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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나 법률상 이혼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한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다룬다. 기본적인 사안유형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이혼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와 이혼합의 없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의 두 가지이다. 판례는 

전자는 별론, 후자는 어쨌든 법률혼은 존속하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이혼, 위자료 

청구 및 형사처벌(간통) 등의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전자에 대하

여는 대체로 찬성하되, 이를 ‘사실상 이혼’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후자에 대하여는 

별 논의가 없으나, 드물게 논하는 견해는 이 경우 역시 ‘사실상 이혼’에 해당한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다양한 태도가 관찰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대체로 부부간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적 제재,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데 매우 소극적

이다. 그러나 개정 전 독일민법의 혼인공동체의 해소 규정이나 오스트리아 판례상 

유책이혼사유의 해석과 방해배제청구권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되더라도 부부간 성적 충실의무 자체는 존속하되 그 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부부간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개정 프랑스 민법에 도입된 여러 일반조항을 이용하여 법적 제재를 

피한 예도 보인다. 스위스와 일본도 부부간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 이 글은 2013. 5. 13. 대법원에서 열린 제91회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을 토론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외국의 판례․학설을 다소 자세히 소개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한다. 이 글의 초고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을 하여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들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년 12월 61∼108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4 December 2013. pp. 61∼108



62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 12.)

재판상 이혼사유와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손해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법적 

제재를 피한다. 비교법적으로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에도 성적 충실의무는 

존속하되 그 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법의 해석․운용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파탄만으로 성적 충실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러나 그 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

하는 것은 별 의미 없거나 남용적인 법의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인의무의 

존속요건이 아닌 구제수단 특유의 요건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법적 제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성적 충실의무, 부정행위(不貞行爲), 사실상 이혼, 이혼사유, 이혼 위자료

I. 서    론

민법은 혼인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뿐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규율 내지 보호한다. 두 측면은 많은 경우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중 후자, 즉 부부 상호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윤리화된 오늘날의 혼인관념과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인다.1) 다른 한편 혼인 

기타 가족관계에는 규범이 사실을 형성하는 경우 못지않게 규범에 반하는 사실 내지 

관행이 계속되어 오히려 규범이 이를 반영 내지 추수(追隨)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2)

부부관계 파탄 후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 및 상간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때에는 먼저, 혼인관계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인 이른바 정조(貞操) 내지 성적 충실의무3) 

1) 일반적으로, 李東珍,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서울 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2012. 9), 483면 이하.
2) 사실혼과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법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Schwenzer, Vom Status zur Realbeziehung (1987).
3)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와 달리 성적 충실의무의 경우 이를 명문으로 정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를 협조의무{申榮鎬, 로스쿨 가족법강의(2011), 102면}로

부터 도출하든, 동거의무{한봉희, 가족법(2010년 개정판)(2010), 123면}로부터 도출하든, 

아니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위자료 지급의무에 관한 민법 제843조, 

제806조, 중혼금지에 관한 민법 제810조, 간통죄에 관한 형법 제241조 등 법질서 전체

로부터 도출하든{이동진, “不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良俗”, 비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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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러한 제재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

라도 여전히 혼인이 이혼 등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이러한 사실 상태의 변화를 규범적 평면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판례․학설상(아래 II.),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근대사법전 하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아래 III.), 우리 법의 바람직한 규율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특히 주요 근대사

법전 하의 판례․학설을 보는 것은 혼인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위반에 

법적 제재를 과하는 것 자체가 19∼20세기 근대사법전의 한 특징이고, 그러한 점

에서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같은 입장에 서 있

는 우리 민법하의 대응방안에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

이다.4) 한편, 주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의 책임을 다루는 이 글의 목적상 

— 아래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 공동의 

자녀에 대한 책임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II. 우리의 판례․학설

1. 판례

가.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1) 부부관계 청산단계에서의 법적 제재

과거 우리 법에서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법적 제재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통죄였다.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정하여 간통자와 상간자를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하고 있었고, 실제로 간통죄가 인정되는 경우 간통자와 상간자를 구속수사하고 

징역 6월 정도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이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친고죄로 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이 

제13권 제4호(2006. 12), 13-14면},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4) 이 점에 관하여는 李東珍(주 1), 5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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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

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고소는 이혼 또는 적어도 이혼청구의 

소의 제기를 요건으로 한다),5)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을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간통고소 및 그 취소를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협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하여는 전부터 강력한 헌법 및 법 정책적 이의가 있었다. 법을 

과도하게 도덕화하고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아직까지 그 법적 효력을 잃지는 않았으나,6) 

특히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진7) 이래로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가령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불법성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8) 간통고소의 위협 내지 

그 취소를 둘러싼 교섭이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협의에서 차지

하는 중요성도 줄어들게 되었다.

민사상 제재로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중요하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든다. 판례는 간통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위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후자에는, 성교에 이르렀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간통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래의 수사

5) 이 규정이 ‘이혼소송의 계속’과 ‘혼인관계의 부존재’를 고소의 선택적 유효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 참조.
6) 헌법재판소도 수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결정;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

21, 47 결정.
7) 1990년 결정이 간통죄를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의견 2인, 합계 3인만이 위헌 의견을 개진하였던 반면, 2001년 

결정에서는 간통죄를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1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의견도 입법자에게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2008년 결정에서는 3인이 간통죄를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1인이 적어도 모든 종류의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부분이 위

헌이라는 의견도 1인 있어, 위헌의견이 5인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적으로는 합헌의견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8)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9. 7. 16.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3688497, 2013. 3. 15. 최종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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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형사재판실무 탓에 형사상으로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으나 간통이 

있었을 개연성이 큰 경우뿐9) 아니라, 정교능력이 없는 68세의 중풍환자와 동거한 

경우와 같이10) 성교는 명백히 배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판례는 간통을 민법 제840조 제2호 이하의 재판상 이혼사유와 어느 정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제2호 이하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가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혼 청구인의 입장에서 부정행위가 

더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인지, 이혼 청구인의 유책

사유와 사이의 경중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인 반면,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 특히 간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 없이 간통 사실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은 혼인이 파탄된 원인이 부(夫)의 부정행위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 간통

죄로 고소한 후 그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여 형을 선고받고 의사자격까지 

박탈되도록 한 처의 행위에도 “사실상 기인”함을 인정하면서도 간통 고소는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고,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은 처가 간

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의 면전에서 처를 구타하여 전치 1개월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처의 부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사유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다.11) 간통을 이른바 절대적 

이혼사유에 가깝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법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판례는 이를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면서,12) 그 수액의 산정

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이는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한 별 이론(異論) 없이 인정되는 

이혼사유이다.
1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11) 그러나 처의 간통에도 불구하고 부(夫)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배척한 예도 있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므22 판결;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상의 판례분석에 관하여는 李東珍(주 1), 492-495면 참조.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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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재산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13) 간통 등 부정행위는 이러한 유책

사유의 대표적인 예일 뿐 아니라, 가장 중한 유책사유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간통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이혼 위자

료가 상당한 정도(약 500만 원 내외) 증액되고 있다.14)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상간자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15) 간통자와 상간자의 

위자료지급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게 된다.

(2) 부부관계 존속 중의 법적 제재

판례는 부부관계가 존속 중일 때에도 법적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부부관계 존속 중에도 독자적인 위자료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청구권이 피청구

인을 상대로 부권(夫權)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부부관계 파탄 및 이혼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위자료가 인정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방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거나 회복되었다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

에게 위자료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 판결도 결과적으로 부부가 이혼한 사안

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일이 있을 

1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14) 이정엽,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소고 – 2006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가사재 연구( I )(2007), 762면 이하. 지난 3년간의 전국 가정법원 판결례에 

대한 전수조사인 오정일․박민수, “이혼재판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관한 미시적 연구”, 2013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규제학회 발표집(미공간)도 계량경제

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체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1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1민상771 판결;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해설: 李敏杰,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

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원 례해설, 

제54호(2005년 상반기)(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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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99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혼이 아닌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소된 사안에서, 간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속하는 범위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상간자(만)에 대한 위자료 청

구를 인정한 바 있고,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도 부부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이고 간통이 이미 종료한 상황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판례가 다른 인(격)적 혼인의무(persönliche Ehepflichten) 위반에 

대하여 혼인존속 중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데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과 구별된다.16)

그 이외에 판례는 간통을 위하여 부부 일방(간통자)의 동의하에 혼인주거에 들

어온 상간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를 인정한다.17) 이는 본래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간통에 대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18) 방해배제청구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방론이지만 부산지방법원 1998. 6. 2. 선고 97드582 판결도, “남편은 처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夫權)을 가지고 있어 처의 정조를 독점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른바 부권(夫權) 내지 정처(正妻)의 권리의 법적 성질

판례가 이른바 부권(夫權)․정처(正妻)의 권리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밝힌 바는 

16)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은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제로서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

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밝

히고 있으나, 당해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뒤였다. 李東珍(주 1), 

501-502, 523면.
17) 대법원ﾠ1984. 6. 26.ﾠ선고ﾠ83도685ﾠ판결{평석: 李在祥, “1.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2. 

姦通을 목적으로 男便의 부재중 妻의 承諾을 받고 들어간 경우 住居侵入罪의 成否”, 

判例月報, 제176호(1985. 5); 吳英根, “住居侵入罪 解釋上의 問題點”, 判例月報, 제353호

(2000. 2)}.
18) 吳英根(주 17), 34면.



68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 12.)

없다. 그러나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관한 한 혼인관계가 청산될 때뿐 

아니라 그 존속 중에도 법적 제재를 인정하고, 특히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적 충실의무를 진정한 의미의 법적 의무로 구성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582, 1583 판결이 처에 대한 강간미수가 “남편으로서의 권리”

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점에 비추면(이때에는 처의 성적 충실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19) 간통과 달리 처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가담으로는 

상간자의 책임을 설명할 수 없다) 배우자 아닌 제3자도 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운위한 부산지방법원 1998. 6. 2. 선고 97

드582 판결도 이른바 부권(夫權)을 절대권이라고 볼 때 쉽게 이해된다. 요컨대, 판

례는 이른바 부권(夫權) 내지 정처(正妻)의 권리를20) 주관적․절대적 권리로서 배

우자의 성(性)에 대한 독점권으로 이해하는 셈이다.

나. 혼인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대개의 경우 하나의 과정이고, 그 끝이 반드시 

혼인, 법률혼의 청산인 것도 아니다. 부부관계가 거의 또는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

었으나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의식적으로 이혼하지 아니

하는 경우가 있다. 강학상으로는 그중 특히 당사자가 적법․유효하게 이혼에 합의

하고 별거하여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1)

법률상 이혼을 하면 그때부터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22) 문제는 부부 일방이 무단으로 별거에 돌입하여 혼

인공동생활이 사실상 소멸하였거나 아예 별거에 합의하여 이른바 사실상 이혼에 

이른 경우에도 변화된 사실 상태를 고려하여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를 소멸시키

거나 일정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이다.

19)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20)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재판례에 대하여는 李東珍(주 1), 501-502면.
2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0판(2012), 176-178면. 아래에서 보듯이 논의의 맥

락이 주로 중혼적 사실혼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이혼을 이보다 더 넓게 정

의하는 견해도 있다.
22) 김주수․김상용(주 21), 201-20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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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를 본다. 이때에는 첫째, 간통으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된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은 간통을 친고죄로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데 

판례는23)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이 경우 간통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실상 이혼 후의 간통 기타 부정행위는 적어도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841조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와 비슷하게 “전조제1호

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혼합의 후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하급심 재판례로는, 원고인 부(夫)가 나병원에 

수용될 당시 처에게 개가(改嫁)하여서라도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고 살라고 함

으로써 간통을 종용하고, 또 사후에 이를 유서한 경우 처와 피고인 상간자가 간통

하였다 하더라도 “처에 대한 정조수절요구권인 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25) 기왕의 부첩

관계를 용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

하여 한 동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하지 아니하면서도,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에 비추면,26) 

단순한 부첩관계가 아니라 이미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2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그 이전의 것으로는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해설: 孫容根, “離婚意思의 明白한 合致와 姦通의 黙示的 慫慂”, 

법원 례해설, 제15호(1992년)(1993)}도 참조.
24) 광주고등법원 1960. 4. 15. 선고 4292민공624 판결.
2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2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다만, 이들 사안은 모두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를 부정한 예이고, 위 판시는 방론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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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처럼 간통의 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반드시 넓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통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명시적인 협의이혼에의 합의는 

물론, 처가 부(夫)를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기일에 

부(夫)의 소송대리인이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응하기로 하고, 제1심에서 이

혼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부(夫)의 소송

대리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기일에서 진술한 때부터 간통의 종용을 인정하고 있다.27)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고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간통종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간통종용이라고 할 수 없고,28) 부부가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 일이 있으나 

완전한 협의이혼신고서의 작성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간통종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29)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와 이혼합의

가 있는 경우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2)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별거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별거해온 경우에는 그 후의 부정행위 

내지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다. 가령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은 1988년경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그 무렵 집을 나와 동거에 들어가 두 자녀를 낳은 피고인들을 법

률상 배우자가 1996년경 고소한 사건에서 간통죄를 인정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2006드합7891 판결은 1998년 2월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 

일방이 상대방이 2005년 9월까지 한 간통행위를 기초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장기간 별거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간통이 이혼 및 위자료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무 위반임을 전제로, 각 청구가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내의 청구라고 

27)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2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01 판결.
2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04 판결.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2006드합7891 판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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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또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도,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면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

하지 아니한다.30)

결론적으로, 판례는 법률혼이 존속되는 한 부부간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와 

주관적․절대적 권리로서 부권(夫權) 내지 정처(正妻)의 권리가 존속함으로 전제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때에는 일부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및 민법 제841조 

등 명문의 규정에 터 잡아, 일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부정

하고 있고, 단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공동생활이 형해화된 경우에 불과한 때

에는 법적 제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 학설

가.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종래 통설은 인(격)적 혼인의무, 특히 그에 대응되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종래부터 이른바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라는 견해 이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어,31) 이를 법적 권리․의무로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법적 구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사소송법에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수단이 있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간접강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존속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도 간통 기타 정조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음을 들어 위자료를 인정하므로,32) 간통 등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30) 다만, 최근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평석: 주선아, “중혼적(重婚

的) 사실혼의 보호범위”, 스티스, 제127호(2011. 12)}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

불명된 뒤 2년 뒤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들어간 사안에서 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사실혼 배우자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31) 가령 朴淳成, “離婚을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 請求權의 法的 性格”, 裁判資料, 제62집

(1993), 537면 이하. 법원실무제요 가사[ II ](2010), 121면도 참조.
32) 全孝淑, “身分法上의 不法行爲”, 現代民事法硏究[逸軒崔柄煜敎授停年紀念](2002),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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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한, 이를 긍정하는데 이설(異說)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권인지, 즉 제3자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통설은 판례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긍정하나,33) 

배우자에 대한 ‘정조요구권’은 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채

권적 상대권｣이고, 간통은 부부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자료 지급을 명하더라도 만족․예방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부정하는 견해와,34) 가정질서의 보호

와 배우자․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3의 가담자는 가정질서를 파탄시킬 의사를 

갖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법으로 육체관계를 맺은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35) 

있다.

그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의 연대

책임에 반하여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6) 본래 가담정도 내지 불법성이 작다 하더라도 손해가 같은 이상 대외적으

로는 연대책임을 지고, 구상권의 범위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나,37) 이러한 경우 현

실적으로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어 제3자에게만 청구하면 사실상 

그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제3자가 구상을 한다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구하여도 결국 배우자가 

구상을 당하여 당초 의도에 반할 수 있음을 의식한 이론구성으로 보인다.

나. 부부관계의 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통설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정조 내지 성적 

33) 김주수․김상용(주 21), 253면; 魚寅義, “不貞行爲의 相對方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判

例月報, 제345호(1999. 6), 48면 이하.
34) 洪春義, “姦通과 損害賠償”, 家族法硏究, 제8호(1994), 259면. 申榮鎬(주 3), 102면도 

비슷하다.
35) 이동국, “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스티스, 제97호(2007. 

4), 71면 이하.
36) 金俊模, “家事裁判에 있어 몇 가지 實務上 問題點”, 서울가정법원 實務硏究[X](2005), 

331-332면; 최종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서울가정법원 實務硏究

[VIII](2002), 64-65면 등. 하급심 재판례 중에도 그러한 입장을 취한 것이 있다.
37) 이러한 취지의 반론으로, 閔裕淑, “離婚과 關聯된 損害賠償請求의 管轄과 處理”, 서울

가정법원 實務硏究[X](2005), 463면 이하; 엄상필,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대법원 판례 및 가정법원 실무례를 중심으로 –”, 서울가정법원 實務硏

究[VIII](20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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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 자체가 소멸하고,38) 그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법

률상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39) 그 이외의 제재도 인

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별거하게 된 경우 성적 충실

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의 

인정범위 내지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고 혼인공동생

활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 외에 이혼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별거 경위와 기간, 혼

인관계 유지의 의사 및 회복노력 등을 종합하여 법률혼이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사실상 이혼｣에 해당한다는 견해(최광의설)가40) 주장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 결정에서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장기간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고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로서 국가개입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는

다고 한 바 있어, 참고가 될 뿐이다.

III.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 독일

(1)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독일 민법상으로도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를 선언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

러나 대체로 “혼인공동생활을 할 의무”(제1353조 제1항)에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41)

38) 김주수․김상용(주 21), 177면.
39) 魚寅義, “事實上의 離婚에 관한 연구”, 청주 학교 法學論集, 제13집(1998), 160-161면.
40) 박인환, “事實婚保護法理의 變遷과 課題 – 事實婚의 發生類型과 保護의 個別化 –”, 

家族法硏究, 제23호(2009. 3), 164면; 申東勳, “重婚的 事實婚의 保護”, 서울가정법원 

實務硏究[X](2005), 240-241면; 전일호,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 주지방법원 재

실무연구 2010(2011), 65-66면; 崔幸植, “事實婚保護의 限界 – 중혼적 사실혼을 중심

으로 –”, 法學의 現代的 諸問題[德巖金柄大敎授華甲紀念](1998), 540면.
41) Stuttgart OLGR 99, 188. Streck, Generalklausel und unbestimmter Begriff im Rech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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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독일 형법 제172조가 “① 간통으로 이

혼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과 그 공동유책자(상간자)를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고소가 없으면 형사소추를 개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독일 민법 제1565조도 “① 부부 일방은, 배우자가 간통 또는 형법 제171조, 제175조

에 의하여 처벌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혼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간통 또는 전항의 처벌될 행위에 대하여 

동의 또는 가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형사처벌을 가함과 동시에 

절대적 이혼사유로 하였다. 그러나 1967년 개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1976년 

개정에서 유책주의 이혼법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1565조의 

요건도 혼인파탄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간통은 여전히 이혼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절대적 이혼사유는 아니며, 단지 파탄의 단서(Indiz)로 기능할 뿐

이다.42)

한편, 독일 민법은 처음부터 이혼 위자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제정 당시 독일 보통법상의 이혼벌(Ehescheidungsstrafe)을 폐지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43) 그리하여 독일 민법상 간통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법의 문제가 되었다. 이때에도 두 가

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일 민법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인정한다(제253조 제1항). 이에는 신체, 건강,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가 있을 때(제253조 제2항)와44) (2002년 개정 때에도 입법화

되지 못하여) 판례상 제도로 남아 있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 및 몇몇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인격권 침해가 포함된다.45) 둘째, 독일 민법은 우리의 제750조

처럼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대(大)일반조항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유형

allgemeinen Ehewirkung (1970), S. 86; PalandtBGB/Brudermüller, 71. Aufl. (2012), § 1353 

Rn. 7 등.
42) PalandtBGB/Brudermüller, 71. Aufl. (2012), § 1565 Rn. 4.
43) Motive zum BGB, Band IV (1896), S. 615.
44) 2002년 개정 전 제847조. 2002년 개정에서 이를 채권총칙에 옮긴 것은 종래부터 다투

어지던, 불법행위 외의 책임, 가령 채무불이행 등에 이 규정의 적용을 확장하기 위함

이다.
45) 그 이외에 독일 민법 제847조 제2항, 제1300조는 위계, 강박 또는 종속관계를 남용하여 

부녀로 하여금 혼외 성교를 승낙하게 한 때와, 약혼자와 동침한 뒤 약혼을 부당파기한 

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이미 2002년 개정 전 대체 없이 삭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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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절대권 침해, 제823조 제1항),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

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보호법규 위반, 제823조 제2항) 및 “양속(良俗)에 반하여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양속위반, 제826조) 셋으로 나뉜다. 이 문제에 

관한 독일 판례가 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문제 삼고, 각 개별 구성요건별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독일법의 특징과 관계되어 있다.

독일에서 인(격)적 혼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에 대한 리딩 케이스는 

제국법원 제4민사부 1905. 6. 5. 판결로 보인다.46) 이 판결에서 피고인 부(夫)는, 

처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처의 일방적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

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제국법원은 인(격)적 혼인의무는 “본질적으로 윤리적 성격

을 갖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혼인공동생활의 회복을 구하거나

(제1353조 제2항)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부(夫)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826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당해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초기 판례들은 이와는 다소 다른 논증을 

하고 있다. 최초의 선례로 보이는 제국법원 제7민사부 1909. 10. 26. 판결은47) 원

고의 처와 피고가 간통하여 원고가 그 처와 이혼하고 처와 피고가 간통죄로 처벌

받은 뒤,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녀를 단독양육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가 많

이 들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제1심 및 항소심은 독

일 형법 제172조(간통죄)가 독일 민법 제8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호법규｣에 해

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제국법원은, 독일 형법 제172조

는 부정행위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재산적 불

이익의 배상까지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정한 다음, 나아가 피

고가 원고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임을 알고 원고의 처와 간통한 것은 아니고, 

혼인공동체의 계속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독일 민법 제826조 및 제823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차례로 부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한편 제국법원은, 당해 

사건의 쟁점은 아니었으나, 방론으로 독일 민법의 입법자들이 이혼벌을 의식적으

46) RGZ Seuff. Arch. 61, Nr. 38.
47) RGZ 7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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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폐지하고 이혼 후 부양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을 들어 간통한 부부 일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물론, 독일 판례가 언제나 간통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미 제국법원은 

1936. 11. 23. 간생자(姦生子)를 친생자로 알고 부양해온 부(夫)가, 그 사실을 알았

으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자48) 상간자에게 독

일 민법 제826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독일 민법 

제826조는 신의칙과 함께 형식적 법에 대하여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는 고차(高次)

의 법이므로 친생부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손

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본건의 경우 양속에 반하는 추가적인 사정이 덧붙여져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서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49)

이와 같은 판례는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계승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확장되었다. 연방대법원 제4민사부 1956. 3. 21. 판결은50) 독일 

민법이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혼인관계와 재산

거래를 같이 보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면서, 간통을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비용 등 기타 재산손해도 배상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같은 재판부 1957. 2. 6. 판결은,5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건강이 

침해되었다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일실이익의 배상과 위자료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간통한 부부 일방에 대하여 혼인법이 정하는 제재와 별도로 채권법상의 제재를 가

할 수 없고, 혼인의무는 인(격)적 성질을 가져 제3자에 미치지 아니하며,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가 간통한 부부 일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의 상간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재판부 1973. 2. 22. 판결은52) 

상간자에게 일반적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이후 

부부는 화해하여 혼인공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혼인방해는 혼인내적 사태로서, 

불법행위법의 보호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48) 친생부인이 되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당시 독일 민법 제1594조는 친생

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친생

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그 기산점이 변경된 것은 1938년 개정이다.
49) RGZ 152, 397. 비슷한 판례로 RG Warn Rspr. 1935 Nr. 184. RGZ 152, 397(처와 상

간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으로 부(夫)의 간생자(姦生子)에 대한 친생부인

의 소가 기각되자 부(夫)가 부양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50) BGH NJW 1956, 1149.
51) BGHZ 23, 279.
52) BGH NJW 1973,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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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독일 판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독일 민법 제82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가 아닌 한,53)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일체의 재산 및 비재산손해의 배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다. 독일 연방대법원 제4민

사부 1952. 6. 2. 판결은,54) 처가 부(夫)와 부첩관계를 맺고 — 유책주의 이혼법하

에서 — 부(夫)가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자 아예 혼인주거에 들어와 산 상간자에 

대하여 처와 모(母)로서의 명예를 해함을 이유로 한 부작위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 아마도 뒤에 볼 학설의 비판을 고려하여 — 상간자에 대한 부작위청구를 부정한 

제국법원 1909. 4. 2. 판결을55)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된다. 흥미로운 점은, 판

례가 이전부터 적어도 추상론으로는 강조해온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한 부부 

각자의 권리의 절대적 성격”을56) 원용하지 아니하고, 기본법 제6조로부터 혼인가

족생활의 외적․사실적 기초를 이루어 각 가족구성원의 인격발현의 기초가 되는 

“공간적․대상적으로 정해진 영역(räumlich-gegenständlich bestimmter Bereich)”의 

보호가 도출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례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불법행위는 배제하면서 방해배제청구만을 허용하는 길을 연 셈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여러 재판례에서 재확인되어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혼인주거 이외에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업소에, 그리고 상간자 이외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도 인정

되게 되었다.57)

독일 민법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학설상으로도 지지를 받았다.58) 

그러나 1950년경부터 특히 판례가 손해배상을 부정한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주장되기 시작하여, 오히려 더 유력해졌다. 이들은 혼인법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한다거나 그 자체 완결적인 규율이라는 판례의 논증에 아무런 근거가 

53) BGHZ 80, 235 = NJW 1981, 1145; BGH Urteil vom 19. 12. 1989 IVb ZR 56/88. 그

러나 둘 다 실제로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아니다.
54) BGHZ 6, 360.
55) RGZ 71, 85.
56) RGZ 72 128; BGH NJW 1956, 1149; 57, 229 등.
57) BGH LM Nr. 1 b zu § 823 (Af) BGB, Bl. 2 und 3; LM Nr. 2 zu § 823 (Af) BGB, 

Bl. 2; FamRZ 1956, 50; KG FamRZ 1965, 329; OLG München FamRZ 1973, 93; OLG 

Köln FamRZ 1984, 267 등.
58) 1950년 이전의 학설 상황은 Boehmer, Grundlagen der Bürgerlichen Rechtsordnung, Bd. I 

(1950), S. 89 참조. 1960년대 이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Berg, “Ehestörungsklage und 

Schadensersatzansprüche wegen Ehestörung”, JuS 1961, 137; Löwisch, “Anmerkung zu 

BGH Urt. vom 22. 2. 1973 (VI ZR 172/71)”, JZ 1973,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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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배제한 이혼벌과 다르

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부부 

상호간 의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치지만, 배우자의 인법(人法)적 귀속 그 자체와 성적 

충실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므로 간통 등에 대하여는 간통한 상대방 배우자 및 제3의 

상간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이른바 상대적-절대적 혼인보호이론),59)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혼인회복청구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 제2항을 잠탈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60) 이들 학설은 대체로 재산적 손해 중 청산이익

(Abwicklungsinteresse)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존속이익(Bestandsinteresse, 즉 이행이익)

의 배상 및 위자료는 부정하고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구성

하여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없지 아니하다.61)

(2) 부부관계의 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이미 본 바와 같이 독일 판례는 — 학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 간통 및 상간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고하게 부정해왔고,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로 전

환하였으며, 형법도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므로, 독일법상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 

뒤에서 볼 방해배제청구권을 제외하면 —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셈이 되었다. 

59) Gernhuber/Coester-Waltjen, Lehrbuch des Familienrecht, 5. Aufl. (2006), § 17 Rn. 24. 

당해 쟁점에 관한 한 Medicus/Petersen, Bürgerliches Recht, 22. Aufl. (2009), Rn. 617ff.

도 같은 취지이다. 이들 모두 그들의 책 초판에서부터 이러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절대적 혼인보호이론을 따르지는 아니하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방해배제 및 독

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견해로, Fabricius, “Zur Dogmatik 

des „sonstigen Rechts‟ gemäß § 823 Abs. I BGB”, AcP 160, 274,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견해로 Jayme, Die Familie im Recht der unerlaubten Handlungen 
(1971), S. 223ff., 254ff. 등. 다만, 그중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 

혼인 내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 이혼 후에만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Boehmer, “Zur Frage der Unterlassungs- und Schadensersatzklage bei Ehestörungen”, JZ 

1953, 746; E. v. Hippel, “Schadensersatz bei Ehestörung”, NJW 1965, 664.
60) Schwab, “Anmerkung zu BGH Urt. vom 21. 3. 1956 (IV ZR 194/55)”, NJW 1956, 1149.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므로, 상간자가 그에게 구상할 수도 없다고 

한다.
61) 가령 Coing, “Anmerkung zu BGHZ 6, 360ff., Urt. vom 26. 6. 1952 (IV ZR 228/51)”, 

JZ 1952, 688. 문헌의 개관은, Lipp, Die eherechtliche Pflichten und ihre Verletzung 
(1988), S. 32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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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인지 오늘날은 부부관계의 파탄이 성적 충실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거의 논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독일 구 민법 제1575조 이하의 “혼인공동체의 해소(Aufhebung der ehelichen 

Gemeinschaft)”가 성적 충실의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었다. 

독일 구 민법 제1575조 이하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 대신 혼인

공동체의 해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제1575조). 혼인공동체의 해

소가 법관에 의하여 승인되면, 제3자와 혼인할 수 없고 여전히 혼인무효 및 취소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혼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고(제1586

조), 판결선고 후 혼인공동체가 회복된 때가 아닌 한 부부는 각자 언제든 (소로써) 이

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경우 당초의 유책당사자의 책

임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았다(제1576조).

그러나 혼인공동체 해소 후 성적 충실의무가 존속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

정이 없어, 학설상 혼인공동체 해소는 혼인의무의 적극적인 측면만이 탈락시킬 뿐 

소극적 측면, 가령 성적 충실의무는 존속한다는 견해와62) 혼인의무가 모두 소멸한

다는 견해가63) 다투어졌다. 이러한 추상적 차원에서는 성적 충실의무가 존속한다는 

견해가 더 유력하였던 것 같다.64)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따르더라도 혼인공동체 

해소 후 이혼을 구하는 경우 당초, 즉 혼인공동체 해소의, 그러므로 혼인공동체 해소 

전에 생긴 이혼사유로 이혼한 것으로 판결하여야 하므로 그 후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또 독일 구 형법 제172조가 우리와 달리 “간통으로” 이혼

할 것을 요하므로, 혼인공동체 해소 후 간통으로 이혼할 수 없는 한 이를 형사 소추

할 수도 없다.65) 결국 이때의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가 없는 

셈이었다.66) 독일 구 민법 제1565조 제2항이 간통에 동의 또는 가담한 때에 간통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을 배제한 이상,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62) Endemann, Dernburg 등.
63) Behr, “Zwei Streitfragen aus dem materiellen und prozessualen Eherecht”, AcP 25, 45

{필자 미견(未見)}; Binding, Lehrbuch des gemeinen deutschen Strafrechts. BT, Bd. I, 2. 

Aufl. (1902), S. 220.
64) 논의의 상세는, Hirschwald, Gibt es einen „Ehebruch‟ nach Aufhebung der ehelichen 

Gemeinschaft? (1909) 참조.
65) Lebedkin, Der Ehebruch (1943), S. 48ff.
66) 그리하여 혼인공동체의 해소를 독일 구 형법 제172조의 “이혼”과 같이 보아 소추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었다. Seckel, “Die Aufhebung und Wiederstellung der 

ehelichen Gemeinschaft nach dem BGB”, in Festgabe für Dernburg (1900), S.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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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3자가 간통 등을 위하여 부부 일방에게 “공간적․대상적으로 정해진 영역”

에 침범한 경우 방해배제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부부 일방이 당해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거 중인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67) 독일 연방대법원은 부(夫)가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 부부 공유의 혼인주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처의 외적 대상적 생활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항소심결정에 대하여 배려의무(독일 민법 제1353조)의 관점에서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68) 간통을 목적으로 하는 침입에 대하여는 명백히 혼인

생활공동체가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도 이러한 고려 없이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있다.69)

나. 오스트리아

(1)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오스트리아법도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혼인의 인(격)적 효력 일반을 규정하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0조 제1항은 “충실(Treue)”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는 성적 

충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70)

이러한 간통 기타 성적 충실의무 위반은 이혼사유로 고려된다. 오스트리아 이혼

법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본래 오스트리아법상으로 혼인에 

관하여는 각 종교의 혼인법이 적용되어, 가령 카톨릭 신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1938년 혼인법71)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었는데, 특히 같은 법 제47조는 간통을 절대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무책배우자는 이에 

이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주로 부양상의 이유로) 대부분 이의하였다. 이후 1978년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무책배우자의 이의권이 제한 내지 배제되고 협의이혼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개정으로 제47조가 삭제됨으로써 우리 법보다는 좀 더 파탄

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되었으나, 같은 법 제49조는 여전히 중대한 혼인상 과오

(schwere Eheverfehlung)를 이혼의 일반요건으로 삼으면서 그 예로 간통을 명시하고 

67) BGH LM Nr. zu § 823 (Af) BGB, Bl. 2; BGHZ 34, 80.
68) BGHZ 37, 38.
69) Lipp(주 61), S. 181ff., 187.
70) RummelABGB/Stabentheiner, 3. Aufl. (2002), § 90 Rz. 7.
71) 독일의 1938년 혼인법. 독일이 이후 혼인법을 민법에 재통합한 것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이를 계속 개정하고 있어, 혼인법이 일반민법전과 혼인법전으로 나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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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간통 등 부정행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72)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및 혼인법에는 이혼 위자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은 제1295조 제1항에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일반에 

대하여, 제2항에서 양속(良俗)에 반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해를 가하는 경우 및 특히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지만,73) 제1324조에서 다시 손해배상 일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극적 재산손해

만이 배상되고, 위자료 등이 배상되는 경우는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규정은 신체침해에 

관한 제1325조 정도에 그친다. 오스트리아법상 위자료 배상은 독일보다도 더 제한

적인 것이다. 그 이외에 일반적 인격권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74) 그러나 간통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독일에서보다 좀 더 넓게 인정되고 있다. 가령 부부 

일방은 간통한 배우자에게 간생자에 대한 부양급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75) — 독일 판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 배우자의 간통 여부를 조사하는데 

소요된 비용(Detektivkosten)은 간통 및 상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76) 그 이외에 간통 및 상간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소송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77) 반면 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은78)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위자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성적 충실의무 위반으로 배우자에게 우울증, 불면증 등이 나타난 사안

에서, 이는 일반민법 제1325조의 신체침해에 해당하고,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나, 절대권 침해의 경우에도 규범의 보호목적을 따져야 하

는바, 입법자가 혼인공동체의 해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6년간 

72) Kerschner, Familienrecht, 4. Aufl. (2010), Rz 2/107ff.
73) 그 개관은 Koziol, Österreichisches Haftpflichtrecht, Band II, 2. Aufl. (1984), S. 2ff.
74) Koziol(주 73), S. 6ff.
75) OGH 6 Ob 529/84.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독일 연방대법원과 달리 이 경우 적어도 

간통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부 일방의 재산적 이익도 일반민법 제90조의 규

범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미혼의 모(母)가 부(父)가 아닌 자에게 부(父)라고 

적극 기망하여 부양급부를 하게 한 때에 관하여는 OGH 5 Ob 692/81(이때에는 간통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로부터 위법성을 도출할 수 없어 기망에서 위법성을 도출한다). 

친생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선례가 없다.
76) OGH 6 Ob 56/70; 1 Ob 145/71’ 6 Ob 580/83; 1 Ob 101/97b; 6 Ob 315/00 t 등.
77) OGH Rv II 313/19; 2 Ob 930/28; 4 Ob 605/69.
78) 1926년의 OGH 3 Ob 19/26이 유일한 판례라고 한다. 이상 판례의 개관은, Hofmann/ 

Grüblinger, “Ehebruch und Schadensersatz Teil I”, EF-Z 200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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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뒤에는 이혼이 타방에게 가혹한 경우에조차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한 점(혼인법 제55조 제3항)에 비추면, 일반민법 제90조가 그로 인한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까지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보호도 (혼

인법 영역에서의) 개인의 생활영역 형성의 자유와 형량되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특별한 행동방식이 덧붙여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 

형량의 결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79)

한편, 종래 제3자가 혼인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인정

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가 엇갈렸으나,80) 1975년 개정 이후 간통한 배우

자와 제3의 상간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81)

그 이외에 오스트리아 구 형법 제194조는 간통죄를 규정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 이하의 일수벌금에 처하고 있었으나, 1997. 2. 28. 개정으로 대체 없이 

삭제되었다.

오스트리아의 학설은 대체로 혼인을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으로 간주하고 있고, 

압도적인 통설은 관념적 이익 이외에 재산적 이익도, 존속이익이 아닌 청산이익에 

한정하는 한,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82) 그리하여 이혼소송비용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 판례를 제외하면, 손해배상 및 방해배제에 관한 판례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83)

(2) 부부관계의 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는 어떠한가? 간통의 경우에는 명

문의 규정이 있다. 1997년 개정 전 구 형법 제194조는 “② 전조의 행위는 피해 배

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가 간통에 동의하였거나 그것

을 고의로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한 때, 혼인공동체가 범행 당시 1년 이상 제거되어 

있었던 때에는 그러한 고소를 하지 못한다. 유서는 간통을 유서 받은 자에 대한 

79) 6 Ob 124/02 g. 같은 취지의 최근 판례로, OGH 1 Ob 134/12 f. 이러한 판례는 최고

법원 스스로도 시사하고 있듯이 독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80) Stabentheiner(주 70), § 90 Rz. 2d.
81) OGH 8 Ob 529/88; 5 Ob 680/83 (각 배우자); 6 Ob 54/99 f; 4 Ob 223/02 a (각 상간

자) 등.
82) Koziol, Österreichisches Haftpflichtrecht, Band I, 3. Aufl. (1997), S. 264; ders(주 73), 

S. 19f.; Welser, “Der OGH und der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ÖJZ 1975, 2, 6ff.
83) Hofmann/Grüblinger(주 78), S. 140; Welser(주 82),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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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권만을 소멸시킨다. ③ 피해 배우자가 계속 공동생활을 하고자 함을 표시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와 같은 경우 

간통죄의 처벌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먼저 (유책)이혼의 경우, 1999년 개정 전 혼인법 제47조 제2항은 간통에 동의하

였거나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그것을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한 때에는 이혼

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법과 달리 사실상 파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파탄 후에 한 간통도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였다. 

유책주의 이혼법하에서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우리와 마찬가지로 — 

이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판례는84) 혼인이 파탄된 뒤에 간통을 한 때에도 간통은 

이혼 유책사유의 비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간통이 가장 중대한 혼인과오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판단에 

있어서는 그것이 혼인파탄에 기여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 

및 상대방의 혼인과오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중대한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85) 1996년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86) 과거의 판례는 

혼인파탄 후의 간통도 유책사유의 비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아니하였으나, 근래의 판례는 혼인 중이라는 의식(Ehegesinnung)이 완전히 

소멸한 뒤에 혼인과오는 압도적인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는바, 뒤의 것이 현재 최고법원의 입장이라고 하였고, 2006년87) 다시 1999년 

혼인법 개정으로 혼인법 제47조가 삭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간통이 늘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혼인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데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그 후의 간통에 대하여 전혀 비난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한 정도의 

비난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2011년 최고

법원은88) 좀 더 분명하게, 이혼의 요건은 치유 불가능한 파탄이고, 치유 불가능한 

파탄 뒤에 범해진 간통은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함으로써, 파탄 후의 부정

84) OGH 6 Ob 58/59 (1959년 판결); 4 Ob 516/75 (1975년 판결); 6 Ob 642/80 (1980년 판결); 

2 Ob 504/85 (1985년 판결) 등.
85) OGH 2 Ob 504/88 (1988년 판결); 4 Ob 563/95 (1995년 판결); 7 Ob 13/00 p (2000년 

판결); 6 Ob 144/06d (2006년 판결) 등.
86) OGH 7 Ob 2358/96 g.
87) OGH (GZ) 6 Ob 155/06 d.
88) OGH (GZ) 2 Ob 31/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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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이혼사유로 고려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설도 이미 혼인이 파탄

된 때에는 간통 기타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에 최소한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들어, 이에 찬성하고 있다.89)

반면 방해배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의 입장

이다. 오스트리아 최고법원 2002. 11. 5. 결정은,90) 처와 별거 중인 신청인 부(夫)가, 

상간자가 부부 공유 혼인주거에 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만나러 방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한 사건에서, 파탄 후의 간통이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혼인의 파탄이나 별거가 부부의 상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혼인 그 자체를 보호하는 이상 혼인파탄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배제

청구권은 인정되며, 파탄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까닭이 없다는 피신청인(상간자)의 

주장을 물리치면서도, 치유 불가능하게 파탄된 혼인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혼

인과 같은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 일방이 가출하여 이제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게 된 가족생활의 보호가치와 제3자가 혼인주거에 방문하여 

딸을 만날 이익을 형량하여, 상간자가 딸을 혼인주거 밖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된 정도에 비추면 혼인주거에서 만나는 

것을 금해달라는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파탄 여부가 

— 이혼사유에서와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 방해배제에서 고려될 수 있고, 

심지어 신청인이 혼인주거의 공유자 중 1인인 때에도 그러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범해진 간통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아니하거나, 방해배제청구에 한하여,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2. 프랑스, 스위스, 일본의 경우

가. 프랑스

(1)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프랑스 민법은 1804년 제정 이래 부부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규정인 

제212조에서 명문으로 충실(fidélité)의무를 규정해왔다. 성적 충실이 이에 포함됨은 

89) 가령 Kerschner(주 72), Rz 2/109.
90) OGH 4 Ob 223/0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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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91)

이러한 성적 충실의무에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로는 먼저 재판상 이혼과 간통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초 프랑스법은 어느 것이든 남녀를 차별하고 있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은, 부(夫)는 처의 간통을 이유로 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제229조), 처는 부(夫)가 공동의 주거에 상간자를 들인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1810년 개정된 프랑스 형법도 간통죄를 신설

하여 간통한 처와 그 상간자는 3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제337조, 제338조. 다만 

상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도 있다)에 처하면서도, 부(夫)는 공동의 주거에 상간자를 

들인 때에 한하여 360 프랑 이상 7,2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제339조).92) 그러나 이러한 규율은 그 남녀 차별적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 격렬한 

비판을 받아, 1975년 개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과책이혼(제242조 이하)에

서93) 절대적 이혼사유로서 간통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혼인의무 위반으로 더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을 수인할 수 없을 때”(제242조)라는 일반적․상대적 이혼사유로 

대체되었다.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혼인과오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별 이론(異論)이 없다.95) 그 이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면 별거판결을 받아 재판상 별거(séparations de corps, 프랑스 민법 제296조 이하)

를 할 수도 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은 이혼 후 부양(제301조) 이외에 이혼 위자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과책이혼만이 인정되고 있

었고, 이혼 후 부양도 이와 일관되게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혼 후 부양도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 되었다. 다른 한편 혼인의무가 법률상 의무로 관념됨에 따라 

91) Bénabent, Droit de la famille (2010), n° 277 et suiv.
92) Lebedkin(주 65), S. 56.
93) 그 이외에 1975년 개정으로 상호동의이혼(제230조 이하)과 파탄이혼(제237조 이하)이 

추가되었다.
94) 프랑스 이혼법의 변천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것은, 明淳龜, “프랑스 離婚法: 그 理

念과 規範構造”, 判例實務硏究[V](2001), 277-278면; Bénabent(주 91), n° 279, 425 et suiv.
95)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이혼의 원인과 절차”, 民事法學, 제54-2호(2011. 6), 300-301면; 

Bénabent(주 91), n° 470; Desnoyer, L’évolution de la sanction en droit de la famille 
(2001), n° 182. 근래의 재판례로, Paris, 21. 5. 2008, Juris-Data n° 365363; Toulouse, 

19. 2. 2008, Juris-Data n° 358632; Paris, 5. 12. 2007, JCP 2007, IV, 1085; Lyon, 12. 

6. 2007, Juris-Data n° 352993; Dijon, 21. 1. 2003, Juris-Data n° 2168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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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일반규정으로 프랑스 민법 제1382조(“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자신의 과책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운다.”)에 터 

잡은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전자는 혼인의 해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후자는 그와 

무관한 독자적 손해의 배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혼인의 해소로 

인한 손해에 부양가능성의 상실 이외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그 배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41년 “이혼 승소판결을 받은 부부 일방은 패소

판결을 받은 부부 일방이 지급하여야 하는 배상과 별도로 혼인해소로 인하여 생긴 

물질적․정신적(moral)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제301조 제2항을 신설하였

다. 그 결과 프랑스법에는 이혼 후 부양(제301조 제1항)과 이혼으로 인한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제301조 제2항) 및 혼인과오로 인한 이혼과 무관한 독자적 손해에 

대한 배상(제1382조)의 세 손해배상이 구별되었다.96) 이 규정은 1975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위치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제266조 제1항), 2004년 

개정에서 “특히 중대한” 경우로 제한되었다. 2004년 개정은 아울러 이혼 후 부양을 

순수한 부양급부로 순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프랑스 민법 제1382조의 일반 

불법행위에 터 잡은, 혼인해소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97)

간통 등 성적 충실의무 위반은 일찍부터 프랑스 민법 제1382조의 불법행위로 파

악되었다. 한때 비재산적 내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부정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하여, 간통이 알려져 이사를 가게 된 경우 등이 아닌 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98) 판례․학설이 제1382조에서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함에 따라99) 이를 인정하는데 별 이론(異論)이 없게 되었다. 파기원은 

이미 1829. 6. 5. 형사부 판결에서100)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1837. 

9. 22. 형사부 판결에서101) 그것이 비재산적 내지 정신적 손해도 포함함을 분명히 

하였다. 1979. 4. 2. 민사부 판결은102)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자 전 손해에 

 96) 李東珍(주 1), 517-518면.

 97) Bénabent(주 91), n° 561.

 98) Bedel, Traité de l’adultère, n° 65 등{前田達明, 愛家と庭て. 不貞行爲に基づく損害賠

償請求(1985), 133-134면에서 재인용}.

 99) Cass. ch. réun. 15. 6. 1833, S. 1833, I, 458; Conseil d’Etát 24. 5. 1916, D. 1922, III, 

22.
100) Cass. crim. 5. 6. 1829, Bull. crim. n° 116.
101) Cass. crim. 22. 9. 1837, S. 1838, I, 331.
102) Cass. civ. 2. 4. 1979, D. 198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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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두 손해배상책임이 전부책임(obligation in solidum)관계에 

있으며, 이혼 전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현재까

지도 유지되고 있다.103) 이혼 위자료와 달리 이 규정에서는 쌍방 유책이어도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의 간접강제와 비교할 만한 강제금(astreinte) 부과가 가능한지에 관하

여는 판례․학설의 부침이 있었다. Toulouse 항소원 1864. 6. 29. 판결은104) 간통으

로 별거판결을 받은(이 기간은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배제되어 있던 기간

이다) 처와 상간자가 간통죄로 형기를 마친 뒤 상간자의 주거에서 동거하자 부(夫)

가 강제금 부과를 구한 사건에서, 별거판결은 혼인을 해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성적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부(夫)의 명예를 해하는 동거는 주거이전 내지 

별거의 권리의 남용(abus de droit)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면서, 처와 상간자에게 

주거를 분리할 때까지 연대하여 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판

례․학설상 강제금이 손해배상보다는 강제이행(exécution forcée en nature)에 속한

다는 이해가 일반화되면서 성적 충실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격침

해로써 허용될 수 없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05)

(2) 부부관계의 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프랑스의 판례․학설상 사실상 별거(séparations de fait)는 물론, 이미 별거판결까지 

받은 재판상 별거(séparations judicairement)의 경우에도 성적 충실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데 별 이론(異論)이 없다.106) 판례는107)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

실패결정(ordonnance de non-conciliation)이 내려지더라도 성적 충실의무를 포함한 

혼인의무는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재판례 중에는 별거 후 조정실패 결정 전의 

간통이 이혼 및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 여럿 있고,108) 조정실패 결정 

103) Grenoble, 16. 3. 1970, Gaz. Pal. 1970, II, 6; Paris, 5. 3. 1955, D. 1955, 444; Cass. 

civ. 2. 4. 1979, D. 1980, Inf. rap. 3 등. 다만, Cass. civ. 4. 4. 2000, JCP 2000, II, 

10356; 5. 7. 2001, Bull. civ. II, n° 136은 단지 기혼남성과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266조 제2항은 이혼청구의 소 제기 전에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1382조에 터 잡은 손

해배상청구는 이혼 전에도 가능하다. Bénabent(주 91), n° 561.
104) Toulouse, 29. 6. 1864, D. 1864, II, 174.
105) Aix-en-Provence 22. 6. 1978, D. 1979, 192; Bénabent(주 91), n° 279.
106) Bénabent(주 91), n° 356, 366.
107) Cass. civ. 24. 9. 2008, Juris-Data n° 06-20611; 14. 4. 2010, Juris-Data n° 09-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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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간통을 이혼사유로 본 것도 있다.109)

그러나 과책이혼은 “중대하거나 반복된 혼인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이때 

중대한 혼인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법관에게 맡겨져 있고 파기원의 

심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110) 관할지역에 따라 일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일부 하급심 법원은 장기간 별거 후 이루어진 간통 등이 위법하지(fautif) 

아니하다거나,111) 조정실패 결정 후의 간통은 파탄과 관계가 없다는112) 등으로 이 

단계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혼인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도 부정하기도 한다.113)

나. 스위스

(1)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사정은 스위스 민법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하다. 스위스 민법 제159조 제3항은 

부부가 상호 충실(Treue)의무를 짐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고, 성적 충실의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114) 그 이외에 스위스 구 형법 제214조도 간통 및 상

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하고 있었고, 1907년 스위스 민법 

제137조는 간통을 절대적 이혼사유로 하였다. 다만, 스위스 민법은 별거제도를 인정

하여,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도 이혼청구권자가 별거(Trennung)만을 신청한 경우

에는 별거를 명하고,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도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별

거를 명하므로(1907년 스위스 민법 제146조), 이때의 법적 효과로 이혼 이외에 별

거도 고려될 수 있다. 그 이외에 1907년 스위스 민법 제151조는 무책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Entschädigung) 

이외에 그 인적 관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eine schwere Verletzung der persönlichen 

Verhältnisse)에 대한 위자료(Genugtuung)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08) Nîmes, 20. 9. 2000, Juris-Data n° 126855; Riom, 11. 9. 2001, Juris-Data n° 155088; 

Paris, 11. 9. 1997, Juris-Data n° 023914; Versailles, 7. 5. 1998, RTDciv. 1999, 819 등.
109) Nancy, 8. 11. 2004, Juris-Data n° 291755.
110) 남효순(주 95), 299면.
111) Pau, 1. 6. 2003, Dr. fam. 2004, n° 226; Paris, 4. 7. 2001, Juris-Data n° 152755; Pau, 

11. 7. 2991, Juris-Data n° 157384.
112) Fort-de-France, 5. 8. 1999, Juris-Data n° 043434.
113) Chabault, “De la relativité de l’adultère dans le divorce pour faute”, Dr. fam. 1998 

chron. 11, 6.
114) BaslerKommZGB/Schwander, 2. Aufl. (2002), Art. 159 N. 11.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책임: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 李東珍   89

간통죄에 관한 스위스 구 형법 제214조는 1989년 개정으로 대체 없이 삭제되었

고, 민법상 개별 이혼사유도 2000년 개정으로 공동신청이혼(스위스 민법 제111조, 

제112조), 4년간 별거 후 이혼(스위스 민법 제114조) 및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이 기간 경과 전 이혼(스위스 민법 제115조)에 흡수, 삭제되었다.115) 그러나 

간통이 스위스 민법 제115조의 의미에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대

체로 인정되고 있고,116)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 이외에 별거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본적으로 종전과 다를 바 없다(스위스 민법 제117조).

이와 달리 이혼 위자료에 관한 규정은 파탄주의로 전환하면서 이혼 후 부양으로 

통합되어 삭제되었다.117) 그럼에도 판례는 간통 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일반적 인

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널리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다.118) 스위스 

채무법은 “인격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 침해의 중대성이 이를 정당화하고 이것이 

달리 복구되지 아니한 이상 위자료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고 함

으로써, 인격권 침해 일반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119) 간통은 이러한 

인격권 침해(배우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중 적어도 제3의 상간자

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위자료를 정한 스위스 구 민법 제151조와 무관하다고 

보아 혼인존속 중에도 인정된다.120) 반면 아직까지 간통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례가 없다. 연방대법원은 간통자 및 

상간자에 대하여 간생자의 친생부인소송비용 등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도 인정하고 

있다.121)

스위스 판례는 방해배제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혼인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이기는 하나, 스위스 민법의 혼인보호규정(스위스 구 민법 제169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들이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122)

115) Hegnauer/Breitschmid, Grundriss des Eherechts, 4. Aufl. (2000), N. 8.05ff., 9.03ff.
116) BaslerKommZGB/Steck, 2. Aufl. (2002), Art. 115 N. 19.
117) BaslerKommZGB/Spycher, 2. Aufl. (2002), Vor Art. 125-130, N. 2-3.
118) BGE 109 II 4; 84 II 329; 78 II 289.
119) 이 규정 입법 전에는, 간통에 가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침해하였으

므로 스위스 구 민법 제28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120) BGE 78 II 289. 이 판결의 논증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혼 위

자료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가 폐지된 현행법에서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다.
121) BGE 109 II 4. 그러나 이 판결은 간생자에 대한 부양급부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아

니면 윤리적 고려에서 이를 손해로 보아서는 아니 되는지에 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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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상으로는 다툼이 있다. 독일 판례를 따라 성적 충실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재산 및 비재산적 손해 사이의 이른바 위법성 관련성을 부정하고, 스위스 채무법 

제41조 제2항의 엄격한 요건(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이 

충족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123)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스위스 민법 특유의) 혼인보호규정

(스위스 민법 제171조 이하)에 흡수되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부작위 청

구는 가능하다는 견해와124)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다.125) 방해배제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

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126)

(2) 부부관계의 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스위스 민법상으로는 사실상의 파탄은 물론, 별거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혼인의무, 

특히 성적 충실의무가 존속한다는데 별 이론(異論)이 없다.127)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부부관계 파탄 후의 간통 기타 부정행위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 1907년 

스위스 구 민법 제137조 제3항은 간통에 동의하거나 이를 유서한 부부 일방은 간

통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스위스 구 형법 제214조 

제1항은 간통은 고소가 있어야 벌하고, 이러한 고소는 간통을 이유로 이혼 또는 

(재판상) 별거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간통에 동의한 

이후 범해진 간통처벌로는 이혼을 할 수 없고, 간통죄로 형사 소추할 수도 없다. 그 

이외에 스위스 구 형법 제214조 제2항은 범행 당시 가사공동체(häusliche Gemeinschaft)

가 해소되었거나 고소인도 간통한 경우에는 임의적 형면제를 인정한다. 사실상 

파탄된 이후 간통의 경우 유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128)

다음, 혼인파탄 후의 간통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스위스 구 민법이 

122) BGE 43 II 309; 78 II 289.
123) Gauch, “Familie und Recht”, in Festgabe für Schnyder (1995), S. 263f.
124) Schwander(주 114), N. 8.
125) 가령 Stark, “Kann ein Dritter wegen Ehestörung zu Genugtuungszahlungen verpflichtet 

werden?”, in Festschrift für Hegnauer (1986), S. 523.
126) 가령 Jäggi, “Vom Schutz der ehelichen Gemeinschaft”, ZSR 75, 55, 62ff. 및 그곳에 소개

되어 있는 비교법적 연구, Padrutt, Die Ehestörungsklage (1954){필자 미견(未見)} 등.
127) 가령 BaslerKommZGB/Steck, 2. Aufl. (2002), Art. 117/118 N. 16.
128) 이 규정의 입법경위와 해석에 관하여는 Lebedkin(주 65), S. 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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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동의한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당시의 판례는 (재판상) 별거 중 간통 등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129) 그러나 혼인법 개정 이후에는 이와 같은 해석론이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별거 중 간통 등 부정행위는 

여전히 부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제 그 자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이다.130) 또한 별거 후 4년이 경과하면 

이미 그 자체로 이혼이 가능하고 이때에는 간통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그 이외에 

판례는 일찍부터 별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

된 뒤에 간통을 하였다 하여 이미 취득한 이혼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었다.131)

끝으로, 혼인이 파탄된 뒤에 간통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제한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은 스위스 연방대

법원 제2민사부의 1958. 7. 10. 판결이다.132) 원고인 부(夫)는 처의 낭비와 직장상

사와의 불륜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어 공동신청이혼을 하였고, 처는 상간자와 혼인

하였다. 이후 부(夫)는 피고인 상간자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

면서, 상간자의 그의 “행운이었던” 처와 가족에 대한 위법한 간섭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다. 상간자는 원고의 혼인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폭력적이었고, 그 처를 이해

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된 것이라고 다투었다.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객관

적으로 원고의 혼인을 존중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과오가 

원고에게 (주관적으로) 특히 중대하게 여겨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

체로 보더라도 그의 처와 그 혼인이 “행운”이었는지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가 원

고의 처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계속한 시점에 원고의 혼인이 여전히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파탄되었거나 이혼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더는 행운이라고 할 수도 없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자료를 명한 원심판결을 

129) BGE 114 II 113 등.
130) Steck(주 127), N. 16.
131) BGE 68 II 65; 87 II 1(상대방의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완전한 별거에 들어간 지 

수년 뒤에 한 간통). Steck(주 116), N. 19도 혼인공동체의 사실상 해소 후 4년이 경과

하기 전에 이혼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성적 충실의무 위반이 혼인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132) BGE 84 II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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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하였다. 비록 스위스 채무법이 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침해의 중대성”이라는 제한요건을 활용하여,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의 

간통 등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일본

(1)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일본법도 대체로 비슷하다. 일본 민법에는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를 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133)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로 해석되고 

있다.134)

일본 민법 제770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를 위

반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후 1947년 개정으로 “법원은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제2항이 

추가되어,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135)

그 이외에 일본 민법은 우리 법과 달리 이혼 위자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불법행위 일반에 관하여 제709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

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10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이혼 위자료를 재산분여청구권

(일본 민법 제768조)에 포함시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과 재산분여에서 위자료를 고려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136) 실제로는 — 적어도 배우자의 혼인의무 위반에 

133) 메이지민법의 입법자들은 동거․부양․협조의무와 달리 정조의무는 강제집행이 불가

능하다고 여겨 이를 명문화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大村敦志, 家族法, 第3版(2010), 

41면.
134) 福岡地直方支判 1956(昭 31). 2. 28. 下民集7, 2, 484; 長崎家審 1959(昭 34). 6. 18, 

家月11, 8, 128. 靑山道夫․有地 亨 編輯, 新版 註釋民法(21) 親族(1)(1989), 362-363면

(黑木三郞).
135) 島律一郞․阿部 徹 編輯, 新版 註釋民法(22) 親族(2)(2008) 360, 364면(阿部 徹).
136) 日最裁判 1956(昭 31). 2. 21. 民集10, 2, 124. 島律一郞․阿部 徹 編輯, 新版 註釋民法

(22) 親族(2)(2008), 197면 이하(犬伏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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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한 — 이혼시 재산분여로 위자료를 인정받는 방법과 불법행위책임으로 위자

료를 인정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나아가 판례는 그중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혼시는 물론, 혼인존속 중에도 가능하다고 본다(이에 

관한 판례․학설상 논의는 우리의 그것과 거의 같으므로 그 소개를 생략한다). 간통 

기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러한 

위자료 지급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데, 일본 판례는 메이지(明治)기 대

심원 판결 이래로 부권(夫權) 내지 정조요구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왔고,137) 정조(貞操) 내지 수조(守操)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간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급심 재판례까지 고려하면 이미 다이쇼(大正)

기 이래로 인정되고 있다.138)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혼 후는 

물론,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을 뿐 이혼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고,139) 제3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아예 혼인이 계속 유지된 경우

에도 인정되고 있다.140)

그러나 방해배제청구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 구 형법은 처의 간

통만을 처벌하였으나(일본 구 형법 제183조), 이는 종전 후 1947년 개정으로 대체 

없이 삭제되었다{우리 형법이 이와 달리 간통죄를 부(夫)에게까지 확장한 점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학설상으로는 종래 간통 및 상간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었

으나,141) 점차 오히려 간통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부정하거나, 

배우자에 대하여는 긍정하되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142)

137) 日大判 1903(明 36). 10. 1. 刑錄9, 1425(부대사소); 1907(明 40). 5. 28. 刑錄13, 500

(부대사소); 東京地判 1957(昭 32). 7. 31. 下民集2(下), 734; 日最裁判 1958(昭 33). 3. 

25. 裁判集30, 999; 1966(昭 41). 4. 1. 裁判集83, 17; 1979(昭 54). 3. 30. 判時922, 8 등. 

재판례 정리는 前田達明(주 98), 29면 이하.
138) 東京地判 1912(大 2). 7. 14. 新聞392, 21(상대방 배우자); 1929(昭 4). 3. 22. 評論18

民, 1154; 1959(昭 34). 6. 26. 判時196. 27; 1972(昭 47). 3. 18. 判時677, 83; 東京高判 

1980(昭 55). 9. 29. 判時981, 72. 재판례 정리는 前田達明(주 98), 23면 이하.
139) 福岡地直方支判 1956(昭 31). 2. 28. 下民集7, 2, 484; 長崎家審 1959(昭 34). 6. 18, 

家月11, 8, 128; 東京地判 1972(昭 47). 3. 18. 判時677, 83.
140) 高松高判 1959(昭 34). 3. 19.{前田達明(주 98), 31면}; 仙台地判 1975(昭 50). 2. 26. 

判時801, 82; 東京高判 1981(昭 56). 10. 22. 判時1026, 91 등.
141) 가령 我妻 榮, 親族法(1961), 99면 등.
142) 학설의 상세는, 國井和郞, “夫と通じた者に對する妻の慰藉料請求權”, 家族法判例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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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관계의 파탄과 성적 충실의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는 어떠한가.

먼저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를 본다. 

일본법에는 우리의 형법 제241조 제2항, 민법 제841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학설

상으로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한 경우든 일방적으로 별거한 경우든 이혼

신고가 없는 한 여전히 법률혼이 존속하고 이혼의 예약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조 

및 성적 충실의무를 포함하는 모든 혼인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견해(소극설)가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별거한 경우는 별론, 이혼에 합의한 경우는 이른바 사실

상 이혼에 해당하여 이러한 의무가 소멸한다는 견해(적극설)가 다수설이다. 나아가 

부부가 명백히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상태의 구제 내지 처리｣라는 관점에서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사실상 이혼 일반의 효과를 문제 삼기보다는 개개의 사안에 응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143) 그러나 그 결론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즉, 재판상 이혼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파탄 후의 이성(異性)관계는 부정행위가 되지 아니한

다고 해석되고 있고,144) 일방이 동의한 이성(異性)관계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해석

된다. 학설로는 혼인파탄을 생기게 한 부정행위만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유력하다.145) 위자료 청구의 경우 과거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의 부정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한 재판례와146) 부정한 재판례가147) 엇갈렸으나, 일본 

최고재판소 1996. 3. 26. 제3소법정 판결이148) (이혼합의 없이) 처와 별거 중인 부

(夫)가 제3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후 동거하여 자녀까지 출산하자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혼인공동

생활의 평화의 유지라는 권리 또는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選[第六版](2002), 22-23면; 前田達明(주 98), 264면 이하.
143) 島律一郞․阿部 徹 編輯, 新版 註釋民法(22) 親族(2)(2008), 22면 이하(許 末恵).
144) 日最裁判 1960(昭 35). 5. 17. 民集14, 8, 1408. 阿部 徹(주 135), 362면.
145) 川井 建, “離婚をめぐる諸問題”, 法敎<第2期> 6号, 27면{許 末恵(주 143), 같은 곳

에서 재인용}.
146) 東京地判 1958(昭 33). 12. 25. 判時174, 23; 1972(昭 47). 3. 18. 判時677, 83; 東京高

判 1973(昭 48). 3. 9. 判時703, 37 등.
147) 名古屋地判 1979(昭 54). 3. 20. 判タ392, 160(배우자에 대하여); 橫浜地判 1973(昭 48). 

6. 29. 判タ299, 336; 東京高判 1975(昭 50). 12. 22. 判時810, 38(각 상간자에 대하여).
148) 日最裁判 1996(平 8). 3. 26. 民集50, 4,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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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또는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간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후자의 입장을 취함을 분명히 

하였다. 종래부터 학설상으로도 이러한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었으나,149) 보호

법익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설이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 자체의 

소멸에서 근거를 찾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IV. 사견(私見)

1. 이른바 부권(夫權)․정처(正妻)의 권리의 법적 성질과 내용

가. 법적 성질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를 비롯하여 정조(貞操) 

내지 성적 충실, 성관계 및 임신․출산 등 여러 인(격)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는 고도로 윤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법적(외부적) 강제에 적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150) 비교법적으로 부부 상호간 법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하

여는 법적 제재를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독일에서 부부 상호간 인(격)적 

의무가 독자적 제재 없이 이혼사유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간접의무, 즉 책무(Obliegenheit)로 보거나 —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 권리가 대응하지 아니하는 — 객관적 법적 권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151) 

주장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혼인 내부관계를 어디까지 법으로 규율할 것인가는 법이념적․법정책적 문제

이고, 그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까지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민법 제826조를 비롯한 우리 민법의 여러 규정이 

혼인 내부관계에서 법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의무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것임을 해석상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민법 제826조를 비롯한 혼인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과 가정법원의 개입권한 자체가, 옳든 그르든 혼인을 법적으로 규율하겠

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인정할 바에는 이를 상대방 배우자도 

149) 我妻 榮(주 141), 135면 등.
150) 李東珍(주 1), 517면 이하.
151) Müller-Freienfels, Ehe und Recht (1962), S. 226ff.{Lipp(주 61), S. 7ff.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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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객관적 법의 명령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배우

자의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는 쪽이 바람직하고 오늘날의 혼인관념에 잘 들어맞는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각각의 국면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적 구성이 큰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권(夫權)․정처(正妻)의 권리를 배우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가,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인(격)적 혼인의무는 성질상 상대방만이 이행할 수 있으나(이러한 의미에서는 상

대권이다), 제3자도 그 이행을 방해할 수는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인(격)적 혼인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그 제3자가 어느 정도 존중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그 제3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베풀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개별 방해 행위와 그 이행이 방

해된 혼인의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성(異性)과의 애정

관계가 부정행위(不貞行爲)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만 알면 

이미 분명하다. 우리 형법은 간통자와 함께 상간자도 처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

므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제3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행위(不貞行爲)와 

같이 배우자와 제3자가 주관적 공동관계 하에서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관계의 

윤리성에 비추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만을, 또는 인(격)적 혼인의무의 상대성에 

비추어 제3자의 책임만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부관계의 윤리성이나 

혼인의무의 상대성을 별다른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였다고 보인다. 비교법적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은 학설상으로만 논의되고 있고, 판례상 채택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절대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내용

인(격)적 혼인의무 내지 그에 대응하는 부권(夫權) 내지 정처(正妻)로서의 권리는 

동거․부양․협조 및 성관계, 출산․임신․육아, 정조 내지 성적 충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부부관계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포섭하고 있고, 부부관계의 파탄 여부

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152) 그러나 인(격)적 혼인의무, 즉 부권(夫權)․정처(正妻)의 

152) 우리 민법을 비롯한 근대사법전이 혼인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한 것은, 그 위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혼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이들 법

률은 광범위하고도 세세한 의무를 규정할 때조차도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데 인색하였다. 법적 제재는 오히려 이들이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결과 해석상 

인정되었다. 李東珍(주 1), 5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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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려면 부부관계의 구체적 모습과 당해 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그 행위를 추구할 자유 내지 권리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인(격)적 혼인의무의 내용의 충전은 상당부분 부부간 협의에 맡겨져 있고, 

이러한 협의는 재산법상의 계약과 같이 장래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현재의 부부관계의 모습에 지향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 부부는 생활공동체이자 독자적 인격을 가진 개인이기도 하므로 양자의 형량이 

문제되기 때문이다.153) 이러한 관점에서는 혼인파탄 여부가 권리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간통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내용의 부부간 협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154) 간통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

하다. 간통의 금지는 인(격)적 혼인의무의 핵심 중 하나이고, 상대방과의 접촉 내지 

적극적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3자와의 성적 교섭, 즉 간통을 금지하는 것이 그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기도 어렵다(이 점이 독일에서 혼인공동체 해소 중

에도 성적 충실의무가 유지된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구체적 모습 등을 고려하여 간통금지를 상대화 내지 완화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

이다. 다만 그보다 약한 정도의 제3자와의 애정관계는 부부관계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판례가 부정행위(不貞行爲)

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때 “구체적 사안”에는 제3자와의 관계 이외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부부관계의 파탄과 부권(夫權)․정처(正妻)의 권리

가. 일반적․가족법적 접근

(1)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이른바 사실상 이혼으로 보아 성적 

충실의무 등 인(격)적 혼인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와 일본의 통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는 – 적어도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에 관한 한 — 혼인의 사실상 파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혼인의무 및 부권(夫權)․정처(正妻)의 권리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보편

153) 李東珍(주 1), 511면 이하.
15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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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심지어 인(격)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광범위하게 부정하는 

독일, 오스트리아법도 그러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도 같다. 그러한 이론구성

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학설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인(격)적 혼인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부권(夫權)․정처(正妻)의 권리가 혼인의 파탄

만으로 소멸한다는 이른바 사실상 이혼이론은 법률에 반하는 법 발견(Rechtsfindung 

contra legem)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혼 등으로 법률상 해소되기 전에는, 심지어 재판상 별거 중인 때에도, 혼인관

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각국의 이혼법은 어떤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혼의사를 가지고 

그 절차를 밟거나, 일방이라도 이혼의사를 갖고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절차를 밟아야 혼인이 해소된다. 이른바 부부관계의 사

실상 파탄은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부부가 아직 이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 불과하다. 전자의 경우 입법자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의식적

으로 금지한 셈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부부가 다시 혼인공동생활을 회복하기로 하

면 별도의 혼인절차 없이 곧바로 완전한 혼인 법률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언제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 잠정적인 상태로서, 이

러한 잠정적 상태가 법률혼의 해소와 동시될 수 없음은 이미 입법자가 예정한 바

이다. 이혼법의 반대해석으로부터 이혼 전에는 혼인이 존속한다는 입법자의 구상

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155)

문제되는 상황이 입법자가 예상한 전형적인, 잘 기능하고 있는 혼인의 그것과 

155) 이 점에서 사실상 혼인과 사실상 이혼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률혼주의, 신고

(申告)혼주의는 혼인신고가 있어야 혼인으로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포함한다

{二宮周平, “內緣”, 星野英一 編集代表, 民法講座 7 親族･相續(1984), 56면 이하}. 그

러나 이러한 입법적 결단으로부터 혼인신고가 없으면 혼인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 일

체가 거부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보호 중에는 법률혼에 이르지 

아니하는 어떤 실질만으로 인정될 만한 것도 있는데, 혼인신고의 강제(를 통한 법률

관계의 명확화)라는 목적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사실상 이혼은 일단 법률혼에 들어온 이상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혼인

관계의 구속에서 풀어주지 아니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정면으로 반한다. 판례가 

｢사실혼｣에서와 달리, 이혼합의는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사실상 이혼

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개별 법률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아니하다. 또한 판례는 사실혼을 준혼(準婚)으로 보

면서도, 그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법률혼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엄격한 이혼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혼인관계를 마음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사실상 혼

인에 대하여는 부여되지 아니하는, 법률혼 고유의 특성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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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법률에 반하는 법 발견을 

요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필요한 경우 인(격)적 혼인

의무의 내용이 변형․축소될 수 있다면, 그 밖의 경우에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

음에도 인(격)적 혼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해석 내지 법 형성의 

한계를 넘는, 법 정책적 내지 입법적 결단의 영역에 속한다.156)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인(격)적 혼인의무에서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간

통금지가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까닭이 그것이 법현실과 (헌법질서를 포함하는) 

법 이념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면, 이미 법률에 반하는 법 

발견의 요건으로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절박한 필요 내지 법률에 반하는 

법 발견에 의하지 아니하면 법이념 자체가 손상될 위험157)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 이외에 판례․통설이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파탄에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이 파탄 후 부정

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론158)도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일반적․가족법적 접근에 포함될 것

이다.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는 이러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판례․통설

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근거 내지 취지는 스스로 이혼에 주된 책임

이 있는 부부 일방이 그러한 상황에서는 으레 있게 마련인 상대방의 사소한 혼인

과오를 핑계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 판

례․통설의 해석에 따를 때 — 유책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재판상 이혼법의 

기본취지를 해하여 축출이혼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자료 청구의 

경우 쌍방 유책인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쌍방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다음 

상계처리하면 족하고,159) 어느 한쪽의 청구가 그 자체 신의에 반한다고 볼 근거는 

156) 그 이외에 사실상 이혼이론은 – 혼인신고를 전제하는 – 중혼(重婚)금지는 여전히 유

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중혼금지와 간통금지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구성을 취하는 경우 우리 법상으로는 파탄 후의 

간통이 – 행위불법이 탈락하여 – 무죄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157) F. Bydlinski,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2. Aufl. (1991), S. 473. 또한, 

Canaris, Die Feststellung von Lücken im Gesetz, 2. Aufl. (1983), S. 36 ff.
158) 2013. 5. 14. 대법원에서 열린 제91회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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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나. 개별적, 특히 손해배상법적 접근

이와 같이 본다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의 간통 등도 늘 재판상 이혼사

유가 되고, 상대방 등이 그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비교법적 고찰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나라뿐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책임을 묻는 나라

에서조차도 부부관계 파탄 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부인하는 예가 

오히려 훨씬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이혼법상 유책

주의와 형법상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민사 및 형사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혼인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한다 하더라도 그 윤리적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

니다. 부부간 의무는 애정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이행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적 제재에 의하여 강제될 때에는 더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면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커녕 그나마 남은 회복 가능성조차 없애버리기 쉽고, 

혼인 청산과정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부부관계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혼인의무가 존속한다고 보는 경우, 이러한 

결론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비교법적 고찰은 여러 나라에서 개개의 법적 제재 

고유의 요건을 해석,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오늘날 비교법적으로 흔히 그러하듯, 그리고 이미 

이혼법 개정 전 오스트리아의 판례가 그러한 발전을 이루었듯,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 유무 판단에서 간통이 혼인파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려함으로써(상

대적 이혼사유화),160) 방해배제청구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판례처럼 그 요건과 

159) 서울가정법원 등 하급심 실무도 그러하다.
16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적어도 2003년부터는 일방적으로 가출

하여 별거생활을 해왔고, 2007년경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처가 그 법률상 부(夫)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

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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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판단에서 강력한 이익형량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 청구이다. 이때에는 주로 손해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정조 내지 성적 충실

의무가 존속하는 이상 간통 기타 부정행위가 위법하고, 부권(夫權) 내지 정처(正妻)

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을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명시적 이혼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성적 충실의무, 특히 간통금지는 부부조차도 포기․처분할 수 없는 혼인의 

본질에 속하는 의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주 154 참조).161)

그러나 위자료는 비재산적 권리의 침해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비재산적 손해 내지 위

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동일시되고 있으나, 위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 하여 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162) 정신적 고통이 없

다고 늘 위자료가 부정되지도 아니한다.163) 재산적 손해배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원고의 간통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위 판결은 원고의 유책성을 전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은 여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가 제6호의 이혼사유

(혼인관계의 사실상의 파탄)를 주장하는 것이 그 유책성으로 인하여 차단되는지가 문

제된 예이지만, 적어도 판례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유연

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설상으로도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이혼사유를 독립적으로 이해하여, 가령 제1호의 이혼사유를 절대적 이혼

사유로 보는 견해(이른바 절대적 독립설. 金淑子, “判例에 나타난 離婚事例硏究”, 家

族法硏究, 제2호(1988), 278-279면)는 오히려 소수이고, 종래부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는 제6호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그로 인

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견해

(이른바 단순예시설. 金又德, “離婚原因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民事法學, 제11․12호

(1995), 465면 이하; 李根植, “相對的 離婚原因”, 연세  法律硏究, 제3집(1983), 244면 

이하)가 더 유력하였다.
161)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와 관련하여서도 형법학계의 통설은 간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李在祥, 刑法總論, 제5판(보정신판), 2007, 631면.
162)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결과손해의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부당제소 등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자녀의 부모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부정하는 대

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판결은 각기 다른 논

거를 들어 위자료를 부정하고 있으나, 그 논거는 대부분 설득력이 없다. 이들 판결은 

결국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163)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199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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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있어서도 정신적 고통이라는 사실적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재산적 

법익이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때로는 제한하고, 때로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어떤 비재산적 이익이 — 부권(夫權)․정처(正妻)로서의 권리와 

같이 — ｢권리｣라고 하여 그 침해에 대하여 당연히 양(+)의 손해액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164) 스위스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 위반은 있으나, 

상대방에게 위자료의 기초가 되는 비재산적 손해가 없다는 구성도 불가능하지 아니

하다. 이러한 손해배상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악의적․보복적 청구 등을 적절히 

차단하면서도 현행법과 잘 들어맞고 큰 무리가 없는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판례, 통설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파탄만으로는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가 곧바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위반, 가령 부부관계의 파탄 후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하여는 위자료 등 법적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이 오늘날의 

혼인관념과 잘 들어맞지 아니함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에 학설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른바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를 배제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부부관계의 사

실상 파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에 가까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해석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지 등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한다.

비교법적 고찰은 부부관계의 파탄만으로 정조 내지 성적 충실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파탄된 후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

하여는 위자료 기타 법적 제재가 부정될 수도 있고,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예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법리상으로 무리를 범하지 아니하면서도 

유연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우리 법의 해석․운용에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자체 곧바로 

인(격)적 혼인의무, 특히 간통금지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

28. 선고 96다12696 판결;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164)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하여 늘 비재산적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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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 내지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의 구제수단 고유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함

으로써 합목적적이지 아니한 법적 제재를 개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

할 때 여전히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는 우리 법질서에서 현행법의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후기(後記≫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2013. 12), 143-144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아니한 미

국법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투고일 2013. 10. 25    심사완료일 2013. 11. 21    게재확정일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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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 to Sanction Marital Infidelity 

after Breakdown of Spousal Relationship?: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Lee, Dongjin*

165)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a mere de-facto breakdown of spousal 

relationship, even if irretrievable, does not discharge the married couple of duty of 

fidelity, so that one who did an act of infidelity after breakdown of his or her spousal 

relationship should be legally sanctioned (i.e., he or she cannot file for divorce, 

should pay damages to the other party, and, sometimes, should be under criminal 

punishment). Undoubtedly, such a legal regime does not fully harmonize with our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marriage. Thus, some legal scholars propose that just 

a de-facto breakdown of spousal relationship, as a “de-facto divorce,” can discharge 

most spousal duties including duty of fidelity as much as a divorce in strict meaning 

can do (“de-facto divorce theory”). However, they do not present whether and how 

this theory can be justified.

In this article, three related questions — 1. whether the duty of spousal fidelity remains 

untouched despite of de-facto breakdown, 2. if it remains, whether the breach of the 

duty after de-facto breakdown should be legally sanctioned, and 3. if it should not 

be sanctioned, by what legal construction such a result can be supported — are examined, 

from three points of view: 1.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which covers Germany, 

Austria, France, Switzerland and Japan, 2. a legal methodology perspective, and 3. a 

possible doctrinal construction.

Keywords: de-facto Divorce, Grounds for Divorce, Marital Infidelity, Non-pecuniary 

Damages for Divorce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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