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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향
1)

尹 眞 秀*

Ⅰ. 序論

한국의 민법전은 1958. 2. 22.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40

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가족법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법 자체도 사소한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1962년, 1977년 및 1990년의 3차례

에 걸쳐서 개정되었고,1) 현재에도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

류 중이다. 이는 재산법의 중요한 개정이 1984년 한 차례에 그친 것과는 대조가 

된다. 또 아래에서 살펴볼 헌법재판소의 몇 가지 違憲決定 내지 不合致決定
(Unvereinbarerklärung)도 재산법보다는 가족법에 집중되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법

이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외에 판례나 학설의 변화 등도 가족법 

분야에서는 매우 많았다.

그러면 이처럼 가족법이 큰 변화를 겪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한국의 사회와 가족 그 자체가 큰 변화를 겪

은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전

근대적이었던 가족법이 근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법 제정 당시에 

재산법은 서구의 법을 계수하여, 전체적으로는 근대법의 외관을 갖추었다. 그러나 

가족법은 ―비록 그 제정 당시에 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家父長制的 原理가 많이 반 되어 근대법과는 상당한 거

리가 있었다. 그러한 제정 당시의 가족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가족법 개정의 간단한 역사에 대하여는 韓琫熙, “韓國 家族法 改正史”, 琴浪金哲洙敎
授華甲紀念 現代法의 理論과 實際, 1993, 731면 이하 참조.

2) 이에 대하여는 李和淑, “韓國家族의 變化와 家族法”, 朴秉濠華甲紀念 家族法學論叢, 
1991, 1면 이하; 梁彰洙, “家族關係의 變化와 親族法”, 民事判例硏究 ⅩⅧ, 1996, 496
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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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여 근대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준 것은 헌법이었다.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가족법의 변화

는 근대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헌법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그다지 많

지 않다.3) 다만 부분적으로 예컨대 호주제도의 위헌성 등에 관하여 다룬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가족법 제정 당시에 헌법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가 하는 문

제를 언급하고(아래 Ⅱ.), 가족법의 개정과정에서 헌법이 어느 정도 향을 미쳤

는지를 다룬다(아래 Ⅲ.). 이어서 가족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살펴본 

다음(아래 Ⅳ.), 헌법적 관점에서의 장래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아래 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 다루는 범위와 관련하여 이 에서 사용하고 

있는 “家族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에

서 가족법에 대응하는 용어인 Family Law( 어); Familienrecht(독일어); Droit 

Famille(프랑스어) 등은 우리 법상의 親族法만을 의미할 뿐 相續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법에 친족법뿐만 아니라 상속법

을 포함시켜 왔고, 이를 다른 재산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과연 상

속법을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없는 것은 아

니지만,4) 이 에서는 상속법을 가족법의 일부로서 다루려고 한다. 원래 우리나

라에서 상속법을 가족법의 일부로 다루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속법은 

친족법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법전통이 많이 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족법

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에서 상속법을 가족법

에 포함시켜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점뿐만 아니라 상속법도 친족법

과 마찬가지로 헌법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3) 다소 오래된 것으로서 許營, “憲法과 家族法”, 延世大學校 法學硏究 제3집, 1983, 415
면 이하가 있고, 그 후의 것으로서 崔柄煜, “憲法에 비추어본 家族法”, 民事判例硏究 
ⅩⅢ, 1991, 419면 이하가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婚姻의 자유에 관하여는 尹眞秀, 
“婚姻의 自由”, 韓國 法學 50年 ― 過去․現在․未來(Ⅱ), 大韓民國 建國 50周年 
紀念 第1回 韓國法學者大會 論文集, 1998, 60면 이하; 相續法과 憲法의 관계에 관하
여는 尹眞秀, “相續制度의 憲法的 根據”, 憲法論叢 제10집, 1999, 173면 이하 참조.

4) 郭潤直, 相續法, 1998, 51면 이하는 상속법은 재산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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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民法 制定 당시의 憲法 論議

1. 민법 제정 전의 법적 상황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후 1912년에 공포 실시된 朝鮮民事令은 일본민
법을 한국(당시의 朝鮮)에 의용하도록 하면서도, 제11조에서 친족 및 상속에 관

한 일본법의 규정은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 다. 따라서 친족상속에 관한 제1차적 法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5) 

이에 따라 당시의 일본 法院은 한국의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을 조사하여 이를 
재판규범으로 활용하 다.6)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래의 관습법이 왜곡되어 일본

의 민법 규정과 같은 것이 한국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기도 하 다.7) 뒤

에서 살펴볼 호주제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쨌든 이러한 전통관습법은 男系를 優先시킨다는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8) 우선 남계혈족은 넓은 범위에서 친족으로 되는 반면, 모계혈족은 제한된 범

위 내에서만 친족이며, 夫와 妻의 혈족 사이는 친족이 아닌 반면 妻는 夫의 血族
과 친족관계에 있었다. 또 혼인하면 妻가 夫家에 입적하게 되었고, 子女의 姓은 
父의 성을 따라야 했다. 그리고 入養에 있어서는 養子는 養父와 同姓同本이라야 
하 고, 남자 1인만을 養子로 할 수 있었으며, 養女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한

편 繼母와 繼子 사이에는 親子關係를 인정한 반면, 繼父와 繼子 사이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父와 이혼한 母(出母)나 父 사망 후 재혼한 母(嫁母)와 實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 가족법의 특유한 제도가 이른바 同姓同本 禁婚의 제도이다. 姓이 
같고(同姓), 男系 조상이 동일한(同本)9)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촌

5) 다만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친족상속에 관한 일본민법의 규정이 적
용되는 범위가 늘어났다. 당시의 法源에 관하여는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1967, 21
면 이하; 李熙鳳, “現行韓國身分法 槪觀”, 韓國家族法上의 諸問題, 1976, 140면 이하
(원 발표는 1955) 참조.

6) 이에 관하여는 法院行政處, “親族相續에 관한 舊慣習”, 裁判資料 제29집, 1985 참조.
7) 이 점에 대하여는 李相旭, “日帝下 傳統家族法의 歪曲”, 朴秉濠敎授還甲紀念 韓國法史
學論叢, 1991, 371면 이하 참조.

8) 李熙鳳(註5), 149면은 宗法制에서 유래하는 男系血統繼續主義와 族外婚制의 두 가지를 
관습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한국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父의 姓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남자의 후
손은 원칙적으로 姓이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남계 선조가 다르더라도 姓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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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아무리 멀다 하여도 혼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인류학적으로는 族內禁婚
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금혼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적으로는 중국의 宗法制의 향을 받아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었
다고 이해되고 있다.10)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戶主制度이다. 원래 戶主制度는 우리 고유의 관습은 아
니었고, 1898년에 공포된 일본민법상의 제도 는데, 일제 당시에 우리 관습상으

로도 호주제도가 존재하 다고 하여 이를 강요하 다.11) 그리하여 호주는 가족이 

혼인하는 경우, 가족이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모두 동의권을 가

졌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원칙적으로 남자만이 될 수 있었고, 장남이 호주의 지

위를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도 일제 시대에 인정된 관습법에 따르면 장남이 호주상

속을 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전 재산을 상속하고, 차남 이하의 형제들은 분가할 

때 분재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 다.12)

그런데 이러한 가족법은 당시의 헌법 규정13)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많았다. 

즉 제8조 제1항은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
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0조는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妻의 行爲能力 制限에 관한 1947년의 대법원 판결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남계 조상의 고향 내지 살던 곳을 따라서 

本(origin)을 정한다. 예컨대 필자의 姓은 尹이고, 그 本은 坡平인데, 尹씨 가운데에는 
坡平 尹씨 뿐만 아니라 海平 尹씨, 海南 尹씨 등 여러 가지의 본이 있다.

10) 金疇洙, 親族․相續法, 제5全訂版, 1998, 98면 참조. 宗法이란 ‘大宗․小宗之法’ 혹은 
宗子法을 약칭하는 말로서, 大宗․小宗之法이란 하나의 宗家(大宗)를 중심으로 여러 
방계 친족(小宗)들을 결속시키는 독특한 친족 편제의 원리를 말하고, 宗子法이란 대종
이나 소종의 가계를 嫡長子가 계승하도록 하는 일종의 長子相續法을 말한다. 李迎春, 
“宗法의 원리와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 家族과 法制의 社會史,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11면 참조.

11) 李相旭(註7), 371면 이하 참조.
12) 그러나 전통적인 상속법은 남녀 공동 상속이 원칙이었는데, 일본이 호주제를 한국에 
강제로 이식하면서 그에 따라 상속관습법도 왜곡한 것이었다. 李相旭(註7) 참조.

13) 이 헌법은 1948. 7. 17.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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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헌법 제정 전인 1947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당시 우

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던 依用民法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처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과 같이 동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14)를 함에 있어서는 夫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1947. 9. 2. 선고 1947년민상

제88호 판결15)은 처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당시의 일본 민법 제14조 제

1항의 적용을 거부하 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

즉 민법 제14조 제1항은 주로 夫에 대하여 우월적 지배권을 부여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1945. 8. 15.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법률, 정치, 경제문화 등 모든 

제도를 민주주의 이념으로써 건설할 것은 현하의 國是라고 한다. 그러므로 만민

은 모름지기 평등할 것이고, 性의 구별로 인하여 생긴 차별적 제도는 민주주의 
추세에 적응한 변화를 본 바로서,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公權을 향유하고 있으므
로 여성의 私權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남녀 평등을 부

인하던 舊制度로서 그 차별을 가장 현저히 한 민법 제14조는 우리 사회상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사회의 진전과 법률의 해석을 조정함에 의하여 비

로소 심판의 타당을 기할 수 있음에 鑑하여 同條에 의한 처의 능력제한을 인정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판결이 어떠한 근거에서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인지, 당시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헌법재판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시 상당한 논란의 대

상이 되었다.16)

3. 민법 제정 당시의 논쟁

이처럼 당시의 헌법과 가족법이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의 제정이 

논의되자, 헌법과 가족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논쟁의 초점은 가족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습을 우선시킬 것

인가, 아니면 헌법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 당시의 주된 입장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慣習尊重論과 憲
法精神尊重論 및 漸進的 改革論이다.17)

14) 이는 準禁治産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15) 鄭光鉉(註5), 272-274면. 원래는 法政 제2권 제10호(통권 제13호, 1947. 10.), 49면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16) 梁彰洙, “우리나라 最初의 憲法裁判論議”, 民法硏究 제6권, 2001, 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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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존중론은 당시의 대법원장이자 法典編纂委員會 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제출
된 민법안의 작성 책임자 던 金炳魯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그는 민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민법안의 기초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18) 즉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 類가 없는 선진민족이고 문화민족이라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하면서, 자신은 우리나라의 淳風良俗을 조
장하고 완성시킬 의도 하에서 친족상속법을 기초하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성

동본 금혼은 인류문화의 발달의 가장 최고문화의 소산이고, 장차 서양 각국도 이

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父系主義가 합리적인 제도
이며, 父系系統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이고, 男女平等이란 정치 사
회 문화 방면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家庭의 倫理에 있어서는 男女同等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헌법정신존중론을 반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

이던 鄭光鉉이다. 그는 당시 논문19)과 1957. 3. 16. 개최된 친족상속법에 대한 국

회 公聽會에서의 발언20)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 다. 즉 친족상

속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 국민생활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요청하는 바에 의하여 종래의 친족상속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따라서 친족상속법의 입법방침은 헌법존중론에 입각

하여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8조 제1항,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다

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父系, 母系간의 차별, 夫族
과 妻族간의 차별을 철폐하여야 하고,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을 없애야 하며, 친권

에 관하여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상속에 관하여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漸進的 改革論을 주장한 사람은 法典編纂委員會에서 民法起草委員으로
서 親族相續法 起草를 담당하 고, 뒷날의 국회 심의에서도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던 張暻根 당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는 친족상속법의 기초를 담당할 당시에 발표하 던 논문21)과 

17) 李相旭, “家族法 制定의 經緯와 주된 爭點”, 家族法硏究 제14호, 2000, 290면 이하 참조.
18) 1957. 11. 6.의 국회 발언. 鄭光鉉(註5), 附錄編 270면 이하.
19) “親族相續編의 要綱과 草案에 대한 分析과 管見”, 法政 1957. 3, 6, 11월호 게재. 이
후 보완된 이 鄭光鉉(註5), 330면 이하에 게재되어 있다.

20) 鄭光鉉(註5), 附錄編 168면 이하.
21) 張暻根, “親族相續法의 立法方針 及 親族相續法起草要綱私案”, 鄭光鉉(註5), 附錄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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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3. 16. 개최된 친족상속법에 대한 국회 公聽會에서의 발언22)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즉 法의 기초는 사회의 도덕, 풍속, 습관, 문화 등에 두

어야 하고, 법이 사회의 地盤으로부터 너무 괴리하면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의 
법의 지도력을 발휘치 못하고 도리어 그 규범성을 상실하고 무력화하여지며, 특

히 친족공동생활을 규율하는 친족상속법은 그 민족의 전통적 윤리관에서 유래하

는 고유의 풍속, 습관, 문화 등과 그 사회의 현실적 경제생활로부터 과도히 괴리

하면 법의 시행력은 무력화하여지지만, 다른 한편 법은 당위를 의미하는 것이므

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보 사회에 앞서야 하고, 특히 우리 현행 친족상속관습법

은 봉건사회적 유교윤리사상이 강대하기 때문에 일면 선조 숭배라는 유교의 禮
敎思想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 고래의 醇風良俗인 동시에 친족공동생활체가 생산 
등의 주체인 대단체로부터 소비의 주체인 소단체로, 개인의 예속으로부터 개인의 

각성에 변천한 현실에 뒤떨어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력한 가족제

도적 통제와 制 는 개인의 신장에 대한 지장이 되는 인습으로 화한 것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래의 醇風良俗은 弊風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유지 조장하는 동시
에 시세에 맞지 않는 인습은 揚棄할 수 있도록 현행 친족상속법을 수정 성문화
하여야 하며, 이것이 국가 민족의 발전을 친족공동생활체인 ｢家｣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개인의 伸張에 의존하고자 하는 현금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
의의 이념에도 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개혁론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관습을 우위에 놓고, 부분

적으로만 이를 수정하려고 하려는 것으로서, 관습 존중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평등에 관하여 입법방침으로서는 “家族制度의 美風을 
근본적으로 파괴치 않는 한도 내에서 남녀를 원칙적으로 평등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註에서는 現行慣習法은 夫權, 女子의 能力, 相續 其他 여러 部門에 있
어서 가장 많이 修正을 받아야 할 것지만, 婚姻으로 因하여 妻가 夫의 家에 들어
가서 살게 되고 婚姻共同生活은 極少數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夫의 財産으로써 
營爲하게 되고 夫婦間에 出生한 子女는 妻의 姓을 따르지 않고 夫의 姓을 따르
며 戶主相續은 男系血統의 男子에 의하여 하는 것 등의 家族制度를 根本的으로 
破壞치 않는 限 男女平等을 實現함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例外는 認定하지 아니

면(원래는 法政 통권 제23호, 1948. 9.에 발표되었던 것이다).
22) 鄭光鉉(註5), 附錄編 16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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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한다.23)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家制度에 관하여도 2차대전 후

의 일본처럼 이를 민법에서 전연 삭제하고 관행에 맡긴 것은 극단의 개인주의, 

민주주의에 치우친 것으로서 現實과 너무 乖離되는 過激한 立法措置인 동시에 
東洋固有의 美風인 家族制度를 抛棄하는 것이므로, 우리 家族制度에 관한 現行慣
習法 중 現世에 맞지 않는 部分 좋지 못한 部分만 修正하여 法律로써 規定함이 
家族制度의 美風을 維持하는 情神에 適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24) 기본적으로 종

래의 家制度 내지 戶主制度를 동양 고유의 미풍이라고 보면서, 좋지 못한 부분만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4. 제정된 家族法의 내용

이처럼 민법 중 가족법의 제정을 놓고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다. 1957. 3. 

16. 개최된 국회의 공청회 석상에서는 헌법존중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

고,25) 또 鄭一亨의원26)은 1957. 11. 28. 정광현 교수 등의 협력을 받아 남녀평등

을 강조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하 다.27)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관습존중론 또

는 점진적 개혁론에 입각한 정부안을 토대로 하여 이를 약간 수정한 법제사법위

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고,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거의 반 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들 수 있다. 원래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서는 

이러한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규

정을 삭제하 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족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

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은 금지하도록 하

는 규정이 채택되어 현행 민법 제809조 제1항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28)

이외에도 채택된 가족법 가운데에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매우 많았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호주제도 채택되었다.29) 뿐만 아니라 

23) 張暻根(註21), 3면 註2).
24) 張暻根(註21), 3면 註1).
25) 鄭光鉉(註5), 附錄編 162면 이하에 공청회 기록이 실려 있다. 이외에 당시의 상황은 
이태 ,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1992, 5면 이하 참조.

26) 鄭一亨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 운동과 가족법 개정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이태  여사(註25의 책의 저자)의 남편이다.

27) 鄭光鉉(註5), 115면 이하에 그 전문이 실려 있다.
28) 이 점에 대하여는 이태 (註25), 91면 이하 참조.



2004. 3.]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향 241

가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에 비하여 여자, 夫에 비하여 妻를 매우 불리하
게 대우하고 있었다.

첫째,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父系 내지 夫系 친족의 범위는 넓은 반면, 母系 
내지 妻系 친족의 범위는 좁게 규정되어 있었다(제777조).30) 그리고 형제의 직계

비속과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은 혈족으로 인정하면서,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은 혈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제768조).

둘째, 繼母子와 嫡母庶子 관계를 인정하여 妻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혈족 관
계가 인정되게 하 으나(제773조, 제774조), 계부자 사이에는 법정혈족 관계를 인

정하지 않았다.

셋째, 夫가 혼인 외의 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킴에 있어서는 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반면(제782조 제1항), 처가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

적시키려면 호주와 夫의 동의를 받아야 하 다.

셋째, 재산관계에 있어서 호주와 가족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

한 재산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하 고(제795조 제2항),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夫의 소유로 추정하 다(제830조 

제2항).31)

29) 우선 민법전의 제4편 제2장에 ｢戶主와 家族｣이라는 章을 두어 家制度를 규정하고, 이
러한 家는 戶主와 家族으로 구성되도록 하 다. 특히 제778조는 一家의 系統을 繼承
한 者,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를 戶主로 정의하고, 家의 繼承을 위하여 호주의 
지위는 상속되는 것으로 하 다(제980조 이하). 그리고 호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直系
卑屬長男子가 되는 것으로 하여(제984조, 제985조), 이러한 家의 承繼 내지 直系卑屬
長男子에 의한 戶主相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호주는 다
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家族의 入籍, 去家에 대한 同意權(제784조 제1항), 가족의 
分家强制權(제789조), 家族의 居所指定權(제798조 제1항), 家族의 限定治産․禁治産宣
告에 대한 請求權과 그 取消請求權(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家族의 後見人이 
될 권리(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親族會 召集 請求權 등 親族會에 관한 권리(제
966조, 제969조, 제972조).

30)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1. 8寸以內의 父系血族
2. 4寸以內의 母系血族
3. 夫의 8寸以內의 父系血族
4. 夫의 4寸以內의 母系血族
5. 妻의 父母
6. 配偶者

31)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夫가 부
담한다고 규정하 다(제832조).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1호 : ?∼?242

넷째, 자녀의 친권은 제1차적으로 父가 행사하고, 父가 없거나 親權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母가 친권자가 되었으며, 이때에도 이혼한 母는 전 혼인 중
에 출생한 子의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제905조). 그리고 이혼시에 자녀의 양육

책임은 제1차적으로 父에게 있었다(제837조 제1항).

다섯째, 상속에 관하여도 남녀의 차이가 컸다. 우선 동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상

속을 할 때에는 균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호주상속인인 재산상속인에 대하여는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밖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예컨대 혼인으로 아버지의 호적을 떠난 경우와 같이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女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밖에 인정하지 않았다(제1009조). 그리

고 배우자의 상속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 처인가 부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부는 제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부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직계비

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분은 균등하 다(제1002조). 반면 피상속인이 

부인 경우에 처는 제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의 상속인인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야 단독상속인이 되었다(제

1003조). 또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

의 1/2밖에 인정되지 않았다(제1009조).32)

이처럼 제정된 가족법만을 놓고 본다면 헌법은 별달리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 점을 호주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본다.33)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난 

후 1946. 11. 3. 새 헌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제24조에서 가족제도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하여 법률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 다. 그에 따

라 1947. 4. 19. 우선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10개조로 된 應急措置法34)을 공포하 는데, 이 법 제3조는 

“戶主, 家族 기타 家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다. 그

32)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것이다. 한국 민법은 다른 많은 나
라의 입법례와는 달리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
의 민법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의 대습상속만을 인정하 고, 상
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부의 대습상속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제1003조 
제2항).

33) 이에 대하여는 여성부,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최대권), 2001, 
147면 이하 참조(이 부분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필자가 집필하 다).

34) 정확한 명칭은 “日本國憲法の施行に伴う民法の應急的措置に關する法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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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947. 12. 22. 일본 민법이 개정되어 다음 해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결국 

일본 민법에서 家制度와 戶主制度 및 家督相續의 制度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호주제도의 원산지인 일본이 호주제도를 폐지한지 10년만에 우리나라에

서 민법을 만들면서 왜 호주제도를 규정하 을까? 이는 별도의 설명을 요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종래의 유교적․

가부장적인 의식이 지배적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민주화는 더욱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

은 민법 제정 당시에 관철된 慣習尊重論은 실제로는 일제 하에서 왜곡된 관습을 
우리의 전통적인 순풍양속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점이다.35) 이는 호주제도뿐만 아

니라 남녀의 상속분에 대한 현저한 差等 등 여러 가지 점에 적용될 수 있다.

Ⅲ. 家族法 改正에 미친 憲法의 影響

위와 같이 가족법이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1962년 7월에 대한여학사협회 

등 6개의 여성 단체가 가족법 개정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효시로 하여, 

가족법상의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

게 되었다.36)

1. 1977년의 가족법 개정

이러한 가족법 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3년에 들어서 다. 즉 

1973년 6월 28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결성되어 10개 항의 개정 요강을 

채택하 다.37) 이 개정 요강은 다음과 같다.

⑴ 호주제도의 폐지

⑵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⑶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⑷ 소유불명의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추정

⑸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35) 李相旭(註7), 302-303면 참조.
36) 이태 (註25), 133면 이하 참조.
37) 이태 (註25), 14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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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⑺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⑻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개정

⑼ 상속제도의 합리화

⑽ 유류분제도의 신설

그리하여 위 촉진회에서는 김주수․김용한․박병호․이태 ․한봉희 등의 학

자들에게 의뢰하여 1974년에 가족법 개정안을 작성하 다.38) 이 개정안은 우여

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유림 등 보수적인 계층에서

는 강력하게 반대하 다. 그리하여 국회에서의 심의 끝에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 

즉 호주제도의 폐지나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폐지 등은 채택하지 않고, 일부만을 

수정하기로 하는 정치적인 절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77. 12. 17.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2. 31. 공포되었다.

개정된 가족법 중 이 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夫의 소유로 
추정하던 것이 바뀌어 夫婦의 共有로 추정하게 되었다(제830조 제2항).

둘째, 종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원칙적으로 父가 행사하던 것이 바뀌
어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 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하도록 하 다(제909조).

셋째, 상속분에 관하여 처 및 딸의 지위를 개선하 다. 즉 종래 처가 직계비속

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이 남자의 상속분의 1/2에 불과하던 것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든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게 되었다(제1009조 제1항). 그리고 종래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

속분의 1/2이었던 것을 폐지하여 남자와 동일하게 하 다. 그러나 동일 가적 내

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의 1/4인 것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외에 이때의 개정에서는 婚姻으로 인한 成年擬制規定(제826조의2)이라든지 

유류분제도의 신설(제1112조 이하)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 1990년의 가족법 개정

위와 같이 1977년의 개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끝남에 따라 또다시 가족법 개정

38) 이태 (註25), 160면 이하 참조.



2004. 3.]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향 245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39) 그리하여 1981년에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민상법

개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가족법을 개정하고자 하 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1984년 7월에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가 결성되어 가족법 

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4년에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 으나,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

하여 좌절되었다. 다시 1986년에는 김 정 의원 외 58명의 국회의원이 가족법개

정안을 제12대 국회에 제출하 으나 이 개정안은 1988. 5. 29. 제12대 국회의 임

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88. 11. 7. 김장숙 의원 외 147인이 가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 다. 이 개정안은 종래의 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김주수 교수가 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도 호주제도 폐지와 동성동본금혼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보수적인 유림 계층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타협

의 결과, 호주제도는 존치하되 종래의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바꾸고,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

안을 마련하여 이를 1989. 12. 19. 의결하 고, 이 법안은 1990. 1. 13. 공포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호주제도의 완전폐지에는 실패하 고, 동성동본금혼제도도 여전

히 남겨 두는 등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 헌법적인 관점

에서 문제가 되었던 규정들을 대부분 개정하여, 상당한 진보로 평가될 수 있다.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의 性에 따른 차이를 없앴다. 종전에는 부계혈족은 

8촌까지, 모계혈족은 4촌까지로 하 던 것을 부계․모계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8촌으로 하고, 인척은 남녀 구별 없이 4촌 이내로 통일하 다(제777조).40) 그리

고 종전에 혈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

비속도 혈족에 포함되었다(제768조). 또 종전에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가 재

혼하더라도 처족과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반면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가 

39) 상세한 것은 이태 (註25), 219면 이하; 裵慶淑, “家族法 改正 30년과 그 經過過程”, 
民法學의 回顧와 展望(民法典施行 三十周年 紀念論文集), 1993, 820면 이하; 金疇洙․
李凞培, “家族法의 立法․改正經過”, 金疇洙, 韓國家族法과 課題, 1993, 918면 이하 참
조.

40) 종래에는 처의 입장에서는 夫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은 친족
에 포함되는 반면, 부의 입장에서는 처의 부모만이 친족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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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면 夫族과 인척관계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여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

하도록 하 다. 그리고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에서 제

외하 다(제773, 제774조의 폐지).

둘째, 호주제도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종래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었다. 우선 

호주의 가족에 대한 居所指定權(제798조)과 성년남자에 대한 강제분가권(제789

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권리(제933조) 등은 삭제되었고, 호주와 가족 중 누

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종전과 같이 호주의 단독소유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게 되었다(제796조 제2항). 또 종래에는 

호주의 지위가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었고, 이러한 호주상속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이를 호주의 승계로 바꾸고, 호주를 승계할 자가 승계를 원

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 다(제991조). 또 종래에는 분묘에 속하

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하 으나, 개정법에 따

르면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 다(제1008조).

셋째, 혼인관계에 있어서 종전에는 부부의 동거의 장소를 원칙적으로 夫의 주
소나 거소로 하 던 것을 개정법은 제1차적으로 부부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 다

(제826조 제1항).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종전에는 특별한 약정

이 없으면 夫가 부담하던 것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꾸었다(제833

조). 그리고 이혼시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없으면 양육책임이 부

에게 있던 것으로 고쳐 부부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

도록 하 다(제837조).

넷째, 친권에 있어서 종전에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하도록 하던 것을 고쳐서, 부모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 다(제909조 제2항). 그리고 

이혼한 모 등이 전 혼인 중에 출생한 子의 친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하 던 규정

도 폐지되었다.

다섯째, 상속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종래에는 부가 

처를 상속하는 경우와 처가 부를 상속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던 것을 없애서 부

가 처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하 고(제1009

조 제2항), 처가 자녀 없이 상속하는 경우에 부는 처가 상속하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처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제1003호). 또 처가 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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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처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

1003조 제2항).41)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분의 차이도 없애서, 

남자와 여자,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상속분은 均分으로 하 으며, 호주상속인에

게 5할을 가산해 주던 제도도 없앴다.

이외에 이 개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창설(제839조의2), 면접교섭권의 

명문화(제837조의2)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2001년의 國際私法 改正

이와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2001년의 국제사법 개정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1962. 1. 15. 섭외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래 1999년 한 차례

의 사소한 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않다가, 2001. 4. 7. 전문개정되면서 법률

명도 국제사법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게 된 데에는 위 법이 제정

된지 40년이 가깝도록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원

인이지만, 특히 친족법 분야에서 대부분 夫 또는 父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는 것도 크게 작용하 다.42) 다시 말하여 국제사법 중 친족편의 개정에 관하여는 

헌법이 큰 향을 미친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정 국제사법 중 친족편에 미친 헌법의 향을 살펴본다.43)

첫째, 혼인의 효력에 관하여 개정 전 법 제16조는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접한 관련이 있

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규정함으로써 부부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둘째,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개정 전 법 제17조 제1항은 혼인 당시의 夫의 본
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 제38조 제1항은 제37조를 준용하

도록 함으로써 위헌의 시비를 제거하 다.

41) 근래에 夫가 妻를 대습상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대판 2001. 3. 9, 99다13157(公 2001상, 831)이 있다.

42)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2001, 3면 참조.
43) 崔興燮, “改正法律과 國際親族․相續法의 諸問題”, 法曹 2001. 5, 150면 이하, 154면 
이하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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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개정전 법 제17조는 이혼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夫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 제39조는 이에 

관하여도 제37조를 준용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 다.44)

넷째,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변경이 있었다. 개정 전 법 제19조

는 친생자의 추정, 승인 또는 부인의 준거법을 그 출생 당시의 母의 夫의 본국법
(夫가 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의 본국법)으로 규정하고 있었

다. 그런데 개정법은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 또는 처 

중 어느 일방의 본국법45)에 의할 수 있도록 하 다.46)47)

다섯째 그외의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전 법 제22조는 父의 본국법에 
의하고, 父가 없을 때에 한하여 母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 다. 그러나 개정 법 

제45조는 이처럼 父의 본국법을 우선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차적으로는 부모와 子
의 공통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러한 공통의 본국법이 없을 때에는 子의 상거소지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불평등하게 처우한다는 문제를 해소하 다.

Ⅳ. 憲法裁判所의 家族法에 관한 判例

여기서는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가족법 규정에 관하여 선고한 중요한 결정례

를 시기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친족법 규정에 대하여 

두 개, 상속법 규정에 대하여 두 개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

다.48)

44)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 다.

45) 夫가 子의 출생 당시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의 본국법이 부의 본국법이 된다.
46) 이 경우 친자관계의 성립에는 친자관계의 否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무부(註42), 145면.
47) 이외에 개정법 제41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子의 출생 당시 母의 본국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子의 
출생 당시 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常居所地法에 의하도록 하 으며, 제2항은 인
지는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 다.

48)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
집 454면 이하)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
록 한 상속세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 으나,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가족법상의 논의를 확인한 것일 뿐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새로운 

시사점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李和淑, “離婚時 財産分割 및 配偶
者 相續分에 관한 民法과 稅法의 評價”, 家族法硏究 제12호, 1998, 29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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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병합) 결정49)

가. 결정의 배경

민법 제844조 제1, 제2항은 처가 출산한 자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夫의 자녀로 추정하고, 제846조는 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추정은 다

른 경우의 추정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효과가 인정된다. 다른 경우의 추정은 반

대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깨어지는데 반하여, 민법 제844조에 의한 夫의 子女의 
추정은, 그러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법은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846조가 

규정하고 있는 親生否認의 訴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부인의 소는 子 또는 그 친권자
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그 출생을 안 날”의 의미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그 출생을 안 날”이란 夫가 그의 子가 자신의 親生子가 아니
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50) 대법원의 판례는 夫가 그 子
가 자기의 子가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없이 子의 출생 그 자체를 안 날을 의
미한다고 보고 있다.51)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妻의 夫는 妻가 출산한 자녀가 자
신의 자녀인 줄로 믿고 있다가 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자신의 자녀가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에는 이미 제소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대법원의 판례도 1983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제844조의 문언과는 달리 친생

추정의 범위를 제한하 다. 즉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

Mi-Kyung Ch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Korean Family Law,”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02 Edition, Family Law, London, 2002, pp.252 
ff. 등 참조.

49)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193-218면.
50) 李和淑, “親生子推定과 親生否認의 訴”, 사법행정 제376호(1992. 4.), 81면; 姜海龍,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法律新聞 1995. 3. 13, 4면 등.
5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公 1988, 9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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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52)은,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夫 이하 같다)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

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

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소기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위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나. 결정의 내용

위 사건에서는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내지 그 모를 상

대로 그 부로 추정되는 母의 夫가 자녀의 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서, 위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이

유로 위헌제청의 신청을 하 고,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에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

고 하 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

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도, 민법 제

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 夫가 자와의 사이에 친
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만 규정한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고, 나아가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알기 어려운 속성에 비추어 보

통의 경우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란 단기간의 숙려기간은 너무 짧아서 

실질적으로 제소의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입법재량의 한계

를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53)에 위반되고, 또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

52) 公 1983, 1259.
53) 헌법 제10조: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
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
務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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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침해금지를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54)에도 위반된다고 한다. 다만 다

수의견은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선언을 하는데 

그쳤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국회가 위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

응의 준거가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제기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한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 민법의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진우 재판관은,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면서도, 

다수의견이 스위스의 가족법과 같이 자의 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친생부

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대하여는 반대하고 있다. 즉 자의 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가 친생자가 아닌 사실을 그 동안 몰랐어도 친생부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이

나 별개의견과 동의하 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 결정에 대한 반응

이 결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7

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5)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일반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 헌

법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별로 없다. 다만 이 문제를 실체적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절차적인 기본권인 裁判請求權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56)

54) 헌법 제36조 제1항: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55) 예컨대 金容徹, “親生否認의 訴에서 提訴期間과 그 起算點”, 家族法硏究 제11호, 韓國
家族法學會, 1997, 133면 이하; 曺美卿, “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같은 
책 155면 이하; 李完植, “民法 제847조 제1항 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規定 중 提訴期
間 制限에 관한 부분의 違憲 與否(下)”, 판례월보 2000. 2, 14면 이하; Mi-Kyung Cho
(註48), pp.250 ff.; Jin - Su YUNE, “Recent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Family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 1, Mo. 1, 2001, pp.138 ff.

56) 韓秀雄, “基本權과 效率的인 權利保護”, 판례월보 1999. 9, 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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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위 결정의 다수의견이 스위스 민법과 같이 절대적인 제소기간의 제

한을 둘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는, 김진우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지지하여 

당사자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제소기간이 경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57)

라.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종래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가족법의 규정에 대하여 헌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따라서 가족법도 헌

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준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은 그 위헌

이라고 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형적인 勸告的 意見
(advisory opinion)을 부가함으로써 입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2.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58)

가. 결정의 내용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동성동본인 남녀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

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 대한 

개정 제안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 다. 다만 타협책으로서 세 차례

에 걸쳐서 “혼인에관한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예외적인 특례법을 만들어59) 그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는데 그

쳤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은 모두 동성동본(同姓同本)인 자와 혼인하려 하 으나 

호적공무원이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자, 그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

고, 그 신청을 받은 서울가정법원이 1995. 5. 17. 위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하

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 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게 되었다. 그

런데 이 사건 결정에서는 재판관 5인이 위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

다는 이유로 단순위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관 2인은 위 조항이 헌

57) 曺美卿, “血緣眞實主義”, 가족법연구 제12호, 한국가족법학회, 1998, 385면 이하 등.
58)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31면.
59) 1977. 12. 31. 법률 제3052호; 1987. 11. 28. 법률 제3971호; 1995. 12. 6. 법률 제

5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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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나

머지 재판관 2인은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하 다. 그 결과 단순위헌의견이 

헌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헌결정의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결국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기본적으로 혼인의 자유 내지 혼인 상대방

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헌법 제10조 또는 제36조 제1항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다수의견은 위 동성동본금혼의 제도가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중국

의 宗法制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 본 반면,60) 소수의견은 이는 중국의 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제도라고 보았다.61)

그리고 다수의견은 혼인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62) 소수의견

은 혼인이 관습․도덕․종교 등 사회규범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의 측면은 중

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소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 제9조에 규정

된 전통문화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63)

그리고 다수의견은 동성동본 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는 신

분적 계급제도 및 남존여비사상에 기초한 족벌적, 가부장적 사회 으나 현재에는 

현재의 우리 사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

며 신분적 계급제도와 남존여비사상을 배척한 자유민주주의사회로 탈바꿈하 고, 

혼인 및 가족관념도 그에 따라 변화하 다고 본 반면,64) 소수의견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 우리 국민의 의식까지 그와 같이 변화하 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다.65)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소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도 혼인관계를 규

율하는 법의 이러한 특수성을 전제로 그 유래나 관습화의 정도, 입법화의 타당

60)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1면.
6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3면.
6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7면.
63)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9면.
64)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3면 이하.
65)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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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현재의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가려야지 합리성이나 논리

만을 잣대로 위헌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66) 가족관계에 관한 

관습 중 어느 범위에서 이를 입법화하여 강제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역에 속

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67) 이는 대체로 最小限의 合理性
(minimal rationality) 내지 최소한의 심사(minimal scrutiny)의 基準을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결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법제화․강제화함으

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동성동본금혼 조항의 입법목적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입법의 수단이나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법익침해의 균

형성에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다.68) 또한 여성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도, 위 조항은 가족법상 전통관습

의 법제화라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친족체계가 남계혈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순한 

논리만으로 하루 아침에 변혁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69)

반면 다수의견은 동성동본금혼제를 법제도로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의 여부는 헌법이념 및 규정에 의한 새로운 조명과 가치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70)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嚴格審査(strict scrutiny)에 가까운 태

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으

나, 위 조항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

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

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

6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3면.
67)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6면 이하.
68)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8면.
69)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30면 이하.
70)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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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위헌이라고 하 다.71)

다른 한편 재판관 2인72)의 헌법불합치의견은,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그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근거로서,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

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

게 되었다는 점, 가족법 특히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

습, 윤리의식, 친족관념, 우생학적 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비록 위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 는지,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친

족범위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

를 폐지함에 있어 우리민족의 혼인풍속이나 친족관념에 비추어 현행 근친혼금지

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3)

이러한 헌법불합치의견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절충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결정에 대한 반응

이 결정에 대하여는 많은 평석이 발표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위 결정의 다수의

견을 지지한다.74) 특히 헌법적으로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한 논문75)은, 동성

동본혼인이 유전학적으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고,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헌법

상 기본권 제한의 사유인 질서유지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동성동본 금

혼제도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 자체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또 민법

상의 제재조차도 방법의 적절성이나 최소침해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에, 형법상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

7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6면 이하.
72) 재판관 정경식, 고중석.
73)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21.
74) 尹眞秀(註3), 75-76면 및 76면 註63)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헌 참조.
75) 全光錫, “同姓同本禁婚制度의 憲法問題: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中心으로”, 경원대 法學
論叢 第5號, 1998, 211면 이하, 특히 22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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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는 男系를 중심으로 금혼의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남녀를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취급

의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한다.

다른 한편 위 결정이 단순위헌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데 대하여는, 이 사

건은 헌법불합치를 선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즉 위헌적 법률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킬 때보다도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

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위헌결정이 위헌상태의 제거방식에 관한 입법

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76)

다. 이 결정의 의의

한국 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 논쟁은 그것이 단순히 법률가 사이에서만 벌어지

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문제가 일종의 이데

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동성동본 금혼제도

는 전통적인 儒敎的, 家父長制的 이데올로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일 동성동본 사이

에서도 혼인이 허용되게 되면 유교적,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부정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결정의 소수의견이나 헌법불합치의견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보

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위 의견들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 관습” 

내지 “전통문화”라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전통적인 儒敎的, 家父長制的 이데올
로기를 말하는 것이고,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것

이다. 다른 한편 위 헌법불합치의견은 법률적인 논증을 전개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쏟아지게 될 보수층으로부터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

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이 법률외적인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라고 하는 어정쩡한 주문을 선고한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이 가지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우선 이 결정은 혼인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명백히 하 다.77) 

76) 尹容燮, “同姓同本禁婚制度의 違憲 與否”, 金容俊 憲法裁判所長 華甲紀念 裁判의 한 
길, 서울, 박 사, 1998, 219면 이하.

77) 이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註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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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이 결정은 서로 다른 人種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Loving v. Virginia 판결78)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은 동성동본금혼이 위헌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던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존폐 논의에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 이 또한 중대한 정치적

인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3.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

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결정79)

가. 결정의 배경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제1항),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제1026조 

제2호는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

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 3월의 考慮期間 내지 熟慮期間의 기산점인,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이는 상속

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었다.80) 따라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은 알

았으나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음은 알지 못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위 고려기간을 경과하여 버린 사

람은, 나중에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

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가지고서도 상속채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해석론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이 여러 가지로 

78) 388 U. S. 1(1967).
79)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339-363면. 이 결정에 대하여는 尹眞秀, “相續의 單純

承認 擬制規定에 대한 憲法不合致 決定의 문제점”, 憲法論叢 제11집, 2000, 175면 이
하 참조.

80)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集 17권 2집 민54면); 84. 8. 23자 84스17-25 
결정(公 1984, 1723); 86. 4. 22자 86스10 결정(公 1986, 872); 88. 8. 25자 86스10, 
11, 12, 13 결정(公 1988, 1240); 91. 6. 11자 91스1 결정(公 1991, 19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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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인 사실을 아는 외에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81)

다른 또 하나의 견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

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 등을 하지 못하 고, 그로 인

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錯誤를 이유로 위 법정단순승인을 취소하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82)

나. 결정의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

건에서 각급 법원이 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재

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 거나,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 다

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 고,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

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

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

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를 하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위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고려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순승인을 

81) 孫智烈, “民法 第1019條 1項의 考慮期間의 起算點”, 民事判例硏究 Ⅹ, 1988, 237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는 郭潤直, 相續法, 1997, 298면 등이 있다.

82) 尹眞秀, “相續債務를 뒤늦게 발견한 相續人의 保護”, 서울대학교 法學 제38권 제3․
제4호, 1997, 2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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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아 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적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속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을 신뢰하여 그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보고서 거래한 것이지, 그의 사망 후 상속

인이 채무를 승계할 것까지를 기대하고서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

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

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으

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기본

권제한의 입법한계인 피해의 최소성, 공공필요와 침해되는 상속인의 기본권 사이

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고,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법적 혼란의 회피 등을 이유로 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1999. 12. 31.까지 개정

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 다.

다. 위 결정의 문제점

그런데 위 결정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위 결정이 현행 상속포기 내

지 한정승인 기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그런 대로 수긍할 수 있

지만, 그 근거를 재산권의 침해에서 찾은 데에는 의문이 있다. 상속권 자체는 헌

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

게 되는 것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재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83) 또한 위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제1026조 제2호에 대

하여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제101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킨 점이다. 

그 결과 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2000. 12. 31.까지 제1026조 제2호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 규정이 실효되게 되자,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83) 尹眞秀(註79), 185면 이하; 丁泰鎬, “民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 및 위 法律規定의 改正方向”, 人權과 正義 1998. 11, 10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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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위 결정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1. 14.의 민법 개정

에 반 되게 되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84)

가. 결정의 배경

이 사건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

한 민법 제999조 제2항85) 내지 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제982조 제2항86)의 위헌성이 문제되었다. 우리 민법은 로마법상의 hereditatis 

petitio에서 유래하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이 실제로는 상

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밖에 없어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87) 주

로 문제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에 관한 반환청

구권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대법원의 판례88)는 재산상속에 관하

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

84)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3권 2집 1-17면.
85) 위 헌재결정 당시의 민법 제999조(2002. 1. 14.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86) 구 민법 제99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의 규정은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2조:
① 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
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87)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과 그 除斥期間의 起算點”, 
金容俊 華甲紀念 재판의 한 길, 1998, 478면 이하; 同, “相續回復請求權의 硏究”, 서울
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 2000, 172면 이하 참조.

88)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 854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판결집 29권 1집 民20면);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公 1992, 63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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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

으면 상속권의 침해 자체는 그 후에 있었어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로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89)

나. 결정의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의 관련 민사사건은 여

러 건이었는데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가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어서 종전의 판례대로라면 소가 각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위 각 규정 중 “상속이 개

시된 날부터 10년” 내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결정을 선고하 다.

첫째, 위 조항들의 목적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진정상속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나 참칭상

속인의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들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제3자는 선의취득, 취득시효의 규정을 원용하거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진

정상속인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구제수단도 갖지 못한 채 권리를 상실하

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이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진정상속인

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진정상속인의 불

이익이 보다 크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

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기

간의 제한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이고,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인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

구권의 일종인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

하면 소유권에 기한 모든 권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소유권 자체를 

89) 위 대법원 1991. 12. 24. 판결(註88). 이 판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
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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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는 결과를 생기게 만다.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

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그런 정도에 이르게까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위 결정에 대한 반응

위 결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없다.90) 그러나 이 결정의 내

용 또한 위 2002. 1. 14.의 민법 개정에 반 되었다.

Ⅴ. 가족법 개정안과 상속법의 일부 개정

1. 가족법 개정안의 제출 배경

정부는 1998. 11. 13. 국회에 가족법 개정안을 제출하 다. 이 가족법 개정안은 

1993년부터 준비되었던 것이지만,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7년과 1998년에 가족법 

규정에 대한 일련의 불합치결정을 한 것도 개정안에 상당한 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91) 즉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불합치결정은 이 개정안에 대체로 반 되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위 Ⅳ. 4. 참조)은 위 개정

안 제출 후에 내려진 것이지만 이 개정안은 이 문제도 이미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중 특히 동성동본금혼 폐지 부분에 대하여 유림 등 보수층

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어서, 국회는 이를 2000. 5. 29. 제15대 국회의원의 임

기가 만료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개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92) 

그리하여 정부는 다시 2000. 10. 16. 제15대 국회에 제출하 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법 중 일부 규정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93) 다른 한편 2000. 

11. 27. 최 희 의원 외 19인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의원안)94)

90) 文興安,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期間”, 家族法硏究 제15권 제2호, 2001, 461면이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91) 개정안의 제출 경과에 대하여는 李凞培, “第4次 家族法改正의 方向과 課題(1)”, 驪松
李凞培敎授停年紀念 家族法學論叢, 2001, 223면 이하; 同, “第4次 家族法改正의 方向
과 課題(2)”, 위 책 249면 이하 참조.

92) 이에 대하여는 Jin-Su Yune(註55), pp.154 f. 참조.
93) 이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국회 홈페이지(http://na6500.assembly.go.kr/cgi-bin/detail? 

BILLNO= 160214)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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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골격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정안과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2. 家族法 改正案과 憲法

이 가족법 개정안들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흥미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가. 혼인에 관하여

우선 政府案과 議員案은 모두 동성동본금혼 규정을 폐지하 다. 그 대신 혼인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를 8寸 이내의 血族(親養子의 入養전의 血族을 포함한
다), 6寸 이내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 이내의 血族, 配偶者의 4寸 이내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자 및 6寸 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자와 4寸 이내의 養父母系의 姻戚으로 제한하고 있다.95) 동성동본 금

혼 규정을 폐지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이

나, 입양으로 인하여 친족이 되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은 혼인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96)

다른 한편 위 개정안들은 종래 논란이 많았던 여자의 혼인 해소 후 6월의 待
婚期間(Wartezeit)(현행 민법 제811조)도 폐지하는 것으로 하 다. 이 규정에 대하

여도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던 점에서,97)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나. 親生否認制度

政府案은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에 관하여 위 1997. 3. 21.의 헌법재판소 결

정(위 Ⅳ. 1. 참조)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親生否認의 訴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98)부터 1년내, 그 子가 出生한 날부터 5년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제

소권자에 夫 외에 妻까지 포함시켰으나, 자녀의 친생부인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

다(개정안 제847조). 반면 議員案은 제소권자를 夫, 妻뿐만 아니라 子까지로 확대
하 고, 제소기간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로만 하고 있을 뿐 子가 

94) 이 개정안도 http://na6500.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160419에서 검색할 
수 있다.

95) 각 개정안 제809조 참조.
96) 尹眞秀(註3), 78면 이하; 同, “婚姻 成立에 관한 民法의 改正方向”, 家族法硏究 제15권 
제1호, 2001, 88-92면 참조.

97) 尹眞秀(註3), 70면 이하 참조.
98) 즉 자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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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한 날은 따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議員案은 
김진우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子女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자녀가 자신의 유전적인 

근원을 알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99)에서 볼 때 중요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親養子制度

한편 政府案과 議員案은 다같이 親養子라는 명칭으로 完全養子制度를 도입하
려고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두 안은 모두 친양자

가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7세 미만으로 하고, 친양자관계가 성립하

면 종전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100)

종전까지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 헌법

적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친양자 성립에 있어서 친생부

모의 동의 문제이다. 두 안은 모두 친양자 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親
生父母의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父母의 
親權이 상실되거나 死亡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원안에 따르면 그 외에도 자녀학대나 유기 등 친

양자가 될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

다.101)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문

제로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 절차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102)

그리고 개정안에는 친양자로 될 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99) 이 점에 대하여는 독일에서의 논의가 참고가 된다. 특히 BVerfGE 79, 256; 90, 253 
등 참조. 이를 국내에 소개한 문헌으로는 R. Frank(曺美卿 譯), “獨逸 親子法 改正의 
最近의 展開”, 家族法硏究 제11호, 1997, 580-583면 참조.

100) 제908조의3 제2항.
101) 각 개정안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102)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2002. 3. 7. 개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에서 헌법재
판소의 김시철 판사가 이 점을 지적하 다. 위 공청회 자료집 173-174면 참조. 유럽인
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Keegan v. Ireland 판결, (1994) 18 
E.H.R.R. 342는, 혼인 외의 자녀의 경우에 친부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용하고 있는 
아일란드 법이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위 협약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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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우리나라도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2조 제1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될 소지가 크다.103)

나아가 친양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친

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남겨 두어야 할 것

이다.104)

3. 상속법의 개정

이외에 개정안에는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2001. 12. 20. 가족법 개정안 중 

다른 부분은 보류한 채 상속법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의결하 고, 그에 따라 

이 부분은 2002. 1. 14.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치 내지 위헌결정(위 Ⅳ. 3., 4. 참조)을 고려한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개정된 것은 두 부분이다. 우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99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이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하 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에 관하여 제1019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위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위 개정법은 부칙에 

규정을 두었다. 즉 원칙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을 취하면서(제2항), 제1019조 제3항

의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1998년 5월 27일, 즉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관한 1998

년 8월 27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3월 전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 다(제3항).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를 더 넓히고 있다. 우

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대판 2001. 10. 9., 99다17180105)은, 헌

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103) 김시철, 위 자료집(註102), 176-177면; 윤진수, 위 자료집(註102), 122면 등 참조.
104) 김시철, 위 자료집(註102), 174-176면 참조.
105) 公 2001하,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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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 거나 법

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

청은 하지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

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

도 미친다는 이유로, 1975. 12. 10.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1996. 12. 27. 제소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106)을 파기하 다.

그리고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대판 2002. 4. 2. 99다

3358107)는, 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

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전 민

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 다.

Ⅵ. 向後의 課題

종래 가족법 가운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되었던 것 중 상당 부분은 이제 개

정되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가족법 사이의 긴장관계

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으로 사회의 상황이 바뀌면 이제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뿐

만 아니라 종래 논의되었던 것 가운데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여기서는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호주제와 자녀의 姓 문제 두 가
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戶主制의 위헌성 여부108)

호주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쟁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6) 위 위헌결정 선고 전인 1999. 2. 25. 선고된 것이다.
107) 公 2002상, 1059.
108) 이하의 서술은 상당 부분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여성부(註33)에 의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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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호주

제도는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109) 즉 현행법은 모든 家는 예
외 없이 家를 통솔하는 호주와, 그 호주에게 복종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족의 구성원을 평등하지 아니한 

호주와 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

도 하다.

더 나아가 현행법상으로는 호주승계의 순위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남자를 우

위에 놓고 있어서(민법 제984조), 원칙적으로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性別과 年齡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혼인 중의 출

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비하여 우선한다(민법 제989조). 이 또한 혼인 중의 

출생자인가 아닌가에 따른 차별대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호주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 입법자가 내린 차별대우의 기준으로서의 最近親, 혼인 중

의 출생자, 연장자 등은 적어도 우리의 전통적인 家族觀念에 비추어 볼 때 正義
觀念을 해치는 정도의 불합리하고 恣意的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남자와 여

자를 호주상속순위에서 차별하는 것은 男系血統繼承을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권
자의 결단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권자의 동

기가 아직은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恣意的인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110)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1. 3. 29. 헌법재판소에,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기타 事由로 인하여 一家를 創立하거
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8조에 관하여 위헌제청

을 한 것이다.111)112)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존폐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109) 田鳳德, “戶主制度의 歷史와 展望”, 大韓辯護士協會誌 1982. 10, 32-33면; 李凞培, 
“民法上 戶主制度의 違憲性․非歷史性 考察”, 松也 金疇洙敎授 華甲紀念 現代家族法과 
家族政策, 서울, 三英社, 1988, 526면 이하; 方勝柱,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 考試硏究 
2001. 1, 59면 이하 참조.

110) 許營, “憲法과 家族法”, 延世大 法律硏究 제3집, 1983, 434-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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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에 대한 예측

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에 호주제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함께 또

는 그 이상으로 가족문제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계층 사이의 뜨거운 논란 대상

이었고,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지금에 있어서는 호주제도가 가

족법상 남성의 우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서 유림 등의 보수층

은 이 제도의 고수를 부르짖고 있다.113) 그러므로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현행 호주제도에 위헌성이 있

다고 판단하더라도 단순위헌선언보다는 불합치선언을 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2. 자녀의 姓 選擇 문제

우리나라는 서구나 일본과는 달리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당사자의 姓이 달라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114)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실

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위 조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인

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제16조 제1항(g)에

서, 家族姓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5. 1. 26. 이 조약에 가입하면서 위 

1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3. 29. 자 2000흐파1887 결정. 위 위헌제청사건의 본
안 신청인들은 夫婦인데, 호적상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無戶主家, 즉 호주가 
없는 家로 바꾸기 위하여 관할 호적관청인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호주변경신고를 하
으나 동대문구청장은 현행법상 무호주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 고, 이에 신청인들이 법원에 위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 다.
112) 다른 한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3. 27.자 2000호파1095 결정 및 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 2001. 3. 29.자 2000호파1886 결정은, 남편과 이혼하고 미성년인 子의 친
권행사자로 지정된 母가 그 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려고 한 사건에 관하여, “子는 
… 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의 위헌제청을 하 다.

113)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2000. 7. 7. 개최된 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
료집) 참조.

114) 그러나 1997. 12. 13.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도 
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
를 수 있다는 제781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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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대하여는 유보를 하 다.

과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매우 흥미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참고가 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115)은, 父系血統主義에 
입각하여 출생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면
서도 출생한 당시에 父가 아니라 母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
민으로 하지 않고 있었던 구 국적법116)의 조항에 대하여,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

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가족의 

장(長) 또는 중심을 부로 정하는 것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 다. 이러한 판시내용은 마찬가

지로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위 민법 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Ⅶ.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 헌법이 가족법의 변화에 미친 향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이 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고 여

겨진다. 앞으로도 헌법과 가족법 사이의 관계에서는 매우 흥미 있는 논점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근래 문제되고 있는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허용 

여부도 헌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7) 나아가 외국에서는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의 허용 여부도 헌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118) 따라서 이 분야

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115)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2집, 167면 이하.
116)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7) 이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註96), 81-83면 참조. 최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 998 결정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의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변경

하는 것을 허가하 다.
118) 尹眞秀(註96), 75-81면 참조.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2002. 7. 17. 판결

(BVerfG, 1 BvF 1/01 vom 17.7.2002, Absatz-Nr.(1-147), http://www.bverfg.de/)은 同性
間의 결합에 대하여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하는 “등록된 생활공동체에 관한 
법률(Lebenspartnerschaftsgesetz)”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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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記>

2002. 10. 12.의 심포지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요약된 내용을 

발표하 고, 이 이 그 전문이다. 요약된 내용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尹眞秀, “憲法が家族法の變化に及ぼしだ影響”, 尹龍澤․姜京根 編, 現
代の韓國法, 有信堂, 2004, 177면 이하.

발표 후의 몇 가지 변화에 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1. 상속법의 개정(위 Ⅴ.3.)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신설된 제

1019조 제3항에 대하여는 합헌이라고 선고하 으나(2002헌바91 사건 등),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는 2004. 1. 29.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 다(2002헌

가22 등 사건).

2.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위 Ⅵ. 1.) 및 자녀의 姓 選擇(위 Ⅵ. 2.)에 관하여: 노

무현 대통령 취임 후인 2003. 11. 6. 정부는 호주제 폐지 및 자녀의 姓을 반드시 
父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한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3. 2. 16.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사건이 헌법

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