 부모로
판결이 된 경우, ④ 아동을 입양할 경우, ⑤ 아동의 부모임을 인지한 경우, ⑥ 보조생식기술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및 ⑦ 임신 또는 유전적 대리모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UPA 2018 Sec. 201)를 들고 있
다. 이 중 일반적으로 부모됨이 추정되는 경우는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혼인 또
는 동반자 관계가 무효라고 선언될 수 있을지라도, 아동이 혼인 기간 동안 또는 각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트너십 등록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출생한 경우, ② 혼인 또는 동반자 관계가 무효라고 선언
될 수 있을지라도, 아동이 혼인 후 300일 이내에 또는 각 주에서 인정된 파트너십 등록이 사망, 해소,
취소, 무효의 선언 또는 법적인 별거 이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③ 혼인 또는 동반자 관계가 무
효라고 선언될 수 있을지라도, 아동의 출생 이후 아동을 출산한 여성과 혼인하였거나 주에 등록된 파
트너십 관계를 시작하였거나 아동의 부모임을 어느 시점에라도 선언한 경우, ④ 개인이 아동의 부모로
서 아동의 출생기록부에 동의하였거나 이름이 올려진 경우 ⑤ 개인의 비록 일시적으로 부재한 기간을
포함하여 아동의 초기 4세까지 동안 아동과 동일한 가구에서 거주한 경우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동임을 공시하였던 경우가 각각 해당한다(UPA 2018 Sec. 204). 이처럼 UPA 2018은 법률혼 이외에
등록된 파트너십도 친자관계를 추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며 보조생식뿐만 아니라 유전적 대리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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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UPA 1973 제4조에 의하여 부성이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무효이거나 취소된 혼인을 포함하여 모가 혼인의 존속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법률상 부의 지위가 귀속된다(제4조
(a) (1)).
② 자녀 출생 당시에 모의 배우자가 아니었던 남성이라도, 자녀가 출생한 후 혼인
하고, 자신이 부임을 인지한 경우(제4조 (a) (3)(i))
③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기재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였
거나(제4조 (a) (3)(ii)),
④ 계약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4조 (a) (3(iii))
⑤ 자녀의 출생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모와 혼인하지 않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자
녀가 미성년자인 때 a.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 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친생
자임을 공시(hold out)하거나(제4조 (a) (4)) b. 적식(適式)의 서면으로 인지하면 법
률상의 부의 지위가 귀속된다. 단 인지에 의하여 부자관계가 성립하려면, 모가 그러
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야만 하고, 자녀
에게 법률상의 부가 없거나 기존의 법적 부자관계가 해소되어야만 한다(제4조 (a)
(5)).
UPA 2002는 제204조에서 혼인에 의한 부성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아동의 부로 추정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아동의 모와 혼인하고
아동이 그 혼인기간 동안 출생한 경우 ② 아동의 모와 혼인하고 아동이 혼인이 사망,
실효(annulment), 무효의 선언 또는 이혼 [또는 법령에 의한 별거의 결정(decree)]으로
해소된 후 후 300일 이내에 출한 경우 ③ 아동의 출생 전에 아동의 모와 명시적인 법
률에 따라 혼인하고, 비록 그 시도된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었거나 또는 선언될 수 있
을지라도 아동이 그 무효인 혼인의 기간 동안 출생하였거나 사망, 실효, 무효의 선언
또는 이혼 [또는 법령에 의한 별거의 결정]에 의하여 해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또는 ④ 아동의 출생 이후 명백한 법령에 따라서 혼인하였거나 혼인한 것인지 아
닌지 여부 또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자발적으로 그가 아
동의 부임을 선언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선언이 주의 출생기록부에 신고 되고, 그가
에(genetic surrogacy agreement) 의한 부모됨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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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로서 아동의 출생기록부에 동의하였고 성명이 부가된 경우, 아동을 그 자신
의 자녀로 부양할 것을 기록으로 서약한 경우(UPA 2000 Sec. 204).

(2) UPA의 부성부인권
UPA 1973에 의하면 부성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은 부자관계성립요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진다. 먼저 제4조 (a)항의 (1)~(3)에 의하여 ① 모가 혼인 중 또
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출산한 경우, ② 출생 당시 모의 배우자가 아니었어도 추
후 부임을 인지하거나 ③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의하여 성립한 법
적 부자관계를 다투는 부성부인의 소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자녀, 모, 법률상의 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제소기간은 부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때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
것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때에는 부성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또는 자
녀 출생 후 5년으로 제한된다(제6조 (a)항).
반면 제4조 (a)항 (4), (5)에 의하여 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 부가 자신의 친생
자임을 공시하거나 ② 서면으로 인지하여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모든 이해
관계인은 언제든지 이러한 부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제6조
(b)항).
UPA 2002에서는 친생부인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여 제204조의 부성추정에 의하여
성립한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부성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부와 모
뿐 아니라 그 외의 이해관계인(특히 비혼 혈연부)에게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하였다. 원
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날로 부터 2년이라는 절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제607조
(a)항), 재판과정에서 ⓐ 법률상의 부와 모가 가임기에 동거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
고, ⓑ 법률상 부가 자녀를 자신의 아이라고 공시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
때에는 제소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동조 (b)항).

(3) 금반언의 원칙과 부성부인권의 제한
UPA 2002 제608조 (a)는 법원이 모와 법률상의 부의 행위를 근거로, 법적 부자관
계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금반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모두 인정한 때에
는, 법원은 모, 자녀 또는 법률상의 부에 의한 혈연 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
였다(제608조 (a)). 이때 기각신청은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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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야만 하고(제631조 (d)항), 여기에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혈연검사 신청을 기각할 때는 ① 법률상의 부가 혈연이 없음을 알게 된 때
로부터 부성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까지의 기간 ② 법률상의 부가 아버지 역할을 해온
기간 ③ 법률상의 부가 혈연 없음을 알게 된 경위 ④ 자녀와 법률상 부 사이의 실질적
인 관계 ⑤ 자녀의 연령 ⑥ 부성부인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해약 ⑦ 자
녀와 자신이 혈연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관계 ⑧ 법적 부자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타인과의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기회를 감소시킨 정도 ⑨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외의 해약이 자녀에게 발
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실제로 미국 판례는 UPA 2002의 적용 이전부터 금반언의 법리를 적용하여 법률상
부가 친생부인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 금지할지를 판단해왔다. 예컨대, 1994 Pietros v.
Pietros 사건21)에서 로드아일랜드 법원은 법률상 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
정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첫째, 원고 피고 모두가 이미 혼인 당시 원고 남성이 아동의 생물학적인 부가 아님
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둘째, 피고 여성이 낙태를 고려했지만 원고 남성이 그가 아동을
그의 친자녀로 대하고, 아동을 부양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할 것을 보증했다는 것, 셋
째, 실제 당사자들은 가족으로서 신문에서도 “원고와 그의 아들”이라고 표시된 적이 있
다는 것, 넷째, 원고가 아동에게 단 한 번도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다섯째, 아동이 원고를 사랑했고 그와 아버지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 여섯째, 혼인
전에 그가 혼인할 경우 아동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피고의 모에게 언급
했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판단

21) Pietros v. Pietros, 638 A.2d 545 (R.I. 1994) 아 사건의 당사자들은 1985년 처음 교제를 시작하였는
데, 그 즈음에 피고 여성은 이미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원고에
게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 여성에게 청혼하였고,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고 이후 3달 후에
자녀가 출생하였다. 원고 남성은 친척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태어난 아동을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
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으며 실제 출생기록부에 원고는 아동의 부로 기재되었다. 자녀 출산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아동을 부양하고 양육하면서 한가족으로 생활하였다. 이들 관계가 1990년 파경을 맞이
하면서 가정법원의 판사는 원고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피고
여성은 아동의 친부인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는 이 아동과 관련한 어떤 권리의 주장도
원하지 않으며 아무런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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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아동이 원고를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물
학적 부가 더 이상 향후 아동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 남성이 아동에 대한 부양자로 결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IV.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유전자형 배치의 인정
일본의 최고재판소22)는 유전자형 배치가 명백한 경우에도 子의 신분관계의 법적 안
정을 유지할 필요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적
출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기존의 외관설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모와의 혼인을 중심으로 친생추정을 하며 독일 연방대법원도 유전자형 배치
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사적으로 비밀리에 DNA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는 친생자 관계 존부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 UPA도
부성을 확정할 때 모와의 혼인, 혼인의 해소이후 300일 이내라는 기간적인 조건, 자발
적으로 부로 선언한 자, 출생기록부에 부로 기록되거나 부양을 서약한자를 부로 확정
하며 일정한 금반언의 원칙이 충족될 경우 부성의 부인을 금지하기도 한다.
우리 대법원(1983. 7. 12. 선고 82므59)은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동서의 결여로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 경우 제844조의 추정이 배제되어 부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
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이외에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는 과학기술의 발전
에 따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자와 유전자형의 배치가 밝혀
진 경우 제844조의 추정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부자관계 확정과 부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단지 부와 자의 관련된 이익만이 아
니라 자의 유전적인 부와 모와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이 누려야 할 인격적인 이익
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까지 대법원이 동서의 결여만을 중심으로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
유를 중심으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좁게 인정하였던 것은 다음의 이유로 유전자형 배치
22) 일본최고재판소 2014 7월 17 판결(判時2235号14頁, 判タ1406号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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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친생추정제도의 혈연진실주의와 사회적 친자관계
대부분의 국가는 혈연의 진정성이 친자관계를 설정하는 핵심이지만 이를 확인하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개연성을 강화하여 혈연관계를 강력히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혈연진정성의 확인이 어려운 시기에 자의 신분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유
로 명확하게 혈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친생추정 제도가 혈연진정성을
포기하고 오직 가정의 평화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과학적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혈연진정성에 근접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개연성을 근거로 이를 규정하여 혈연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친생추정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은 친자관계설정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혈연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자의 신분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
여 자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법의 친생추정에 관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제정과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역시 혈연의 존부판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혼인 중의 포태라는
사실로부터 경험칙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추정 혼인 중의 출생자와 부 사이의 혈연존부
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 자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23)
우리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친생추정의 독일 민법의 경우와 다르게 자녀의 출
생 시 모와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추정의 요건으로
혼인이라는 요소와 포태라고 하는 혈연의 존재의 개연성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즉 현
행 친생추정은 ‘혼인 중의 포태’라는 사실로부터 ‘부와 모의 성적교섭에 의한 포태’라는
사실을 추인하고 다시 이로부터 부자관계를 추정하는 혈연의 개연성 추정으로 법적 부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3. 27. 선고 95헌가 14, 96헌가7(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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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계의 혈연주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24)
대법원이 친생추정의 유일한 예외로 ‘동서의 결여로 자를 포태하는 것이 외관상 명
백히 불가능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시기에 혈연진실
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었고 이 경우에는 가정의 평
화나 자의 복리보다 명백한 반증이 존재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수용하여 친생추정을 배
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친생추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25)의 다수의견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친생추
정이 미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상세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이고, 둘째로 혈연
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
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
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셋째로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
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
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과 같이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미치
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문의 해석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은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
하여 동서의 결여 등으로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26)보다
더 엄격하게 친자관계의 해소 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이며 이는 변화하는 가족관계
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혈연관계 유무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친자관계
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의 경우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
하여야 하며 원고적격 또한 부와 모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혼인 중의 자녀일지라
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한 완
화된 요건으로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2원화된 제도의 정당성을 정당화하는 논
거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24) 권재문, 앞의 책, 18면.
25) 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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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844조 제1항, 제2항) 것은 친자관
계의 조속한 귀속을 통해 자의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친자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가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
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현행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해관계
인인 친족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므로 극단적으로 친생부인의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
한 당사자인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친생부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들 사이의 친생추정
에 따른 진실한 혈연관계의 확인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을 통하여 친
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해
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친생추정을 통한 빠른 신분관계의 안정과 이를
해소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
이다. 부나 모가 제척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부 스스로도 유
전자형 배치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없
도록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안정과 엄격한 해소가 자녀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입장은 매우
직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나 사실에 입각한 판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친자관계
의 해소를 결정할 시점에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법률상 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호 부와 자로서 인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친자관계의 귀속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상의
형식적인 신분 귀속의 이익 이외에는 자의 복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해소를 엄격한 2년의 체적기간을 두고 있는 현행 제
도는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부에게는 극단적인 선택과 빠른 선택을 강요하
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평생을 자
신의 친자녀로 양육의 책임과 상속의 권리를 인정할 생각은 없으나 적어도 자녀가 성
인이 될 시점까지는 양육을 할 의사가 있는 부에게 2년의 기간 내에 이들의 관계를 해
소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소할 기회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유도
하는 현행 법 규정이 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법률상 친자관계 사이에 사실상 사회적 친자관계마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까지 이러한 법적인 부자관계의 외관만을 유지하여 법률상 부의 부양의 의무
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이 친자관계를 확정할 때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혈연주의 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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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의 불능으로 자를 포태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부와 자의 사회적 친자관계마
저 파탄에 이른 경우 친생추정은 배제되고 실체적 진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금반언의 법리와 부성부인의 금지
UPA 2002은 모와 법률상의 부의 행위를 근거로, 법적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모, 자
녀 또는 법률상의 부에 의한 혈연 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08조
(a)).
판례27)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성부인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요건으로 ① 부와 모 모두가 혼인 당시 남성이 아동의 생물학적
인 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② 남성이 그가 아동을 그의 친자녀로 대하고, 아동을 부
양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할 것을 보증했을 것, ③ 출생한 자에 대하여 부로서 대외적
으로 표현되었을 것, ④ 남성이 아동에게 단 한 번도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 적
이 없을 것, ⑤ 혼인 전에 그가 혼인할 경우 아동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고 모에게 언급했을 것 ⑥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직접적인 계기였
을 것 ⑦ 아동이 원고를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로 인지하고 있을 것 ⑧ 생물학적 부가
더 이상 향후 아동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것 등이 해당
한다.
이와 같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상 부에게 부성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소극적 묵인 정도의 의사로는 부족하며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친생부
로 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친자관계 성립에 혈연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배치
형의 자녀를 친생자로 부성부인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① 자녀의 출생 시 그가
유전자형이 배치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② 법률상의 부가 유전형 배
치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자와 유전적 부와의 관계 설정을 제한하도록 개입하였는지
③ 유전형 배치에 대하여 알면서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약속하였는지 ④ 또한 자가 여
전히 부를 유일한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27) Pietros v. Pietros, 638 A.2d 545 (R.I.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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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형
식적으로 친자로서 법적지위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친자관계의 지속을 개인에
게 강요할 수 없다.

(3) 부성부인을 위한 소의 원고적격과 친생추정예외의 범위
독일과 미국의 경우 친생추정을 단지 혈연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모와의 혼인관
계 등 기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등을 다
양하게 규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친자관계 확정에 관련된 이익을 좀 더 세밀하게 고
려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이를 배제하는 규
정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이 모두 협소하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 다른 남성에게 법적인 부의 지위가 귀속된 경우,
유전적 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부의 지위를 부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독일 민법 제1600조28)의 규정은 기본법 제6조 2항 제1문29)에 반한다고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부자관계 취소를 위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태 기간 동안
모와 동침하였음을 선서한 자(독일 민법 제1600조 제1항 제2호)”가 포함되게 되었다.
현재 독일은 부자관계 취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① 모와의 혼인에 기해 부
(父)로 간주된 자, ② 인지에 의하여 부로 간주된 자, ③ 혼인 후 사망 또는 재혼에 기
해 부(父)로 간주된 자 ④ 포태 기간 동안 모(母)와 동침하였음을 선서한 자, ⑤ 모(母)
및 ⑥ 자녀이다(독일민법 제1600조). 또한 UPA 2002도 친생부인에 관한 조건을 변경
하여 제204조의 부성추정에 의하여 성립한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부성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부와 모뿐 아니라 그 외의 이해관계인인 비혼의 유전적 부에
게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하였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30)는 법률상 부가 부성부인 재판절차 이외에도 자녀 측의
동의 없이 혈연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로 판단
28) 구 독일 민법 제1600조는 자의 출생 당시 모와 혼인하였던 남성과 부로서 자를 인지하였거나 사망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 300일 이내에 자가 출생하여 부로 확정된 자에게만 부성부인의 권리를 인
정하였다.
29) 독일 기본법 제6조
(2) 子에 대한 보살핌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며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의무이다.
30) BVerfG NJW 2007, 753; 권재문, 앞의 책,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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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이 결정은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혈연확인 절차’를 도
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민법이 친생부인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부 또는
모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유전자형 배치에 대해서도 친생추정을 배제하지 않고 유지하
게 되면 결국 모 스스로 친생부인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법률상 부, 유전적 부와 자는
자신의 혈연의 진실성에 대한 알 권리와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사회적 가족관계를 구성했던 경우, 친생자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
법률상의 부는 오랜 기간의 사회적 가족관계를 구성한 기간에 비례하여 친생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
려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자와 사회적 가족관
계를 유지하였다면 자의 연령 또한 상당히 높을 것이므로 신분관계 안정을 통하여 자
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생부인을 제척기간을 단기로 두고 자의 신분관계를 안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상대
적으로 축소되게 될 것이다.
도리어 자의 친생부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입장에서 유전자형 배치의 법률상
의 부에게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전적
부에 대한 알 권리는 물론 진정한 친자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원시적으로 봉쇄되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자의 친생부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의 구조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백하고 법률상
부와 자의 사회적 친자관계 마저도 파탄에 이르렀다면 친생추정은 배제하는 것이 유전
자 배치형 법률상의 부, 유전적인 부 및 자의 혈연의 진실성을 알 권리와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배제할 권리에 균형 있는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양성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친생부인의 접근 가능성의 격차
모의 사유로 유전자형 배치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부는 특정한 의심의 계기가 있
고, 이를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통해서만 사실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부의 사유로
유전자형 배치가 가능한 경우 모는 어떤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
를 혼돈할 가능성이 없다.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

이처럼 부는 원천적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율
적 의사결정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혈연진정성에 배치되는 출생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모의 의사결정과정과 부의 의사결정과정은 불평등의 상
황에 있다. 1990년 개정 전 우리 민법은 적모서자관계를 인정하여 법정혈족관계로 규
정하였으나 현재 이는 계모자 관계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 모는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계자녀에 대한 1차적인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
반면에 부는 출생자의 혈연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정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전
적인 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로서 양육과 부양의 1차적 책임을 부담할 개연
성이 더 높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불평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유전자형 배치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자율적 의사결정
의 불평등을 판례가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5) 과학기술의 발전과 친생추정 예외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제도에 대하여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
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는 2019년 대법원31) 결
정이 기존의 친생추정에 관한 예외를 정한 대법원은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
의체 결정을 번복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친생추정 제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진실
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로 등록되는 경위와 이유가
다양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역시 다종다기한데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경직성과 엄격한 친
생부인의 소의 제소요건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32)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1983년 “민법 제 844조는 …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
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
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
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 지 약 2년 2개
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3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32)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민유숙 대법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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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외관설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법률 규정에 의하면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외관설의
두 가지 요건은 ① 동서의 결여 ② 처가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그것이다. 이 중 동서의 결여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83년 판결 당
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란 동서가 결여된 경우
가 대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은 실제 동서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합의
가 있다면 정자를 냉동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를 포태할 수 있다.33) 즉
더 이상 동서의 결여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도리어 처가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는 부에게 생식능력이 없다
는 점이 밝혀지거나 출생한 자녀가 유전적으로 부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점을 간단하
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관설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는 위의 사유가 대표적인 경우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V. 친생추정의 원칙과 예외 및 파생 문제
1. 친생추정의 예외를 확대할 경우 제844조의 의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취하고 있는 외관설을 과학기
술이 발전에 따라 적용한다면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생식

33) 실제 독일 연방대법원은 37세의 남성이 방광암 수술을 받게 되면 자신의 생식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
을 알고 미리 냉동 보관한 정자를 소실시킨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 BGHZ 124,
52. 또한 Hecht v. Superior Court, 20 Cal. Rptr. 2d 275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William E. Kane
의 냉동보관된 정자를 그의 유언에 따라 여자친구인 Hecht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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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는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1. 14. 선고
99드단1096; 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법률상 부와 자
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유전자검사에서 이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
립하지 않는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
다는 입장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입장에서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친
생부인의 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범위는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과 같이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반영한다면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은 과학적 검사로 부의 생식불능이 인정된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생식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부와 자의 사회적 친자관계가 파탄되어 제844조 제1항과
제2항의 추정을 배제하게 되어도 일반적인 혼인한 부부에게서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으로 제844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친생추정의 예외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적용영역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844조가 없
다면 혼인 중에 출산한 모든 자녀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844조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다.

2.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친생추정의 예외 사유를 동서결여로 명백히 포태가 불가능한 경우에 추가로 생식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부와 자의 사회적 친자관계가 파탄된 경우까지 확장할 경우 친자관
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성부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夫는 생식능력이 있으나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子에 대해
서 법적 부자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를 적용하는 집
단이 축소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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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親生否認의 소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34)는 이 규정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의하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규정이 2017년 신설되었다.
따라서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자가 출생하였고 출생한 자가 전 배우자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생부인은 친생부인의 소외 비교하여 좀 더 간
이하게 친생부인 허가 청구로 전 배우자는 법률상의 부의 지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이미 부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①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②
친생부인의 허가(제854조의 2) ③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
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자형 배치의 부자 관계에도 사회적 친자관계까지도
해소된 경우 친생추정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확대하려 친생부인소의 적용대상이 축
소되고 나아가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전 배우자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간이화된 친생부인의 허가 방식으로 친자관계가 해소되는데 이처럼 개
별 경우마다 적용되는 부성부인의 방식이 다를 경우 법률의 적용 시 복잡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하게 구별되어 있는 부성 해소의 방법을 통일적으
로 규율하는 것이 법 규정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게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이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원고적격을 부와 모에게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子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유전적
인 부에게까지도 부성을 부인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독일이나 미국의 입법
방식에 비교하여 매우 협소하다.
반면에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므
로 매우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를 이원화하여 전자에 대하여 엄격한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원고적격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한계도 두지
않는 입법 방식(당사자 일방의 사망 시 2년의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 제865조 제2
항)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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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의 확정은 상속 기타의 다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친자관계존부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소의 주요사실은 모두 혈연상 친자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상의 부
가 유전자형의 배치로 혈연상 친자관계자 부존재함을 알면서도 사회적 친자관계를 유
지해 온 경우까지 자칫 제3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들의 관계를 개입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자관계의 확인을 주장하는 원고적격을 친자관계
의 직·간접적 당사자로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친생추정의 예외 확장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형 배치의 자에 대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하면 유전적인 부가 자를 인지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부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부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의 유전적인 부
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인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이해관계인이 친자관
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면 비로소 유전적 부가 인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자에게 법률상 부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더라도 인지를 원하는 유
전적 부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 부, 모 및 이해관계인이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에 좌우되게 되므로 유전적 부의 혈연에 대한 알 권
리와 진정한 혈연과 친자관계를 맺을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유전자 배치형의 자와 사회적 친자관계도 파탄에 이른
경우까지 확대할 경우 유전적 부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개정 독일 민법이 모의 포태 시 함께 생활하였음을 선서를 통하여 확인한 유전적
부에게 부성부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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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1)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현실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의 모습이 가족을 규율하는 법에 충분
히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 법의 괴리감은 커져 있다.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화로
혼인과 가족의 연관성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
련 법령들이 법률혼 밖에서 가족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인식되고 있
다. 따라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경험
하는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에게도 법적,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가운데에서도 법률혼
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승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다. 또한
가족을 둘러싼 법규범의 급진적인 변혁은 어려웠던 경험에 입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은 국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 단
계에서 대응 가능한 점진적인 법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면서 장기 과제에 대응함으로
써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가족변화 현상을 공식통계자료
를 통해 확인하면서 현행 가족 규범과의 간극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일반 국민의 가족
*1)본 발제문은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과제로 수행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박복순, 박선영, 김정혜, 정다은, 성정숙)의 연구결과
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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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가족 현상과 가족 규범과의 간극
1. 한국의 가족 변화 현상
우리 사회에서 가족정책은 서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생계부양자 성인 남성과 돌봄
을 전담하는 성인 여성 부부,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4인 핵가족을 기본 모델로 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때 특별한 형태의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현실 속의 가족과 가구 구성은 매우 다양해
지고 있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 가족 구성의 변화
혼인의 감소와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합계출산율의 감소 등 혼인과 출산
행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적령기’ 내 혼인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점점
더 보편적인 삶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상회하는 경제활동참가
율 추이1)는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지속되기 어려운 부양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는 남성 단독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자라는 구도를 전형적 형태로 상정하는 정책의
한계와 돌봄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구유형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증가는 만혼 경향, 즉, 혼인과 출산을 당연시하는 태도의
감소를 반영한다. 또한 가구유형의 변화에 따른 가구원수의 소규모 현상(1980년 4.5명
에서 2018년 2.4명으로 감소)2)은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함께 가족 내
1)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시도/가구주와의 관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02S&conn_path=I3 (최종접속일
2019.10.07.).
2)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국가지표체계,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최종접속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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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자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대체로 낮은 연
령대일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향후 가족에 대한 인식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가 2019년 하반기 실시한「가족 다
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
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67.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인 및 혈연관
계에 천착하는 민법상의 가족 개념이 현실에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
이 될 수 있다.”에는 동의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별로 50대 이상은 부정적,
40대 이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향후 가족을 동거하는 집단으로 제한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감소할 것을 전망된다.3)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태도는 감소하는 반면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08년 68.0%에서 2018년 48.1%로 약 20%p 정도 급감하고,4) 비혼 동거에 대한 허
용적 태도는 2008년 42.3%에서 2018년 56.4%로 10년 사이에 14.1%p로 급격하게 상
승한다.5) 비혼 동거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 정도는 56.4%에 그치고 있으나, 평균 초혼
연령대에서의 동의 정도는 70%를 상회함으로써 법률혼에 구속되지 않는 태도가 실제
혼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낮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급감하는 것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법률혼 중심의
가족 개념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반면 비혼 동거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있어 여성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9.27.),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없애는데 국민 75.6% 찬성 … 가족 다
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4면.
4) 통계청, ｢사회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conn_path=I3 (최종접속일
2019.10.07)
5) 통계청, ｢사회조사｣,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3
(최종접속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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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경향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비혼 동거로 인해 여성이 겪는 차
별이 더 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외 출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2008년 21.5%에서
2018년 30.2%로 10년 동안 약 9%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 가족에 대한 인
식의 다른 사항보다는 변화 폭이 크지 않다. 비혼 동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동의 정
도가 남성보다 낮은데 이 또한 비혼 출산 여성이 받는 차별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경로로 보는 인식이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허
용도도 높아지고 있다(사회조사결과 2008년 39.0%에서 2018년 63.0%로 상승).7) 외국
인과의 혼인 또한 긍정적인 답변이 2008년 56.0%에서 2018년 72.6%로 크게 상승했
다.8)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이상의 결과들은 단일모델을 기준으
로 할 때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과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 정
도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각각 91.4%와 85.1%로 나타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그
밖에 1인가구 지원과 법률혼 외 혼인차별 폐지에 대한 지원도 각각 70.0%와 63.4%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가족 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한다.9)

2. 국내 가족 규범의 현황 및 한계
가. 가족담론과 관련 법제와의 관계
2019년 현재까지 한국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는 중요한 대전제를 기초로
6) 통계청, ｢사회조사｣, “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I3 (최종접속일
2019.10.07.)
7) 통계청, ｢사회조사｣, “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I3 (최종접속일
2019.10.07)
8) 통계청, ｢사회조사｣,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13세 이상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I3 (최종접속일
2019.10.07)
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5.24.)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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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동에 따라 가족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이하 정상가족)를 기준으로 다양한 법제화를 진행해
왔다. 가족에 대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입은 가족의 개념과 범위, 가족의 역할, 가족
의 당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요청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 이
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즉, 가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법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법제화가 가족에 대한 사
회적 담론의 지형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법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족위기담론이다. 가족위기담론은 가
족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상(像)을 중심으로 가치를 강력하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정책
의 방향도 이른바 정상가족의 위기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유지·존속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명확히 맞춰진다. 가족위기담론의 지지를 받고 제정된 대표적인 법이 바로 국
민은 혼인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는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이념을 담
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고, 국가가 그리는 혼인과 혈연
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상적인 가족상을 벗어난 가족에 대한 대처로서 개별 가족유형별
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화가 사회현상으로서 본격화되면서 가족의 위기로서가 아니라
사회변동으로서 가족이 변동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가족위기담론이 특정한
이성애 핵가족을 전형으로 이와는 다른 다양한 가족들의 등장과 삶을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가족현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정상적인 생애모델로서 결혼과 특
정한 가족의 형태를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한다. 그리고 가족위기담론에서 제정되었던 다양한 법제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삶을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상가족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으로서 혼인이나 혈연을 기초로
하지 않은 1인가구, 노인가구, 동성가족, 동거가족 등도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
게 된다. 이하에서는 헌법, 민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
기본법과 그 외 법률에서 가족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서 살펴본 사회
변화에 따라 종래 전형적인 가족관계와 이에 대한 전통적인 법적 규율에 대한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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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인의 개념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혼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까지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
동체를 이루는 것임으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그렇
게 되면,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동성커플의 결합이나 사실혼은 헌법 제36조제1항
의 보호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헌법상의 개념은 그 본질과 구체적인 보호영역이 법률
이 아닌 헌법에 의해 밝혀져야 하며, 헌법상의 혼인 개념은 혼인에 대한 법제의 규율
보다 더 상위에서 기준으로 기능하면서 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혼인의 실체적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 제도로서 혼인의 보존이 아닌,
사적 최소 단위의 관계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 자율적 인격 실현을 보장하며, 동등한 결합체로서 혼인과 그에 따른 가족
관계 형성을 보장하는데 헌법의 입법목적이 존재한다.11)

다.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과 형태는 꾸준히 다양하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 대
상이 되는 가족을 형태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유
사한 헌법규정을 갖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가족의 개념을 그 핵심적 기능인 ‘자
녀의 부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고, 형태적 측면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부
모와 자녀로 구성된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있다.12)
헌법은 가족에 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
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전원재판부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헌공제215
호,1370]
11) 이재희(2019), “국가와 가족” 발표에 대한 토론, 한국가족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헌법과
가족법”(2019.6.14.), pp.43-44.
12) 정문식(2017),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한양법학회,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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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조).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국민정서의 충격 완화라는 명문으로 존치되
어 실체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을 규율하는 다른 법들에서 준용함으로써 혼
인과 혈연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을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효과를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
한다.

라. 법률혼 외의 결합관계에 대한 보호: 사실혼
현행 민법은 혼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않지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의사의 합치(민법 제815
조)와 형식적 요건으로서 민법 제812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실혼주의를 취하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법률혼주
의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면서 그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다. 사실혼은 혼인관계
를 규율하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를 통하여 법률혼 부부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
해 옴. 판례는 사실혼을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보호함에 있어 혼인의사의 합치에 혼인신고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사실혼 보호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경직될 우려가 있다.
사실혼에 대한 보호는 요건에 대한 판례의 엄격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여러 특별법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던) 사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통해 형성
된 사실혼에 대한 개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가족관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의 절차법
인 가족관계등록법은 ‘혈연’, ‘혼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혼’ 관
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의 다른 증명 수단을
필요로 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는 사실혼의 경우도 법적인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없고, 특별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
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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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관계증명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류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 기재와 함께 혼인의사가 있음을 추정하기 위해
결혼식 사진, 가족 또는 친지, 이웃 등의 인우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해관계의 대립으로 인우보증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
구’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관계 증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증명을 할 수 없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법률
혼 외의 결합관계의 보호로서 기능하고 있는 사실혼에 대한 보호도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혼인과 혈연이 아닌 주거와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관계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그동안 가족 관련 법은 양성평등의 제고와 함께 아동의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개정
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어 온 가족을 둘러싼 변화 및 가족 인식의
변화를 담아내려는 시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도 없으며, 정형화된 가족형태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상황에 있으며, 각자
에게는 각자의 가족이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차별도 따르지 않도록 현재 다변
화되고 있는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III.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연구
진 회의 등을 거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한 뒤 2019년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온라
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편집, 코딩,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SPSS로 통
계 분석하였다. 조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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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표본크기

1,340명 (유효표본 기준)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층화

시/도별, 연령별, 성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7%p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성별

연령대

지역

학력

직업유무

구분

사례수

%

전체

(1,340)

100.0

여성

(657)

49.0

남성

(683)

51.0

19-29세

(278)

20.8

30-39세

(267)

19.9

40-49세

(314)

23.4

50-59세

(324)

24.2

60-65세

(157)

11.7

서울/경기

(609)

45.4

기타 지역

(731)

54.6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13)

1.0

고등학교 졸업

(198)

14.8

전문대학/대학교 재학/졸업

(903)

67.4

대학원 재학/졸업

(226)

16.9

있음

(997)

74.4

없음

(34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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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

고용상 지위

사례수

%

관리자

(86)

6.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8)

9.6

사무 종사자

(505)

37.7

서비스 종사자

(97)

7.2

판매 종사자

(48)

3.6

농림어업 종사자

(6)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5)

1.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1.0

단순노무 종사자

(48)

3.6

군인

(1)

0.1

기타

(40)

3.0

고용주

(42)

3.1

자영업자

(103)

7.7

상용직 근로자

(712)

53.2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119)

8.9

무급가족종사자

(21)

1.5

200만원 미만

(133)

9.9

(429)

32.0

(392)

29.2

(215)

16.0

(102)

7.6

1,000만원 이상

(70)

5.2

결혼함(사실혼 포함)

(807)

60.2

(50)

3.7

(483)

36.1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가구소득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이혼/사별 후
혼인상태(1)

현재 결혼하지 않음
결혼한 적 없고,
현재도 결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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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

법률혼(초혼,재혼)

(789)

58.9

사실혼(초혼,재혼)

(18)

1.3

동거

(9)

0.6

미혼/비혼 싱글

(525)

39.1

전통적

(952)

71.0

비전통적

(388)

29.0

과거 동거 경험

있음

(99)

7.4

(배우자 제외) 유무

없음

(1,241)

92.6

가족 중 이혼/별거/재혼

있음

(353)

26.3

경험 유무

없음

(987)

73.7

있음

(318)

23.8

없음

(1,022)

76.2

혼인상태(2)

혼인 경험 및 의사

지인 중 동거가족 유무

위의 표에서 제시한 ‘혼인 경험 및 의사’는 혼인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 경험 및 의
사에 따른 구분으로 전통적인 혼인 규범을 준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
분한다. 첫 번째 집단(71.0%)은 전통적인 범주에 속하는 집단으로서, 동거 경험이 없으
면서 미혼으로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와 동거 경험이 없으면서 법률혼 상
태이고 초혼인 응답자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29.0%)은 다양한 가족 경험이 있거나
전통적 의미의 혼인에 진입할 의사가 없는 집단으로서, 동거 경험이 있거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또는 동거 중이거나, 재혼, 이혼, 사별, 비혼인 응답자 집단이다.

2. 분석 결과
가. 가족 개념 인식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법률혼의 표지인 혼인 및 혈연보다 공동 주거
및 생계의 공유를, 사실혼 판단의 주요 기준인 공동 주거 생활보다도 정서적 유대, 친
밀한 관계 등 당사자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집단별 비교 결과, 이혼/사별 후 현재 비혼인 집단, 혼인경험 및 의사가 비전통적
집단이, 주변에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비교 집단에 비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것에 동의의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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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가족에 대한 인식 1.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
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단위: %, 점)
①
전혀

구분

사례수 동의

(통계값)

안함
(1점)

전체

(1,340)

②
동의
안함
(2점)

③
동의 함
(3점)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4점)

6.7

28.9

55.6

8.8

35.6

64.4

100.0 (2.66)

(.73)

6.8

32.1

54.2

6.9

38.9

61.1

100.0 (2.61)

(.72)

a

(50)

1.6

20.7

62.0

15.6

22.4

77.6

100.0 (2.92)

(.66)

b

(483)

7.1

24.4

57.1

11.4

31.5

68.5

100.0 (2.73)

(.75)

ab

법률혼(초혼,재혼)

(789)

6.7

32.2

54.4

6.7

38.9

61.1

100.0 (2.61)

(.71)

a

혼인상태(2)

사실혼(초혼,재혼)

(18)

13.7

27.2

46.4

12.8

40.9

59.1

100.0 (2.58)

(.90)

a

(4.23**)

동거

(9)

-

23.3

45.7

31.0

23.3

76.7

100.0 (3.08)

(.78)

a

미혼/비혼 싱글

(525)

6.7

24.1

57.8

11.4

30.8

69.2

100.0 (2.74)

(.75)

a

결혼함(사실혼 포함) (807)
이혼/사별 후
혼인상태(1)

현재 결혼하지 않음

(6.93**)

결혼한 적 없고,
현재도 결혼하지
않음

* p<.05, ** p<.01, *** p<.001

19-29세 집단, 혼인 경험 및 의사가 비전통적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가족 개념을 이
해할 때 함께 사는 것보다 정서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가족에 대한 인식 2.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단위: %, 점)
①
구분
(통계값)

전혀
사례수

동의
안함
(1점)

전체

(1,340) 6.0

②

③

④

동의

동의

매우

안함

함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2점) (3점) (4점)
31.5

54.8

7.7

37.5

62.5 100.0 (2.6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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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구분

사례수

(통계값)

동의
안함
(1점)

②

③

④

동의

동의

매우

안함

함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2점) (3점) (4점)

19-29세

(278)

4.9

25.9

58.6

10.6

30.8

69.2 100.0 (2.75) (.71)

b

30-39세

(267)

7.1

30.7

54.0

8.3

37.7

62.3 100.0 (2.63) (.74)

ab

40-49세

(314)

6.7

29.9

54.3

9.0

36.6

63.4 100.0 (2.66) (.74)

ab

50-59세

(324)

6.5

33.5

55.0

5.1

40.0

60.0 100.0 (2.59) (.69)

ab

60-65세

(157)

4.0

41.6

50.3

4.1

45.6

54.4 100.0 (2.54) (.64)

a

(807)

6.0

34.3

53.5

6.3

40.3

59.7

100.0 (2.60) (.70)

a

(50)

8.6

28.2

55.1

8.1

36.8

63.2

100.0 (2.63) (.76)

a

현재도 결혼하지 (483)

5.9

27.1

57.0

10.0

33.0

67.0

100.0 (2.71) (.72)

a

법률혼(초혼,재혼) (789)

5.8

34.5

53.4

6.3

40.3

59.7

100.0 (2.60) (.70)

a

혼인상태(2) 사실혼(초혼,재혼) (18)

11.8

26.6

58.1

3.6

38.3

61.7

100.0 (2.53) (.77)

a

연령대
(2.89*)

결혼함(사실혼
포함)
이혼/사별 후
혼인상태(1)
(3.73*)

현재 결혼하지
않음
결혼한 적 없고,
않음

(2.96*)

혼인 경험 및
의사
(-2.97**)
가족 중
이혼/별거
/재혼 경험
유무

동거

(9)

-

27.8

41.2

31.0

27.8

72.2

100.0 (3.03) (.81)

a

미혼/비혼 싱글

(525)

6.2

27.2

57.1

9.5

33.4

66.6

100.0 (2.70) (.73)

a

전통적

(952)

6.5

32.9

54.2

6.4

39.4

60.6

100.0 (2.60) (.70)

비전통적

(388)

5.0

27.9

56.3

10.9

32.8

67.2

100.0 (2.73) (.72)

있음

(353)

4.1

29.5

57.6

8.8

33.6

66.4

100.0 (2.71) (.68)

없음

(987)

6.7

32.2

53.8

7.3

38.9

61.1

100.0 (2.62) (.72)

(2.19*)
* p<.05, ** p<.01, *** p<.001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데 있어 응답자가 삶의 과정에서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었거나,
현재 전통적인 법률혼의 범위 밖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거나, 혹은 지인 중 동거가족
이 있어 ‘비전형적인 다양한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두 명을 부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응답은 ‘본인들의 부부로
서의 인식’, ‘혼인신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 ‘동거 기간’, ‘자녀의 존재’, ‘결혼식’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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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Ⅲ-5> 부부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단위: %, 점)
①

②

전혀
구분

필요

필요

안 함

안 함
본인들의 부부로서의

필요함
(3점)

(2점)

(1점)

④

③

매우
필요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편차

(4점)

1.1

4.3

36.6

58.1

5.3

94.7

100.0

(3.52)

(.63)

혼인신고

2.5

9.8

51.2

36.4

12.4

87.6

100.0

(3.21)

(.72)

주변사람들의 인정

5.8

27.3

53.2

13.7

33.1

66.9

100.0

(2.75)

(.76)

동거기간

6.8

30.1

51.0

12.0

37.0

63.0

100.0

(2.68)

(.77)

자녀의 존재

16.4

34.1

32.8

16.7

50.5

49.5

100.0

(2.50)

(.95)

결혼식

17.0

40.8

32.4

9.7

57.9

42.1

100.0

(2.35)

(.87)

인식

나. 동거에 대한 인식
‘동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38.8%가 부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집단별 비교 결과 남성이, 어린 연령대가, 이혼 및 사별 후
결혼하지 않은 집단이, 현재 동거중인 집단이, 혼인경험 및 의사가 비전통적인 집단이,
과거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이, 주변에 동거인이 있는 사람이 비교집단보다 동거에 대
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Ⅲ-6> 동거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①
구분
(통계값)

사례수

매우
부정적
(1점)

전체

(1,340)

4.0

②

③

부정적 긍정적
(2점)

(3점)

34.8

54.5

④
매우
긍정적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4점)
6.7

38.8

61.2

100.0 (2.64)

(.67)

[발표 3] 박복순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67

①
구분

사례수

(통계값)

매우
부정적
(1점)

②

③

부정적 긍정적
(2점)

(3점)

④
매우
긍정적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4점)

성별

여성

(657)

4.1

40.7

49.5

5.6

44.9

55.1

100.0 (2.57)

(.66)

(-3.94***)

남성

(683)

3.9

29.0

59.2

7.8

33.0

67.0

100.0 (2.71)

(.66)

19-29세

(278)

2.7

20.1

64.2

13.0

22.7

77.3

100.0 (2.88)

(.65)

c

30-39세

(267)

3.9

30.8

57.9

7.4

34.7

65.3

100.0 (2.69)

(.67)

b

40-49세

(314)

3.9

38.6

53.0

4.6

42.4

57.6

100.0 (2.58)

(.64)

ab

50-59세

(324)

4.4

41.7

48.9

4.9

46.2

53.8

100.0 (2.54)

(.66)

ab

60-65세

(157)

6.1

45.7

45.7

2.5

51.8

48.2

100.0 (2.45)

(.65)

a

결혼함(사실혼 포함) (807)
이혼/사별 후
(50)
현재 결혼하지 않음
결혼한 적 없고,

4.6

42.1

48.9

4.4

46.7

53.3

100.0 (2.53)

(.65)

a

-

23.7

70.3

6.0

23.7

76.3

100.0 (2.82)

(.52)

b

연령대
(15.26***)

혼인상태(1)
(27.27***)

현재도 결혼하지

(483)

3.6

23.6

62.1

10.7

27.2

72.8

100.0 (2.80)

(.67)

b

않음
법률혼(초혼,재혼)

(789)

4.7

42.6

48.7

4.0

47.3

52.7

100.0 (2.52)

(.65)

a

혼인상태(2)

사실혼(초혼,재혼)

(18)

-

19.6

59.5

20.9

19.6

80.4

100.0 (3.01)

(.65)

ab

(23.76***)

동거

(9)

-

14.2

37.0

48.8

14.2

85.8

100.0 (3.35)

(.76)

b

미혼/비혼 싱글

(525)

3.3

23.8

63.3

9.6

27.1

72.9

100.0 (2.79)

(.65)

a

혼인 경험 및 의사

전통적

(952)

5.0

40.4

49.7

4.9

45.4

54.6

100.0 (2.55)

(.67)

(-8.47***)
과거 동거 경험

비전통적

(388)

1.7

21.0

66.1

11.1

22.7

77.3

100.0 (2.87)

(.61)

있음

(99)

-

10.6

72.4

17.0

10.6

89.4

100.0 (3.06)

(.52)

없음

(1,241)

4.4

36.7

53.0

5.9

41.1

58.9

100.0 (2.60)

(.67)

있음

(318)

3.3

24.4

62.4

9.9

27.7

72.3

100.0 (2.79)

(.66)

없음

(1,022)

4.3

38.0

52.0

5.7

42.3

57.7

100.0 (2.59)

(.66)

(배우자 제외)유무
(8.24***)
주변에
혼인신고하지
않고같이사는사람
유무

(4.69***)
* p<.05, ** p<.01, *** p<.001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동거가 성공적인 결혼생활
을 위한 과정’(530명)이고, 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도
덕적인 문제’(206명)이다.
‘동거유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결혼을 전제한 동거’나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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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동거’는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결혼제도의 거부와 대안으로 하는 동
거’나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한 동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친밀성과 관계가 기본적인 토대여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거에 대한 인식 및 유형별 동거에 대한 인식’ 문항 대부분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
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혼인 또는
혼인 유사 관계에서 법적 보호의 부족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법적 보호가 부재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여 동거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보호
가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와 관행이 축소된다면 동거에 대해 긍정적 태도
로 전환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법률상 혼인 및 혼인 유사 관계의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
답자의 10% 정도는 법률혼, 사실혼, 동거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혼인 관련 개념 인지도
(단위: %)

구분

동거

사실혼

법률혼

계

혼인신고 한 관계

1.5

9.6

89.0

100.0

10.0

87.6

2.4

100.0

90.6

7.4

2.0

100.0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면서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관계

법률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동거 및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잘못 인지하고 있다. 동거 관계와 사실혼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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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는 실체적 관계로서 인식하는 정도와 법제도상 수용 수준 간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법과 정책에서 사실혼 관계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현실에서 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8> 법률혼 관계의 권리․의무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지 여부
(단위: %)

구분
나와 사실혼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계

65.3

27.5

7.1

100.0

38.1

52.4

9.5

100.0

49.4

41.9

8.8

100.0

47.9

43.0

9.1

100.0

33.0

57.6

9.4

100.0

39.5

50.3

10.2

100.0

나와 사실혼 배우자의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혜택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와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 간에 친인척
관계가 발생한다
나와 사실혼 배우자의 유언이 없어도
서로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와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라. 가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법률혼과 같은 상속과 입양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 배우자의 아이
를 친자녀로 입양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아
닌 공동입양을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의 유산 상속 등에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7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

<표 Ⅲ-9>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률혼의 제도적 권리의 확대 동의 정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①+②
③+④
(전혀 동의하지 (동의하는
않음+동의하지 편+매우동
않는 편)
의)

평균

표준
편차

(1)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유산
상속 혹은 법정 상속순위에

(1,340)

37.4

62.6

2.62

.73

(1,340)

32.2

67.8

2.70

.72

(1,340)

42.5

57.5

2.56

.76

포함되는 것
(2) 사실혼 배우자의 아이를
친자녀로 입양하는 것
(3) 나와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것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 유산을 상속받거나 법정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
해 연령대별로는 50-59세 집단(2.75)이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실혼 배
우자의 아이를 나의 친자녀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학력별로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집
단(2.16)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나와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의
정도가 높았고 현재 동거 중인 집단의 동의하는 수준이 비교 집단보다 높았다. 법률혼
집단의 경우는 56.1%가, 사실혼인 응답자의 69.2%가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동거 관계에 법률혼의 제도적 권리를 부여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거인의 의료 수술이나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 서명하는
것’, ‘동거인 사망 시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가족책임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높다. 반면 ‘동거인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받는 것’, ‘동거인 사망 시 유산을 상속받거나 법정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것’, ‘동거인
의 아이를 내 친자녀로 입양하거나 함께 아이를 공동 입양하는 것’, ‘동거인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 ‘직원의 가
족복지를 위해 회사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 ‘연말정산 및 증여와 상속
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 등 “혜택을 받고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개념이 결혼과 혈연의 넘어 돌봄과 유대, 친밀성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변화가 의식의 측면에서는 뚜렷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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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마. 생활동반자법 제도화에 관한 인식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2명이 동반자 관계로 계약을 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등록하면
법률혼의 부부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43.3%,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응답은 56.7%으로 나타
났다.
<표 Ⅲ-10>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①
전혀
구분

사례수

(통계값)

동의
하지
않음
(1점)

전체

(1,340) 16.3

②
동의
하지
않는 편

③

④

동의

매우

하는 편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3점)

(4점)

40.5

35.8

7.5

56.7

43.3

100.0 (2.34)

(.84)

(2점)

성별

여성

(657)

14.5

39.6

38.2

7.7

54.1

45.9

100.0 (2.39)

(.83)

(1.97)

남성

(683)

17.9

41.4

33.4

7.3

59.3

40.7

100.0 (2.30)

(.85)

19-29세

(278)

9.6

31.5

44.9

14.1

41.1

58.9

100.0 (2.63)

(.84)

b

30-39세

(267)

19.0

38.1

36.2

6.7

57.1

42.9

100.0 (2.31)

(.85)

a

40-49세

(314)

14.9

41.4

38.0

5.7

56.3

43.7

100.0 (2.35)

(.80)

a

50-59세

(324)

19.5

44.8

30.6

5.0

64.3

35.7

100.0 (2.21)

(.81)

a

60-65세

(157)

19.4

49.7

25.1

5.8

69.1

30.9

100.0 (2.17)

(.81)

a

직업유무

있음

(997)

17.0

40.0

36.7

6.4

56.9

43.1

100.0 (2.33)

(.83)

(-1.49)

없음

(343)

14.2

42.1

33.0

10.7

56.3

43.7

100.0 (2.40)

(.86)

(13)

34.6

36.0

29.4

-

70.6

29.4

100.0 (1.95)

(.83)

(198)

14.3

39.8

37.8

8.0

54.2

45.8

100.0 (2.40)

(.83)

(903)

15.5

40.3

37.7

6.6

55.7

44.3

100.0 (2.35)

(.82)

(226)

20.0

42.3

26.7

11.1

62.2

37.8

100.0 (2.29)

(.91)

연령대
(12.51***)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8)

전문대학/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7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

①
전혀
구분

사례수

(통계값)

동의
하지
않음
(1점)

결혼함(사실혼 포함) (807)

②
동의
하지
않는 편
(2점)

③

④

동의

매우

하는 편 동의함
(3점)

(4점)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

사후

편차

검증

19.0

45.3

31.2

4.5

64.3

35.7

100.0 (2.21)

(.80)

a

(50)

22.3

37.0

32.5

8.1

59.4

40.6

100.0 (2.26)

(.90)

a

(483)

11.0

32.8

43.8

12.4

43.8

56.2

100.0 (2.58)

(.85)

b

법률혼(초혼,재혼)

(789)

19.0

45.4

31.5

4.2

64.4

35.6

100.0 (2.21)

(.79)

a

혼인상태(2)

사실혼(초혼,재혼)

(18)

21.9

41.0

18.3

18.8

62.8

37.2

100.0 (2.34) (1.05)

a

(18.43***)

동거

(9)

14.2

14.2

40.6

31.0

28.4

71.6

100.0 (2.88) (1.07)

a

미혼/비혼 싱글

(525)

12.0

33.5

42.7

11.7

45.6

54.4

100.0 (2.54)

(.85)

a

혼인 경험 및 의사

전통적

(952)

18.2

43.5

34.3

4.0

61.7

38.3

100.0 (2.24)

(.79)

(-6.93***)

비전통적

(388)

11.4

33.2

39.2

16.1

44.6

55.4

100.0 (2.60)

(.89)

과거 동거 경험

있음

(99)

10.7

34.0

38.6

16.7

44.8

55.2

100.0 (2.61)

(.89)

(1,241) 16.7

41.0

35.5

6.8

57.7

42.3

100.0 (2.32)

(.83)

이혼/사별 후
혼인상태(1)

현재 결혼하지 않음

(30.05***)

결혼한 적 없고,
현재도 결혼하지
않음

(배우자제외) 유무
(3.31**)
가족 중 이혼/별거
/재혼 경험 유무
(0.83)
주변에

없음
있음

(353)

16.4

40.4

32.2

11.0

56.8

43.2

100.0 (2.38)

(.89)

없음

(987)

16.2

40.5

37.0

6.3

56.7

43.3

100.0 (2.33)

(.82)

있음

(318)

19.1

31.6

38.7

10.6

50.6

49.4

100.0 (2.41)

(.92)

(1,022) 15.4

43.3

34.8

6.5

58.6

41.4

100.0 (2.32)

(.81)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 유무

없음

(1.47)
* p<.05, ** p<.01, *** p<.001

집단별 비교 결과 연령별로는 19-29세 집단이, 결혼한적 없고 현재도 결혼하지 않
은 집단이, 혼인 경험 및 의사가 비전통적인 집단이,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이 비
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법
률적 측면, 비용 절감 등의 실용성, 개인의 권리 및 사생활 보장, 시대적 변화 반영 등
이 제시되었으며, 반대 이유로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 법률적 문제, 동성파트너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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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치관에 위배,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이 제시되었다.
생활동반자법 관계에 법률혼의 제도적 권리를 부여함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료현장
에서 보호자로서의 서명’과 ‘동거인 사망 시 시신인도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동
의하나 이외의 항목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다. ‘동거 관계에 대한 법률혼의 제도
적 권리의 확대 정도’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응답의 경향은 동일했으나, 동거 관계보다
는 생활동반자로 등록한 관계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전체 항목 모두에서 높다. 동
거 관계보다는 생활동반자법 관계에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긍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집단별 비교 결과 성별에 따라 주로 남성이, 연령
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자 본인이 다양한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향후 전통적 혼인 관계에 편입될 계획이 없는 경우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및
다양한 가족에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인다.

3. 소결
이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개념이 ‘혼인’과 ‘혈연’을 넘어 공동
주거, 생계,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동거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하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안적인 가족 개
념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동거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결혼의 규범에 매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혼과 동거관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응답이 드
물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응
답도 60% 이상 되지만,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의의가 의문시되는 점도 있다.
또한 가족의 개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거나 고조되어도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사회적 자원과 지원을 평등하게 함께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나가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혼인이 아니어도 함께 살면 가족이라고 응답하지만, 비혼인 가족에 대해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개념의 수준만큼 동
의하지 않는다. 동거관계의 경우는 찬성 대 반대의 비율이 3:7이고 생활동반자법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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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을 때 등록한 동반자 관계의 경우는 4:6 정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법적, 제도적 사회변화와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찬성 비율이 결
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Ⅳ. 결론 및 정책제언
현행 우리 법상의 가족 개념은 헌법과 기본법, 민법, 사회보장법의 영역에 걸쳐 강
하게 결부되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법은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각자의 기능
을 갖기 때문에, 모든 법 영역에 통일된 가족 개념은 존재할 수 없고, 민법의 가족에
대한 범위 규정이 헌법에서도,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
라서 현재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개념의 분절화’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가족
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 가족 관련 기본법, 민법, 사회보장법의 영역에 두루 걸쳐 가족
개념의 분절화라는 관점을 갖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 정립
헌법 제36조제1항은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 이외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의미로 해석되면, 혼인과 가족의 실질을 갖추고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이 비전형적인 가족형태라는 이유로 혼인과 가족의 승인에서 배제하게 되고,
결국 이는 그들의 존엄에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
과 가족의 실질을 갖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든, 새로운 다양
한 형태의 것이든 이를 보호하고 이러한 혼인과 가족관계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부
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통로가 되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혼인과 가족이라 할지라
도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족 법제를 포함하
여 법제도적 보호와 혜택을 평등하게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13) 이재희(2019.06.14.), 앞의 글,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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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 내포된 가족 관점의 전환
가족위기이론에 입각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갖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기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발전주의에
앞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재생산 전반의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구성하지 않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부정하거
나 그 추세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
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14)

3.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한 변화 모색: 해석론과 입법론의 전개
가. 민법의 편제 개편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규정들이 친족 개념을 중심으로 규율하다 보니, 현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실천을 위한 관계맺음에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법적 규율
을 필요로 함에도 이와 같은 편제 하에서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호주제 하에서 친족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공동체를 중심으
로 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가족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민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민법의 틀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는 전통적 혼인규범에 따라 삶을 구성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70% 정도로 다수를 차
지하지만, 나머지 30% 가량은 전통적 혼인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의 삶을 영위
하려고 하는 자들로 다수를 위한 법이 아닌 다양한 삶의 유형을 선택한 소수자들도 누
릴 수 있는 보편적인 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 혼인규범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존의 호주제 하에서 넓혀진 부계혈족 중심의 친족
문화와 제사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친족 개념을 중심으로 혼인과 부모와 자
녀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서 개인들의 가족형성의 기초로 법률혼 외에도 존재할 수 있
는 다양한 파트너 관계의 유형을 규율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관계,
14) 조은주(2019),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비판”, 『법과사회』
6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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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친족관계를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

나.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의 범위 규정 삭제
더불어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 규정은 민법 내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한
채 상징적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포섭과 배제의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은 삭제
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은 이상적인 가족상을 두고
그로부터 벗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상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실혼’ 개념의 변화 필요성: 공동생활의 실체를 중심으로 한 개념 설정
사실혼은 나라마다 개념이 다르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하
고 있으며, 그 발생원인도 법률의 부지 또는 법률상 장애 등으로 인한 무의식적, 비자
발적 유형부터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의도적, 자발적 유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처럼 사실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획일적으
로 혼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더구나 혼인신고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혼에 의한 보호대상은 좁아지게 된다.15) 따라서 다양한 관계맺음 방식에 대
한 법적 포섭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사실혼에 대한 성립요건의 완화가 요청된다. 실질적인 혼인의사의 존재를 파
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의사를 갖지 않은 커플
들을 사실혼 보호를 위한 준혼법리로 포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는 성
립요건에서 제외하고, 외형적으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충
분하다고 하는 판례이론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 시점에서 사실혼이 보호
받는 정도만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사실혼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15) 윤진수(2018),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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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산관계 청산을 위한 공정한 기회 부여
다음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준
혼이론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꾀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권은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
모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
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16) 위 결정의 보충의견(조용호 재판관)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각종 연금(보험)관계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유족의 사후 부양
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
에게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
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부양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규정(민법 제
1057조의2)에 의하면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포함되
고, 사실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도 포섭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의 혈족이 존재하지 않아야 찾아오는 기회로서, 재산의 공정한 청산 기회 이
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마. 생활동반자의 유족으로서의 지위 보장
우리 민법은 사유재산제도의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가족을 규율하는 친족상속편은 전통과의 조화를 위해
계약법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17) 법 제정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
16)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전원재판부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헌공제215
호,1370]
17) 차선자(2019), “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법학논총』(제36집 제1호),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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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통은 현대화과정에서 많이 변모되고, 개인들의 의식도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개
인의 선택과 의사를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가족가치의 변화를 가
족법의 영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민법의 상속편은 유족의 생계보장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한 청산이 가능
토록 하기 위해 상속인의 의사보다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
우자에게는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민법 제1112조). 이러한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상속권이 없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유증을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특
별한 누군가의 유증을 받을 권리는 온전히 확보되지 못한다. 유류분 권리자에 배우자
에 준하는 지위로 생활동반자를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사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확보할
대상자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등으로 하여 그 대상을 좁혀 나가
야 할 것이다.
또한 사망 이후 남겨진 생활동반자의 주거권의 보호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민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여 주거
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거권
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권은 공동생활
을 하고 있지 아니한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이들 사이의 주거의 계속 사용과 관련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정된 주거
사용권의 보장에는 미흡하다. 주거권에 대한 안정된 보호의 필요는 법률혼의 배우자이
든, 사실혼 배우자이든, 생활동반자이든 공동생활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바. (가칭)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뒷받침 자료로 삼기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
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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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졌다. 반면,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적 개
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 재산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긍정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계속 제도권 밖에 놓아둘 것인지는 모아진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볼 때, 응답자가 스
스로 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거가 불리하거나 법
적 보호가 부재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여 동거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사회적 낙인이 감소
할 경우 중립 또는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응답도 적지 않았
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
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선 공약이나 국회의원이 유사한 법 제
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보수적인 종교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좀처럼 입법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을 차단하여 사회적 승인을 배
제한다고 하여 동성커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동성커플로 살아가고 있는 이
들에게는 개인의 존엄의 훼손이자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위기상황
에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차별에 그대로 노출시키게 된다.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 온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
라처럼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전무한 단계에서 동성커플만을 위해 혹은 동성
과 이성커플이 모두 이용가능한 차별 해소를 위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한 이후, 혼인
제도에 대한 동성커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취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동성커플에게도 혼인 제도를 열게 되는 단계적 과정을 밟아온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전무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인 제도를
동성커플에게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은 동성커플의 사회적 보호를 떠나 이성커플에게도 혼인 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는 동시에 장래 동성혼으로 권리 확
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생활동반자 제도를 혼인으로 흡수하지 않고 독작적인 위치
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성 커플도 동성 커플도 혼인 제도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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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반자 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칭)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의 정의 규정, 관계 성립과 해소를 위한 요건,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으로서 비재산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 관계 증명을 위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생활동반자와 가족법의 영역에서
친족 범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조정에 관한 내용들도 민법의
특례로서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동반자법에 규정된 생활동반자를 사회복지 관계
법 상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조
정된 권리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증명이 용이함을 꾀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진선미 의원이 추진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은 법원을 통한 ‘생활동반자등록부’라
는 별도의 등록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18) 그러나 생활동반자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
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나, 생활동반자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재산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면, 엄격한 사전 공시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별 등록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는 관계로서 현재의 민
법상 가족범위에 속하는 자와 동거인 외에 동반자를 추가하는 것을 통해 관계증명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최대한의 보장을 통한 다양한 가족 구성 방
식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이 약화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개인 간의 연대를 통한 국
가에의 복지 의존을 줄이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 공정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 “특수관계인” 및 각종 제척/회피 규정에
서 형식에 불과한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
는 실질적인 관계까지 포섭하게 되는 이점도 갖게 된다.

사. 사회 인식 개선 운동과 지역적 접근의 전개
새로운 법 제정의 움직임과 함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법제화에 걸릴 시간을 생
각할 때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수용 이전에도 새로운
가족구성을 시도한 당사자들이 생활상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이다. 가족
18) 장서연(201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설명 및 입법의 효과”,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자료집(2014.7.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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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적 자치의 존중이라는 근대 민법의 이념을 따르면서도 공동체 가족의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특수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밀한 관계
에 있는 1인보다 법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에 속하는 자가 우선하게 된다. 법 개정이
없이는 이러한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나, 현행 법의 각종 제도
의 조합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
를 적극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덜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 상
황에 대한 보호를 미리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사회보장 안내책자를 만들어 홍보
하는 것이다. 혼인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계약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
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나, 젊은 연령대에서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수용적인 태도
를 견지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운동 차원19)에서 유언
장 쓰기, 동거 계약, 세금, 후견 계약 등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홍보책자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칭)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한 당사자들을 위한 안내책자”에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구성
방식이 법률혼을 선택한 사람들과 어떠한 권리와 의무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
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리고, 그러한 위험 회피를 위해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정보를 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 유사한 지역 차원의 접근을 전개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전 국
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우리나라와 유시하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요강(지침)
을 통하여 파트너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 통하
여 무시와 무권리상태를 승인과 사회참가, 정치참가를 촉구할 수 있는 장으로 전환하
고, 의식 개선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그렇지만 지역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한 가
족 실천을 조례나 지침을 통해 구나 시의 정책 대상으로 포섭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
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과 유사하게 조례를 통하여 대응해 나가려는 움직임

19)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 https://lgbtpride.tistory.com/1555 등 참조(최종
접속일: 2019. 10. 28).
20) 久保田 裕之(2018), “バートナーシップの多樣性と段階性-同性バートナー制度の家族論的意義”, 都市
社会硏究, 10,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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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21)

4. 다양한 가족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생산의 틀 마련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가 도
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혼 외의 가족구성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
주는 통계는 빈약하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혼인상태와 관
련하여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비율이 58.9%, 사실혼 상태에 있
는 비율이 1.3%, 동거관계는 0.6%, 미혼/비혼 싱글은 39.1%의 분포를 보임.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애매한 점을 감안하여 두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동거관계로 파악하더
라도 1.9%로 미약한 분포이다.
동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와 달리 양적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동거 비
율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동거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실제 조사에도
동거가구가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동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일수
있으나, 반대로 부족한 양적 조사결과가 제도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동거 가족의 편견 해소 및 제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구성의
변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통계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1) 서울특별시의회(2019.10.29),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사회적 유대: 서울시 사회
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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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친자법의 과제”와 관련하여

정용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선자 교수님께서 발제문(자료집 6면)에서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민법 제
844조의 친생추정규정 하에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혼인 중의 자녀로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2년) 내에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를 제기하는 방법, ② 혼인 중의 자녀이
지만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하는 방법, ③ 부부의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모 또는 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심판(민법 제854조의2)을
구하거나 친부가 인지허가심판(민법 제855조의2)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차선자 교수님은 특히 법률상의 부와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자녀에 관하여, 위와 같
은 친자관계 해소방안 중 ② 방안에 따라 일정 기준 하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로 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적 의견을 밝히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률상 부와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자녀의 친생추정 예외 여부 및 기준
교수님께서는 발제문(자료집 17면)에서, “IV.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유전자형 배치의
인정”이라고 기술하시고, 같은 면에서 “부자관계 확정과 부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단지 부와 자의 관련된 이익만이 아니라 자의 유전적인 부와 모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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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들이 누려야 할 인격적인 이익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되
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까지 대법원이 동서의 결여만을 중심으로 자
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유를 중심으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좁게 인정하였
던 것은 다음의 이유로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
고 기술함으로써, 유전자형 배치가 있으면 민법 844조 친생추정 규정의 예외로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권순
일, 노정희, 김상환의 별개의견(이하 ‘별개의견1’이라 함)은, “다수의견의 입장을 그 이
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혈연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판례가 취하고 있는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제한설’을
사실상 변경하자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어차피 친생추
정의 예외에 관한 종래의 판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견해를 밝
히지 않음으로써 판례를 유지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개인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
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이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범
위에 관한 제한 여부와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별개의견으로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면서, “친자법의 이념과 자녀의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법적 안정이라는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은 자녀의 복
리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
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 친자관계를 부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사회적 친
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때 사회적 친자관계란 부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
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
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계속 여부, 과거 가족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관계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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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기간, 부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여부, 친자관계의
파탄 원인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의 연령, 사회적 친자관계의 회복 가
능성, 친자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가
족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여,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 친생부인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친자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토론자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즉, 실무에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회적 친자관계의 유무‘ 판단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상 동서의 결여가 없는 경우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고, 별거기간 중 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
육함으로써, 법률상의 부는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와 별다른 사회적 친자관계
를 형성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판결 별개의견1은 이러
한 실무의 경향을 면밀히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생식능력이 있는 남성으로서 처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고 수
년간 양육하였으나, 근래 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뒤늦게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실
시한 결과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처에 대해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
에서 부가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고 있으나 부는 자녀에 대한 미련으로 고통
을 받고 있고,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친생부
인의 소의 제소기간 2년이 경과된 이후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면 현재의 실무는 친생추정이 유지된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
인데, 최근에는 자녀 쪽에서도 성본을 변경하는 등 친자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회적 친자관계에 관해 심리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1)
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확정). 이 판결에서는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
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
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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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자 교수님께서는, 발제문(자료집 20-21면)에서 “민법이 친자관계를 확정할 때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혈연주의 기준에 의하여 생식불능으로 자를 포태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부와 자의 사회적 친자관계마저 파탄에 이른 경우 친생추정은 배제되고 실
체적 진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술하시고, 발제문(자료집 26면)
에서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은 과학적 검사로 부의 생식불능
이 인정된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라고 기술함으
로써, 결론적으로 발제문(자료집 17면)에서 유전자형이 배치될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의 입장)고 해석되는 부분과는 달리, 유전자형이 배치
되는 자녀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유전자형 배치,
② 사회적 친자관계의 부존재 또는 파탄, ③ 법률상 부의 생식불능이라는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 해석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
다. 또한 제 해석이 맞다면, 위 대법원 판례의 별개의견1과 달리 ①과 ② 요건 외에 ③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신 구체적 이유에 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 친생부인 허가심판 또는 인지허가심판에서 모의 전배우자에 대한 임의적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발제문(자료집 6면)에서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 하에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③ 부부의 이혼 이후 300일 이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출생신고를 미루고 모 또는 전남편이 친생부인 허가심판
(민법 제854조의2)을 구하거나 친부가 인지허가심판(민법 제855조의2)을 구하는 방법
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당시 모가 청구하는 친생부인 허가심판, 친부가 청구하는 인지
허가심판 절차에서 모의 전남편에게 이러한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알리고 그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임의적으로 정할 것인지, 필수적으로 정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으나, 결
론적으로 임의적 절차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응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를 송달하되, 송달불능 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심
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상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자체를 송달하
지 말아달라는 청구인들이 많고, 의견청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달라
는 의견도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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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교수님의 발제문(자료집 23면) “(4) 양성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친생부
인의 접근 가능성의 격차” 부분에서, “부는 원천적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가능성
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율적 의사결정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혈연진정성에 배
치되는 출생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모의 의사결정과정과 부의
의사결정과정은 불평등의 상황에 있다.”, “부는 출생자의 혈연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정
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전적인 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로서 양육과 부
양의 1차적 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더 높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불평등이 현존
하는 상황에서 유전자형 배치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자율적 의사결정의 불평등을 판례가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양성의 형평성에 있어 관점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게 다가와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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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례”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독일의 유책주의 이혼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독일법에서 유책주의1) 이혼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파탄주의 이혼으로의 전환은 유책주의 이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유책주의하에서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상대배우자에게
부양책임을 졌다(혼인법 제58조). 당시 남편이 유책자인 경우 처가 이혼하기를 원한다
면 남편은 이혼 후에도 시간의 제한 없이 처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야 했다. 처가 이혼
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할 수 없었다. 당시 대부분 남편은 경제적 능력자이며 부양의무
자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처의 입장에
서는 이혼은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처
가 혼인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처가 남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면 이
는 처에게 가혹한 상태를 야기했다.2)
1960년대 말부터 유럽 사회에서는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법이 점차적으로 제거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
되었다. 결국 성적 평등이라는 자명한 원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성에 기초한 부양법이
1) 기존 가톨릭 국가의 문화권에서 이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가톨릭 지역인 바이어른 주
는 1875년 신분등록법이 제정되기 까지 여전히 이혼을 금지하였다. 신교도는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이
었으나 이는 이혼사유를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교회는 개인
의 신분등록에 관한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교회법에 의하여 관할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로 넘어가
면서 혼인은 민사혼으로 그리고 신분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이혼법 역시 교회로부터 벗어
나게 되었다(Beizke/Luederiz, Juristische Kurzlehrbucher Familienrecht, 1992, S. 168).
2) Tilo Ramm, Zur Neueregelung des Rechts der Ehescheidung und der Scheidung FamRZ 70. 753.

9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

폐기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3)
법학자들은 부부의 믿음이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서 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법학자들의 학설은 부부의 믿음은 법으로 더 이상 실현될 수도
강요될 수도 없다(nicht sollen)는 것이다. 부부의 믿음은 관습상의 명령이고 동시에 법
질서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공동생활(독일민법 제1353조)을 위한 가정 내
의무로 제한된다.4)
또한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하는 부부의 파탄경위와 그에 따른 파탄의 책임을
일일이 다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부부파탄은 결과적으로
각 배우자 모두에게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다.5)
60, 70년대 자유사상의 물결로 인해 여성이 유책자인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은 이혼 후 부양비를 지불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독일에서는 1977년부터 ‘이혼법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책주의 이혼은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결국 부부간의 유책문제를 떨쳐내고 파탄에 이른
부부는 특정한 이혼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다.6) 이러한 전환은 또한 부양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였다.

2. 독일의 파탄주의 이혼
파탄주의 원칙하의 이혼은 단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독일민법 제1565조 1항).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이 가능하므로 이를 증명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제조건은 부부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부
부생활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을 때이다(독일민법 제1565).
이러한 예측은 다음과 감은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추정되는데, 합의이혼에
의한 이혼청구(일방이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거나 각각 이혼청구를 할 수
도 있음)는 1년의 경과 후(독일민법 제1566조 1항) 일방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
3) Mart Ann Glendon(한복용 역), 전환기의 가족법, 1997, 289면.
4) norbert Horn, Einfuerh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und Rechtsphilosophie, 1996, S. 5: 독일에서
간통죄는 1969년 까지 처벌되었다.
5) Von Eva Mari von Muench, Die Scheidung nach der Scheidung, 1996, S. 35.
6) Von Eva Mari von Muench, 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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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별거생활이 3년은 경과되어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추정된다(독일민
법 제1566조 2항). 판사는 합의이혼이 독일민법 제1566조 1항에 의한 전제요건인 1년
이 경과되었는지를 또한 독일민사소송법 제616조에 따라 부부간의 이혼합의가 사실인
지를 조사한다.7)

3. 이혼후 배우자 부양의 정당성
이혼후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후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한 이후 이혼후 배우자 부양법에 개정이
있었다. 이혼 문제는 간단히 해결한 듯 보였으나, 부양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비판이 뒤따랐다.8)
독일의 이혼후 배우자 부양은 유무책 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
가 그렇치 않은 배우자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양비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만약 여성이 이혼의 유책배우자인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남성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라면 그가 여성을 위한 부양조건이
충족된 경우 부양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책과는 무관한 부양비 지불이 단지
도덕율을 근거로 한(왜냐하면 어려운 배우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것임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9)
그러나 다수의 독일 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이론을 제시
하였다. 즉, 이혼 후 일방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상대배우자는 협력해
야 한다. 여성의 경우 혼인생활동안 자녀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 활동
이 어렵고, 스스로 생계를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자녀양육을 담
당한 일방 배우자의 혼인을 통한 불이익은 이혼하는 경우에도 소멸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남녀의 성역할 분담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경제력이 종속되고 여성은
결혼생활로 인해 직업교육을 시작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승진되지 않거나, 출산 후에
도 경력단절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렵거나 남성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
게 된다.
7)
8) Henrich, Unterhalt nach der Scheidung, 1989, S. 72.
9) Henrich, 전게서,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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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은 자녀양육에 오랜 시간동안 책임을 도맡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혼
인을 통하여 여성이 얻게 되는 불이익이다. 결국 이러한 부부에게서 발생한 문제들은
이혼 후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을 통해 발생한 불이익은 이혼 후 그
형평성이 조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 배우자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과도
기적 시기 동안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이다.

4.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혼법의 전환
1) 행복추구권
개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혼인할 자유, 혼인하지 않
을 자유, 혹은 자녀를 두거나 혹은 두지 않을 자유, 이혼할 자유 등 한 개인은 자신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갖으며, 헌법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처와 남편은 자신의 개인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선
택할 수 있다. 사적인 일에 대한 자기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제한되어야 한다(간
통죄 폐지 등).
2) 이혼의 자유
여성에게 이혼의 자유가 있는가? 이혼후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여성
에게 이혼의 자유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혼인으로 인해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
편에게 점차적으로 종속되어간다. 혼인생활을 더 이상 원치 않아도 경제적 능력이 없
어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독일의 이혼이 파탄주의이혼으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였다. 이는 위자료청구권 보다는 더 강력한 것이라고 본다. 이혼후 배우자 부양권
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이혼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가정주부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혼인생활로 인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래서 이혼후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다면 이혼 후 이에 대한 불이익은 상대배우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형평성은 조정되어야 하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이를 부
담해야 한다.

[토론 2] 변화하는 가족과 법 97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
료 액수가 소액에 불과하다. 물론 합의이혼에서 이혼을 쉽게 합의해 주지 않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혼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다툼
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계의 악화는 자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성역할분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분담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성역할분담은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것은 극복되어 가고 있다.
가족에서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남녀 간의 역할분담이 일어난다. 남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유일한 가정경제의 공급자이고, 아내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이며,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도 점차적으로 사라
지고 있으며, "현대 핵가족"은 파트너가 서로 평등한 역할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노동시장과 정치적인 근거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직장에서 가족친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도 부가 생계를 부양하는 자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자로의 변화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4) 남녀의 평등의식
헌법 제36조의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약자라
는 피해의식 혹은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리에 대한 주장과 의무는 동시에 존재
하는 것이다.
1990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민법
제833조)”라고 개정하였다. 이전 경제활동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므로 남성이 생활비용
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도 생활비용
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된다. 당시 현실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으
로의 진입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러 모로 어려웠으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처
도 생활비용을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여성도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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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종속적 위치에 있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므로 중요한 인식의 전환
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5) 축출이혼
1963년 10월에 호적법을 일부 개정하여 동법 제79조의 2에서 “협의이혼신고는 그
서면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호적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태영 박사는 ‘한국이혼연구’에서 호적공무
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준 후에도 이혼무효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호적공
무원이 사실상 별로 효과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주장하
면서 협의이혼에 대한 보다 강도 있는 개선을 주장하였다.10)
이태영 박사는 남성에 의하여 ‘축출이혼’이 성행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피력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협의이혼에 법원이 개입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을 각각 출
두하게 하여 이혼신고서의 성립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른 경위까지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이태영 박사가 주장한 대안은 1977년 협의이혼제도의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민법은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
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제836조 제1항), 신고는 당사
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36조 제2항)고
규정하였다.11)
당시 1960년대 축출이혼이 있었던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2020년
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그것이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도

여성에 대한‘축출이혼’이라

는 용어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당시 축출이혼은 첩이 있는 남편이 처를 강제로
호적공무원에게 끌고 와 도장을 강제로 찍게 하는 등의 남편의 횡포에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당시의 여성의 사정에 대하여 아무 주장도 못하고 ‘맨손으로 쫒겨 나
가는 억울한 여성’의 상황을 나타낸 이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5. 우리의 현실 과연?
10)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68, 54면.
11) 조은희, “이태영 변호사의 ‘한국이혼연구’에 대한 재조명”, 공익인권센터 제3권 1호, 2006,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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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어떻든 상관없이 어느 한 쪽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치 않는다
면 이혼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을 유지
시키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파탄주의의 도입과 독일의 이혼 후 부양청구권의 도입이 가능할까?
앞으로도 ‘이혼의 혁명’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파탄주의 도입 후 어떤 형태의 이혼후의 부양제도를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독일의 이혼후 배우자 부양제도와 같은 혼인파탄의 잘잘못을 묻지 않고, 이혼 후
일방 배우자가 생활을 위한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도 상대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
을 때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자녀양육시 직업활동을 하지 못할 때, 연령으
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실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 ) 이에 대한 부양비
를 지불하고자 할까? 사람들은 이러한 연대의식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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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대응” 토론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1.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상호 구속적인 결혼이나 혈연적 유대관계 보다 독신, 동거, 유연한 결혼 및 가족관
계 선호 경향으로 인해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관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관계
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규범의 설계가 필요하며,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결합관계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의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비혼인적 돌봄관계
등 친밀성을 기초로 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국가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의 다양성과 확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승인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수립할 것인가?
발제자는 국민의 인식을 토대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현 단계에서 대응 가능한 점
진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면서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관점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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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혼의 법적 승인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관한 법규범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응 당연
한 전제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에 관한 법 규범은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각기 규율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든 가족
관련 법규범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존재 다수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하
는지는 의문이다.
전형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가족, 비전형 가족은 어느 때나 소수
일 수밖에 없는데,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늘 다수의 승인과 지지에 기반해야 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규범 중 기본적 인권의 보호 관점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영
역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 즉 다수자의 승인을 전제로 할 것은 아닌 것이다. "소수자
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호" 라는 명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승인은 이미 이루
어져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동성결혼의 법적 승인과 같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범의 변
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3.
사실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 보호의 목적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동거가족, 사실혼의 보호, 1인 가구, 동성결혼,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규율 등 다
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규율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반갑게 여겨지면서도, 한편
현재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서 시작된 다양한 가족제도 보장은 결국 저출산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복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저출생을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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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산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가족 보장이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삶의 유형을 선택한 소수자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고 가족을 구
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 자체가, 가족이 다양화에 대한 법적 승인이 필요한 목
적이 되어야 한다.

4.
민법의 친족개념을 개편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섭하는 더 확대된 개념으로 친족관계
를 규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족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기능은 모두 다르고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민법의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되어
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현행 가족의 범위 규정에 속하지 않는 관계를 "가족"에서 배
제시키는 부정적 영향만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장인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재혼가족에서 전혼자녀들 사이는 현
행 가족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가족이 아니다.
함께 살지 않는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자녀들은 어떠한가? 현행 민법상 친족, 가족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친족도 가족도 아니다. 이 관계를 일률적으로 친족, 가족으로 포
섭해서 규율해야 하는가?

5.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가 해소될 때
현재의 재산분할 심판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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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6.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한 방법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혼뿐 아니라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할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뿐 아니라 사망시 배우자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
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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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변화하는 가족과 법> 토론문

조은주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지금 우리는 과거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존재론적 안전을 제공해주
던 여러 사회질서와 제도들이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핵
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일견 여전히 견고하고 굳건해 보이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듯이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
이다.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면서 우려
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변화가 역전되
기란 불가능하다. 가족에 관한 논의는 변화의 역전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
해야 할 것이다.
가족을 구성하는 관계의 전 영역이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은 과연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나아가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적절하고 타당
한 법규범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족관계 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
루는 법제가 심대한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금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
문이 아닐 수 없다. <변화하는 가족과 법>이라는 주제 하에서 3개의 발표문은 친자관
계와 혼인관계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괄적
으로 살핌으로써 여러 가지 중요한 토론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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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친자법의 과제”(발표문1)는 친자관계의 문제를 다
루고 있다. 친자관계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생존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의무자를 확정”
하는 것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귀속시키”는 기준으로서 가
족관계에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문
제가 되는 이유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귀속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경우 “친생자로 추정되는 개연성을 가지고 친자관계가 귀속”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친밀성(intimacy)의 실천과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친자관
계의 확정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해외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모자관계도 더 이상 자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 부자관계
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발표문 1은 “친자관계의 귀속과 이를 부인하기 위한 현재의 법리가 변화하는
친자관계의 다양성에 비교하여 여전히 정당성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발표문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자관계를 설정하는 핵심은 혈연의 진정
성이며, 다만 “이를 확인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개연성을 강화
하여 혈연관계를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혈연진정성의
확인이 어려운 시기에 자의 신분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추구한 것이
다. 이는 “친생추정 제도가 혈연진정성을 포기하고 오직 가정의 평화와 자의 복리를 위
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과학적인 사유로 명확하
게 혈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에 연유함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친자관계는 “혈연의 진정성”뿐 아니라 “출생한 자와의 관계의 특
성, 자의 복리, 자와 부의 혈연에 대한 알 권리, 입양관계 귀속 가능성 등 법률상의 부
자관계를 귀속시키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다양하다.” 국가가 친자관계의 지속
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즉 친자관계의 해소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친자관계의 핵심을 “혈연의 진정성”으로 보는 것이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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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혈연”의 요소를 배타적, 본질적 요소로 설정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보게 된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재조합가
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혈연의 진정성”을 친자관계의 핵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2.
“변화하는 혼인관계와 이혼법제의 개선방향”(발표문2)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이혼법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혼인의 의미와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유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이혼법제는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해있다. 여전히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발표문이 유책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더 이상 이혼이 예
외적이거나 특수한 경험이 아니며 이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 과정에서의 유책성 공방 대신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책주의가 유지되어온 근거는 발표문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축출이혼을 예
방하고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축출이혼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책주의를 단순히 “봉건
적”인 제도로 치부하기에는 유책주의가 지속되어 왔던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결코 간
단치 않다. 더욱이 파탄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는 것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해소되는 과정의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차원을 논외로 했을 때 가능한 시각이 아닐
까.
가령 발표문은 파탄주의 이혼법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동등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와 깨끗한 결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 평생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은 파탄주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남편
과 아내의 지위는 동등하다(규범적으로). 그러나 현실에서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하게 불평등했으므로, 혼인관계의 일방적인 해소는 많은

1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법학회 동계세미나

경우 여성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의 피해를 야기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고 본다. 발표문이 “언더도그마”와 이혼법제를 연결시켜 논하는 것 역시 이혼법제가 작
동해온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봤을 때 무리한 점이 있음을 덧붙이고 싶
다.

3.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발표문3)은 한국 사회의 가족변동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관련 통계들이 나타
내듯이 가족에 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발표문에
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연령대에서 보편혼주의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혼이나 비혼 동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현재의 법제가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해야 할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대처해야 할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이 그 자명한 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상성을 벗어난 잔여적 범주로 문제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는 물론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으로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발표문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 및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
분은 ‘사실혼’ 및 ‘생활동반자’ 관련 제안들이다. 먼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확장하는 한편 사실혼 자체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다
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었으나, 법
원을 통한 별도의 등록 제도로서가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의 세대별 등록사항으로 제안
한 점은 기존 안에 비해 한층 진전된 안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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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혼인제도 외부의 다양한 동반자관계를 흡수하는 대안
적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제도와는 별도의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의 구상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법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그밖에, ‘가족개념의 분절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안이 과연 타당하거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해서도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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