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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

女性差別撤廢協約과 韓國家族法*

尹 眞 秀**

1)

Ⅰ. 序論

“女性에 대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은 국제적인 차원

에서 여성 차별의 철폐를 이룩하기 위하여 1979. 12. 18. 제3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 9. 3.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4. 12. 27.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위 협약에 가입하 고, 

위 협약은 1985. 1. 26.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게 되었다. 위 협약이 적용된 이래 

국내의 법상황은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위 협약 자체가 

많은 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특히 한국은 위 협약에 가입하면서 주로 가족 문

제와 관련된 몇 개의 조항을 유보하 으나, 그 후 국내의 관련법들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은 유보 조항 중 대부분을 철회하 다.

이 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종

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한국법에 미친 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

으나 가족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들어서서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 가족법 개정3)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접한 관련이 있는 문

제이다. 뿐만 아니라 2005. 7. 21.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4)은 종중의 종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또는 “협약”이라고만 한다. 어로는 CEDAW라는 약어로 
호칭된다.

2)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헌가9 외 결정(헌법재판소공보 101, 173면 이하).
3) 2005.3.31.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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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 는데, 그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의 발전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것이 가지는 법적인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관련된 한국 법의 변화를 시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서술한다.

Ⅱ. 여성차별철폐협약의 槪觀

1.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과 주된 내용5)

UN은 1945년의 유엔 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

에서 性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 왔다. 그러다가 1967. 

11. 7.에 개최된 UN총회에서 독립된 문서인 “女性差別撤廢宣言(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 다. 이 

선언은 그 前文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 가정 및 사회의 복리와 

양립할 수 없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기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

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며 여성이 자기 나라와 인류를 위

해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선언을 채택하 음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

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라고 밝히고, 제2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 

관습, 규정 및 관행 등을 폐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

호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

4)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5) 여기서는 김엘림, “여성차별철폐협약”, 國際人權法 제1호, 1996, 108면 이하; 徐哲源,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독절차”, 國際人權法의 實踐制度, 碩岩 裵載湜博士古稀紀
念, 1998, 198면 이하 등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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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 다. 그리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

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어서 장기간의 논의 끝에 1979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한 것이다. 이 협약은 2005. 3. 18. 현재 세계 180국이 가입하고 있다.6)

협약은 前文과 6개의 部 및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여성차별을 정의하고 있

는데,7) 여성에 대한 차별을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

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

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기타 조치를 할 것

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는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

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

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부는 정치적․공적 활동(제7조), 국제적 활동(제8조), 국적(제9조)에 관한 여

성차별의 철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게 될 국적에 관한 제9조

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

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부는 교육(제10조), 고용(제11조), 보건(제12조), 경제적, 문화적 활동(제13

조)에서의 차별철폐와 시골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제1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가입국의 현황은 유엔의 홈페이지(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states.htm) 
참조(최종 방문 2005.8.13.).

7) 이하의 조문은 공식 번역본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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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는 법 앞에서의 남녀평등(제15조),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과 관련성이 깊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

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

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

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 , 관리, 향유 및 처

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제5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8)에 관한 것이다. 즉 협약의 이행상 행

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를 설치하고(제17

조), 가입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

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제18조).9)

8) 이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고만 한다.
9)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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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는 부칙이다.

2. 한국의 유보조항과 유보의 철회

한국은 위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적에 관한 제9조와 제16조 제1항 중 (다), 

(라), (바), (사)10)를 유보하 다가 1991. 3. 15. 제16조 제1항 중 (다), (라), (바)

에 대하여 유보를 철회하 고, 1999. 8. 24. 제9조에 대하여 유보를 철회하여 현

재는 16조 제1항 (사)에 대하여만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

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가입 당시 여러 조항을 유보한 데 대하여는 여

러 가지의 비판이 있었다.

첫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 유보의 철회를 

권고하 다.11)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87. 4. 12. 및 1992. 1. 30. 

모든 가입국에 대하여 유보의 철회를 검토하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내린 바 있

고,12) 1994. 2. 4.의 일반권고 21호에서 협약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각 가입국에 대하여 이들 조문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 다.13) 다른 한편 협약 제28조 제2항은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

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유보한 조

항들이 이에 해당하 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14)

둘째, 人權條約加入의 의의는 조약가입을 계기로 국내인권상황을 조약이 요구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는데, 과거 한국은 국내법이 조약상의 의무를 만

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國內法을 개정하기보다는 항상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留保를 하고 조약에 가입하여 왔고, 한국의 경우 항상 국내법의 개정이 없는 가

입만을 하여 왔다는 사실은 인권조약을 계기로 국내인권상황을 좀더 개선시키겠

10) 이는 공식 번역문을 따른 것이고 조약 원문에는 (c), (d), (f), (g)로 되어 있다.
1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28/01/93. A/48/38, para. 44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A/53/38/Rev.1, para 368.

12) CEDAW General recom. 4, A/42/38(General Comments); CEDAW General recom. 20, 
3A/47/38. (General Comments). 이들 문서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홈페이지
(http://www.unhchr.ch/tbs/doc.nsf)에서 검색할 수 있다. 

13) CEDAW General recom. 21. (General Comments).
14)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이화여자대학교 法學論集 제4권 
제4호, 2000, 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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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지를 갖고 가입하 다기보다는 國際社會에서 단지 조약가입국이라는 칭

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입하여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있

다.15)

셋째,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한국이 유보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 철회가 과

연 국내 법의 상황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3. 女性差別撤廢協約의 國內法的 意義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비준, 가입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

는 것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 협약이 국내에서 재판규범으로 직

접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자기집행력 내지 직접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위 협약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헌법 또는 법

률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協約의 自己執行力 여부

일반적으로 조약의 자기집행력 또는 직접적용이란, 조약이 국내법으로서의 효

력을 가지는 경우에 국내적 실시를 위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이도 바로 국

내에서 적용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재판규범으로서 원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16) 조약을 자기집행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논의는 원래 미국

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 그런데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자기집행적인지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별

15) 鄭印燮, “主要 人權條約의 國內的實踐”, 人權과 正義 제221호(1995.1), 76면.
16) 개념에 관하여는 예컨대 박기갑, “조약의 자기집행력: 프랑스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
으로”, 判例實務硏究 [Ⅲ], 1999, 176면 이하; 劉南碩,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
한 國際規約’의 直接適用可能性”, 같은 책 212면 이하; 김태천, “재판과정을 통한 국
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
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2004.10.27.), 4면 등 참조. 曺洪錫, “國際人權法의 國內法的 
序列과 直接適用可能性”, 저스티스 제32권 3호, 1999, 20면은 직접적용가능성은 특별
한 입법조치 없이 그 자체에 기하여 조약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조약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니라고 한다.

17) 예컨대 대판 1999.3.26., 96다55877(공1999상, 758)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
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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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논의가 없다. 다만 한국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정부가 비준하 으므로 국내법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법정이나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어 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8)

조약의 자기집행력 내지 직접적용 가능성은 반드시 조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

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리 가능한 최소단위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는 조약 起草者 및 當事國의 意思, 조약 문언의 내용․목적․대상 및 표현, 그 

명확성 및 완전성의 정도, 당해 조약에 대하여 국내적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 그

런데 많은 경우에 조약 기초자 및 당사국의 의사와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

하기가 어려우므로 제1차적으로는 조약 문언의 내용․목적․대상 및 표현, 그 명

확성 및 완전성의 정도와 같은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자기집행적인가를 따져 본다

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협약은 대

부분의 조문에서 “당사국은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규정하

고 있어서 당사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인

정하는 형식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규정형태가 비슷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관한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다.20) 과거 프랑스의 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

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하 다.
18) 1986.2.의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as. 24 ff.; 1989.12.
의 제2차 보고서(The 2nd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as. 24 ff. 등. 한국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1차에서 4차까지의 보고서의 문과 국문은 국가인권위
원회,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2002에 수록되어 있다. 5차보고서의 국문 및 
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에 수록되어 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un1&page=1&sn1=&divpage= 
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8).

19) 劉南碩(註16), 221면. 또한 박기갑(註16), 193-194면 참조.
20) 이하의 설명은 尹眞秀, “兒童의 司法節次上 聽聞”, 이창희․장승화 편,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2003, 331면 이하 참조. 또한 박기갑(註16), 191면 이하도 이에 관하여 다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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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심 판례들은 아동의 사법절차상 의견표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협약 제12

조 제2항21)의 직접적 효력을 긍정하는 편이 많았다.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 민사

제1부의 1993. 3. 10. 판결은 이를 부정하 다.22) 이 사건에서 피고는 1979년에 

혼인 외의 자녀인 아들을 낳았고, 원고는 이 아들을 인지하 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아들에 대한 방문 및 숙박권(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

의 행사를 청구하자, 법원은 면접자에 의한 社會的 調査(enquête sociale)23)와 의

사의 의견만을 들은 다음 1989년 8월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고 이는 1990. 

12. 항소심인 Renne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로서 법원이 협약 제1조, 제3조, 제9조 및 제12조를 무시하고 아

들을 직접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 다.

그러나 파기원은, 협약의 규정들은 법원에서 원용될 수 없고, 협약은 협약 당

사국에 대한 의무(charge) 외에는 의무를 창설하지 않았고, 이는 국내법으로서 직

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

이 판결에 대한 Massip의 평석24)에 따르면 인권에 관한 협약들은 조약 당사국

에 대하여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법관은 조약이 법률에 우선

함을 근거로 하여 법률이 그러한 협약의 원리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을 배

척할 수는 없다고 한다. 협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특정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거나 심지어는 애매하다고 한다. 또 협약 제43조가 

아동인권위원회가 조약 당사국들의 조약상의 의무 이행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제44조가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은 명백히 직접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2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

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2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22) 프랑스의 판례들은 프랑스의 법률정보에 관한 공식 사이트인 Legifrance(http://www. 

legifrance.gouv.fr)에서 검색할 수 있다.
23) 프랑스 민법 제287조의2에 의하면 친권 및 방문권의 행사방법 또는 자녀의 제3자 위
탁에 관한 임시적․확정적 결정을 하기 전에 법관은 유자격자로 하여금 가정환경조사

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社會的 調査(enquête sociale)라고 한다.
24) Note, Recueil Dalloz Sirey, 1993, Jurisprudence, p.362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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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한다. 특히 협약 제12조가 아동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그 적용의 태양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약 당사

국의 의무는 법원에 의하여 직접 적용될 수 없고, 법관은 단지 협약에만 근거하

여 재판을 할 수 없으며, 또 프랑스 법이 조약문과 합치되는가를 따질 수도 없다

고 한다. 입법을 협약과 조화되게 하는 것은 국가만의 임무라고 한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하여 그대

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의 의무로서 입법의무뿐만 

아니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도 이 협약에서 말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25)은 종중의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여러 가지 사회적 및 법적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한편, 1985. 1. 26.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제외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협약의 체약국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차

별을 초래하는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 기타 모든 관행의 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

무를 부과하 다.”

이 판결은 협약의 직접적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다만 종중과 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위 협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26)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25) 註4) 참조.
26) 李和淑, “宗中의 女性問題”, 逸軒 崔柄煜敎授 停年紀念 現代民事法硏究, 2002, 102면 
이하;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2004, 55-56면(김엘림 발언) 등은 그러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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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다.

다른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99. 10. 6. 유엔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選擇議定書(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선택의정서

는 협약상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개인이나 개인집단 등이 여

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보절차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그 통보

를 심리하여 적법한 경우 그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당사자들에게 전달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약은 2000. 12. 22. 발효되었고, 2005. 1. 7. 현재 이 선

택의정서에는 71개국이 가입하 으나,27) 한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28) 한국이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한다면 협약의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2) 協約과 憲法 및 法律과의 관계

협약은 조약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조약의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조약은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29) 근래에는 조약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법과 같은 것 중에는 그 내

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

한 것이면 이는 이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는 注意的 

規程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형식 여하(즉 법률, 조약, 명령, 규칙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憲法律的 效力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

다.30)

27) 가입국의 현황은 유엔의 홈페이지(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 
sigop.htm) 참조(최종 방문 2005.8.14.).

28) 한국인권위원회는 2003.12.8.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 선택
의정서에 가입할 것과,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인권규약위원회 결정을 관보에 게재
하고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 다. 국가인권
위원회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policy/policy/poli03_02_view.jsp;) 참조(최종 방
문 2005.8.14.).

29) 예컨대 曺洪錫(註16), 13면 이하; 金明基, “國際法과 國內法의 適用 關係”, 判例月報 
358호 (2000.7.), 43면 이하 등.

30) 오승철, “UN국제인권규약(B규약) 제9조 제3항의 국내법적 해석․적용”, 人權과 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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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일정한 종류의 국제인권법 규범에 대하여 헌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다. 먼저 국제인권법 규범

에 대하여 헌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국민주권의 대표자인 의

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국민주권의 원칙에 어

긋난다.31) 그러므로 조약 형태의 국제인권법 규범은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는 법률

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권법 규범은 

실제로 헌법의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사실상 

헌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헌법 규범은 많은 경우에 추상적이므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인권법의 규범이 좀더 구체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규범을 헌법 해석에 원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헌법의 

해석을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이다.32)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협약에 憲法律的 效力을 인정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헌법의 규정과 국제적 인권협약이 충돌될 때에는 헌법이 

우선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제294호 (2001.02.), 143면 이하; 이명웅, “국제 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2005.2., 
184면 이하. 또한 박찬운, “헌법실무연구회 제48회 지정토론문”, 憲法實務硏究 제5권, 
2004, 617면; 위 책 623면(박찬운 발언)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31) 헌법실무연구회 제48회 발표회 토론요지, 憲法實務硏究 제5권(註30), 624면(윤진수 발
언). 金明基(註29), 47면은 통설인 법률․조약동위설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서 (i) 조약을 헌법과 동위의 것으로 보면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간이한 절차로 헌법을 개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ii)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이 헌법상 법률보다 상위 또는 법률보다 하위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32) 憲法實務硏究 제5권(註30), 624면(윤진수 발언). 정인섭,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憲法實務硏究 제5권(註30), 571면 이하, 594면 이하; 위 책 620-621면(정인섭 
발언) 등도 같은 취지이다.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마363 결정(헌법재판소
판례집 11권 2집 770면 이하, 789-790면)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
별철폐에관한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

서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기타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국제적 인권규
범을 인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이명웅(註30), 186면 이하 참조. 이를 가리켜 국
제인권협약의 간접적용(indirect application) 내지 간접수용(indirect incorporation)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김태천(註16), 2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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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女性差別撤廢協約과 韓國家族法

1. 1990년의 가족법 개정과 한국의 유보철회

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후인 1990. 1. 13.에 민법 중 친족법과 상

속법 부분이 대폭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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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리

고 종전에 혈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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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하더라도 妻族과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반면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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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조의 폐지).

둘째, 호주제도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종래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었다. 우선 

호주의 가족에 대한 居所指定權(제798조)과 성년남자에 대한 强制分家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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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990.1.13. 법률 제4199호. 상세한 것은 이태 ,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1992, 2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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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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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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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고쳐 부부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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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夫가 

처를 상속하는 경우와 처가 夫를 상속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던 것을 없애서 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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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2항), 처가 자녀 없이 상속하는 경우에 夫는 처가 상속하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처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제1003호). 또 처가 사망하고 

이어서 처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夫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

1003조 제2항).35)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분의 차이도 없애서, 

남자와 여자,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분은 均分으로 하 으며, 호주상속인에

게 5할을 가산해 주던 제도도 없앴다.

이 외에 이 개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창설(제839조의 2), 면접교섭권

의 명문화(제837조의 2)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

다.

이 개정법률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우선 개정 전 민법이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가 재혼하더라도 妻

族과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반면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가 친가에 복적하

거나 재혼하면 夫族과 인척관계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 혼인관계에 있

35) 근래에 夫가 妻를 대습상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대판 2001.3.9, 99다13157(公 2001상, 83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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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종전에는 부부의 동거의 장소를 원칙적으로 夫의 주소나 거소로 하 던 것,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종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夫가 부담하

던 것은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이라는 협약 제16조 

제1항 (다)의 규정과는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리고 개정 전 민법이 친권에 있어서 종전에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하도록 하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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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협약 제16조 (라), (바)의 규정과 어긋난다.

이외에 종전에는 부계혈족은 8촌까지, 모계혈족은 4촌까지로 하 던 것, 종전

에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및 상속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있던 것도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

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협약 제16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정 전의 규정들이 고쳐진 것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점에

서는 매우 중대한 개선이라고 하겠다.36) 그리하여 정부는 1991. 3. 15. 협약 제

16조 제1항 (다), (라) 및 (바)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 다.37)

그러나 이러한 유보의 철회는 성급했다고 여겨진다. 우선 민법상의 호주제는 

비록 그 내용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 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데, 이는 부계혈

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의 섭외사법은 부부관계의 準據法 결정에 있어서 夫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역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보철회를 비판하는 견해 가운데에는 동성동본 

금혼의 규정(개정전 민법 제809조 제1항)이 존속하고 있음을 들고 있는 견해가 

있다.3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의 제4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에

서 동성동본금혼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39) 물론 과거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부

36) 개정민법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로는 尹眞秀, “憲法이 家族法의 變化에 미친 향”, 서
울대학교 법학 제45권 1호, 2004, 244면 이하 참조.

37) 다른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은 “이 규약의 당사
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
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위 규약에 가입하면서 위 조항을 유보하
다가 1991.3.15. 유보를 철회하 다.

38) 예컨대 김엘림(註5), 132면; 김선욱(註14), 150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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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

러나 동성동본 금혼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혼인이 제한되는 것은 여성뿐만 아

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가리켜 직접 여성을 차별하는 것

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은 부인할 수는 없다.40)

2. 1997년의 國籍法 改正과 韓國의 留保撤回

(1) 國籍法의 改正과 유보철회

國籍法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 전

의 國籍法41)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와는 조화되지 않는 여

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한국도 위 협약에 가입함에 있어서 위 

협약 제9조에 대하여 유보를 하 던 것이다.42)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43)

39)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08/07/98. A/53/38/Rev.1, para. 367. 다만 위원회
는 직접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협약에 어긋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협약의 이행에 장
애를 주는 요인으로서 가부장적인 남성적 가치를 들면서 그와 관련하여 동성동본 금

혼과 같은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 다.
40)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7.16. 선고 95헌가6내지13 결
정, 헌법재판소판례집 9권 2호 1면 이하)은 동성동본금혼이 위헌이라는 이유로서 헌
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 외에 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도 들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연유가 남녀차별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 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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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판의 한 길, 1998, 218면; “헌법실무연구회 제14회 발표에 대한 토론요지”, 憲法實務
硏究 제2권, 2001, 171면(윤진수 발언) 참조. 뒤에서 언급할 국적법에 관한 註46)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부가 한국인인가 모가 한국인인가에 따라 자녀의 국적 취득 여부

를 달리하는 것은 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녀차별이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녀차별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반대: 위 憲法實務硏究 제2권, 175면(석인선 
발언).

41) 이하 이를 舊 國籍法이라고 부른다.
42) 여기서 국적의 문제도 가족법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의 취득을 출생이나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요건에 

의존하게 하는 한 국적도 가족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서는 
프랑스 민법이 국적법을 민법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43) 이에 대하여는 石東炫, “現行 國籍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硏究”, 法曹 제46권 11호
(494호), 1997, 3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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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舊 國籍法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

에 관하여 “출생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제2조 제1항 제1호)”로 규정

하여 출생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母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

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父系血統主義를 따르고 있

었다. 또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

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 다(제4조 제4호). 이는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

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성차

별철폐협약 제9조 제2항과 명백히 모순된다.44)

둘째, 舊 國籍法은 이른바 夫 中心主義를 택하여 처의 국적은 부의 국적에 따

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

득하고(제3조 제1호), 외국인의 처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인지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제4조 제2호),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夫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제8조), 

외국인의 처는 부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 귀화할 수 없도록(제9조) 규

정하고 있었다. 이는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

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

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9조 제1항과 명백히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舊 國籍法의 규정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었다.45) 또 위 국

제규약 제24조 제3항은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도 아동의 국

적취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舊 國籍法에 따르면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혼인 중에 출생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44) 다만 舊 國籍法도 “父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도 대한민
국 국민이라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제1항 제3호) 보충적으로는 母系血統主義적 요소
를 가지고 있다.

45) 石東炫(註43), 3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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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 12. 13. 國籍法이 개정된 

것이다.46) 개정된 국적법 가운데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계된 부분의 주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47)

첫째,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관하여 舊 國籍法이 父系血統主義를 택했던 것

과는 달리 개정법은 父母兩系血統主義를 택하여,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父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라는 舊 國籍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 다. 그

리고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舊 國籍法 

제4조 제4호도 삭제하 다.48)

둘째, 개정법은 舊 國籍法이 처의 국적을 夫의 국적에 따르도록 한 것을 모두 

개정하 다. 우선 일방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당연

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配偶者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外國人

은 일반적인 귀화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 다

(제6조 제2항). 그리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에 외국인의 처는 대한민국

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던 종전의 규정(제4조 제2호)도 삭제하 다.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은 1999. 8. 24.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 다.

(2) 改正 國籍法 附則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決定

그런데 국적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1997. 8. 20. 서울고등법원은 위 舊 

國籍法 제2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게 

46) 뒤에서 살펴 볼 憲法裁判所 2000.8.31. 선고 97헌가12 결정(헌법재판소 판례집 12권 
2집 167면 이하)도 개정의 이유가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시의 유보를 철회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176면).

47) 石東炫. “新國籍法의 成立經過 및 改正의 槪要”, 저스티스 제32권 2호, 1999, 140면 
이하 참조.

48) 이와 관련하여 개정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舊 國籍法과 마찬가지로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는 대한
민국 국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까지는 출생하기 전에 母가 사망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상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母가 腦死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문제로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石東炫(註47), 157-1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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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자 위 개정 국적법은 제2조 제1항을 父母兩系血統主義로 바꾸면서

도, 부칙 제7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소급 적용을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

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한하여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위 제청사건의 본안사건의 당사

자는 중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1955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위 부칙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舊 國籍法 제2조 제1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하

으나, 위 법 시행 이전 10년 내에 출생한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할 수 있게 한 부칙 제7조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49) 그 이유

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舊 國籍法 제2조 제1호에 대하여는, 부계혈통주의의 원칙을 채택한 위 

조항이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

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향을 끼치므

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국적취득에서 혈통주의는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

의 귀속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국가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접한 연관관계를 잇는 기본이 되는데, 이러한 연관관계를 부와 자녀 관계

에서만 인정하고 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貶下)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

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자녀의 입장에

서 볼 때에도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 다.

이어서 부칙조항이 모가 한국인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

간을 신법 시행 전 10년 이내에 출생한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는,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

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므로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만, 단순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잠정 적용을 

49) 위 註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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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 다.

국적법의 개정 과정에서는 舊 國籍法의 규정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어긋나기

는 하지만 헌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개진된 바 있었다. 즉 우리 憲法

은 제3조에서 大韓民國 국민인 요건은 法律로서 정한다고 규정할 뿐, 그 구체적

인 국민의 요건은 立法府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憲法은 先天的으로 대한민

국 국민이 되는 자의 범위, 즉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要件에 관하여 특정의 원칙

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出生地主義나 血統主義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立法裁量 사항인 것이고, 또한 血統主義를 채택하는 경우

에도 出生의 장소, 父母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出生에 의하여 二重國籍

者가 될 것인지 여부 等에 의하여 國籍取得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立法府

의 裁量에 위임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5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간과한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는 舊 國籍法上의 父系血統主義가 단지 여성

차별철폐협약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 위반됨을 명백히 하 다는 데 

있다.51)52) 그 후 위 부칙 제7조는 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되어, 위 

신 국적법이 시행된 1998. 6. 14.을 기준으로 하여 20년 전인 1978. 6. 14.부터 

출생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53)

50) 石東炫(註43), 41면 이하 참조.
51)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74.5.21. 결정(BVerfGE 37, 217)
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부가 독일인이고 모가 
외국인인 혼인 중의 자녀는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데 반하여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독일인인 혼인 중의 자녀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독일 국적법의 규정은 

모의 입장에서는 남녀의 同權을 선언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 부모의 친권을 규
정한 독일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규
정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위 국적법의 규정에 따른 독일 국적의 취
득은 새로운 입법적 규율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 다. 그러나 이 사건 헌
법재판소 결정이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 적용을 명한 데 대하여는 비판이 있다. 南福
鉉, “개정된 국적법상 국적취득제한 경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소송법적 
검토”, 公法硏究 30輯 3號, 2002, 133면 이하 참조.

52) 뿐만 아니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헌인 법률상태를 법률에 의하여 개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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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면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2004.1.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
9․46(병합) 결정(헌법재판소공보 제89호 221면 이하) 및 이에 대한 평석인 尹眞秀, 
“特別限定承認의 規定이 遡及適用되어야 하는 範圍”, 民事判例硏究 ⅩⅩⅦ, 2005, 573
면 이하 참조.



2005. 9.]  女性差別撤廢協約과 韓國家族法 95

3. 2001년의 國際私法 改正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한국가족법에 미친 향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1년의 국제사법 개정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1962. 1. 15. 섭외사법이라

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래 1999년 한 차례의 사소한 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않다가, 2001. 4. 7. 전문개정되면서 법률명도 국제사법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게 된 데에는 위 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가깝도록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특히 친족법 분야에서 대부분 

夫 또는 父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 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국제사법 중 친족법 분야의 개

정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으나,54) 그 

개정에 의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과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국제사법 중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혼인의 효력에 관하여 개정 전 법 제16조는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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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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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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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夫 또는 처 

53) 이 개정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은 丁錦禮, “違憲的인 差別基準”, 憲法判例硏究 
[4], 2002, 63면 이하 참조.

54)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2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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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眞秀(註36), 247면 이하 참조.

55)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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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일방의 본국법56)에 의할 수 있도록 하 다.57)58)

다섯째 그 외의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전 법 제22조는 父의 본국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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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常居所

地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불평등하게 처우한다는 문제를 해소하 다.

4. 2005년의 戶主制에 대한 憲法不合致 決定

헌법재판소는 2005. 2. 3. 선고된 2001헌가9 등 결정59)에서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 다. 호주제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위헌 여부의 논란이 

있었는데,60)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호주제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 제778조,61)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62) 제826조 제3항 본문63)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선언을 하 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과 3인의 3개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다수의견은 위 각 법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

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 다. 이에 반하여 권

성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위 각 법규정은 모두 합헌이라고 하 고, 김 일 재판관

의 반대의견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위헌이라고 하 으며, 김효중 재판관

의 반대의견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제826조 제3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하

다.

56) 夫가 子의 출생 당시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의 본국법이 부의 본국법이 된다.
57) 이 경우 친자관계의 성립에는 친자관계의 否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무부(註54), 145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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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위 註2) 참조.
60) 근래의 문헌으로 최대권, 윤진수, 김양희, 오정진,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부, 2001, 47면 이하 참조.

61)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
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62) 민법 제781조 본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63)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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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전통 내지 전통

문화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상세한 논의를 펴고 있는 점이다. 다수의견은 헌법

의 최고규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제도

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 헌

법 제36조 제1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헌헌법 제20조는 우리 사회 전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대적․시민적 입헌국가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

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헌법의 의지는 1980년 헌법에서 더욱 강화되었

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의 보장의무를 덧붙임으로써 이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

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

로 재해석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

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가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여기에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아

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반면 권성 재판관과 김 일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

의 특징은 여성을 존중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부계혈통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었

고,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조선 후기의 완고하게 변질된 부계혈통주의가 아닌 고

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이

어받아 부계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도외시한 헌법해석은 규범

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켜 헌법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제도적 보장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민족문화적 전통성 때문에 당연히 이에 바탕을 둔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더욱이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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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전

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현재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가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그대로 답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형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김효종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호주제가 본질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유

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다수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법 제778조

가 각개의 가(家)에 호주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터 잡은 것으로

서, ‘호주’라는 관념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적 침전물이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계승․발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어떤 법제도가 전통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관

점에서 볼 때 전통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법제도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고, 이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돕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어떠한 법제도가 그 자체로서는 합리성

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

통적인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합헌으로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 또는 전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이 되는 것이

다.64) 이와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바)가 당사국에 대하여 여성에 대

한 차별을 구성하는 관습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이 결정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오늘날의 전통과 전통문화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 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보편가치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나타난 원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5. 2005년의 가족법 개정에 따른 자녀의 姓 결정 문제

2005. 3. 31. 개정된 민법은 가족법 분야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

다. 이 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는 호주제의 폐지 및 자녀의 姓 결정에 관

64) 상세한 것은 尹眞秀, “憲法․家族法․傳統”, 憲法論叢 제15집, 2004, 44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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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있으나 이외에도 親養子 제도의 창설, 친생부인제도의 정비 등 여러 가

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65) 호주제의 폐지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

한 것으로 가름하고, 여기서는 자녀의 姓에 관한 개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개정 전 민법 제7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第781條 (子의 入籍, 姓과 本)

①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③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創設한 後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즉 종래의 민법 규정은 이른바 父系血統主義에 따라서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

로 부의 성을 따른다고 하는 이른바 父姓主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66) 이러

한 민법 규정 때문에 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사)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하 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67)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는 아버지의 성을 가족의 성으로 하는 것이 전통이며 그에 

대하여 이의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 으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차례나 이 

65) 金相瑢, “改正民法(친족․상속법) 해설”, 法曹 2005.8, 103면 이하 참조.
66) 우리나라에서의 자녀의 姓 문제에 관한 연구로서는 孫鉉暻, “韓國家族法上의 姓氏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金載國, “現代 女性의 姓氏에 관
한 權利”, 民事法硏究 제8집, 2000, 83면 이하; 權貞姬, “親族法에 나타난 姓氏에 관
한 小考”, 逸軒 崔柄煜 敎授 停年紀念 현대민사법연구, 2002, 427면 이하;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家族法硏究 제17권 1호, 
2003, 63면 이하; 李垠廷, “姓의 變更”, 재판자료 제102집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下], 
2003, 753면 이하; 金凡鐵, “子의 姓에 대한 規定의 比較法的 接近”, 家族法硏究 제19
권 1호, 2005, 105면 이하 등이 있다.

67) 위 규정이 처 자신의 성 선택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의 성 선택까지 
보장하는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후자라고 보인다. 룩셈부르크도 위 협약에 가
입하면서, 협약 제16조 제1항 (g)는 자녀의 성을 선택할 권리에 향을 주지 않는다

고 유보하 으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룩셈부르크가 위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특히 정부가 이 조항의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문
화적 전통과 태도에 향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유감을 나타냈

다. 프랑스도 위 조항에 대하여 유보하 는데 그 이유도 2002년 개정 전의 프랑스 민
법은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尹眞秀(註64), 462
면 註143) 참조. 2002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 규정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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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 다.68)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父姓主

義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문제

점이 있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제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제

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개정 민법 제78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

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

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

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

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

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민법의 규정은 혼인 중의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

으며, 또 종래 姓 不變의 원칙에 따라 일단 부의 성을 따랐으면 변경할 수 없었

던 것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 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진보

6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28/01/93. A/48/38, para. 44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A/53/38/Rev.1, para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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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 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69) 제16대 국회 당

시인 2003. 5. 27. 이미경의원 외 51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제865조의2 

제1항은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04. 9. 14. 노회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제865조의 2 제1항도 마찬가지 다.

물론 정부의 현행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현실적인 배경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아직은 부자동

성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서,70) 부자동성의 원칙의 전면적 폐지는 사회

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이 관

습에 기초하여 부성추종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관습존중․법감정의 보호와 헌법존중․자녀복리 보

호의 조화를 이루자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규정은 헌법 규정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부합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종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

으나 2002. 3. 4.과 2003. 6. 18.의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프

랑스 민법 제312조의21은 자녀의 성을 民籍官(l’officier de l’ètat civil)에게 공동

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동신고가 없으면 자녀는 부모 중에서 그와 먼저 

친자관계가 설정된 사람의 성을 따르며, 친자관계가 부모에 대하여 동시에 설정

된 때에는 부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개정 과정에서 프랑스 

下院에서는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의 각 성을 알파벳 순으

69) 이하의 설명은 尹眞秀(註64), 464면 이하 참조.
7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관실, 

2000)에 의하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73%, 부모의 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8.6%,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4% 다고 한다. 이승우, (註66), 65면 註14) 참조. 그러나 2001년에 실시된 한 조사
에 따르면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44.4%, 어머니도 자식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9.7%, 부모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2.3%, 부모 성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9.5%, 성
씨로 대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14.2%로 나타났다. 최대권, 
윤진수, 김양희, 오정진(註60), 2001, 83-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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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 쓰도록 하 으나, 上院에서는 전통을 고려하여 합의가 없을 때에는 아버

지의 성에 따르도록 수정하 고, 정부는 이에 반대하 으나 결국 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마지막 회기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하원이 상원의 요구를 받아

들 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부부가 항상 남편의 성을 쓰도록 한 스위스 법이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한 유럽인권법원의 1994. 2. 22.자 Burghartz v. 

Switzerland71) 판결이나 부부 사이에 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

의 성이 혼인성이 된다고 한 독일 민법 제1355조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91. 3. 5. 결정72)에 비추어 볼 때 양성 평등의 관념에 어긋난

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73)

또 다른 문제점은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혼인 신고시로 하 다

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자녀가 출생한 뒤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혼인신고 당시에 앞으로 

출생할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위 이미경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과 같은 제3자가 결정하게 하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부부간의 문제를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

리적인가, 제3자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 성 

같이 쓰기 운동이 벌어져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의 관습에는 없던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백

보를 양보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부자동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받아들

인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성은 제1차적으로는 부모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안될 때 보충적으로 父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위 개정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

다. 프랑스도 민법 개정 후 아직 위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71) 18 E.H.R.R. 101.
72) BVerfGE 84, 9 ff.
73) Judith Rochfeld,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02,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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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중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05. 7. 21. 전원합의체 판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74)은 종중의 종원

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

래 관습은 여러 가지 사회적 및 법적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

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의 규정을 들고 

있다. 이 판결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원용하고 있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례

라 할 수 있다. 다만 종중과 같은 사법상의 단체에 이 협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좀 더 검토를 요한다. 이 문제는 이 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좀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

만, 여기서는 잠정적인 의견을 밝혀 둔다.

종중의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그 실질에 있

어서는 종중의 규약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판결은 종중원의 자

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중의 규약을 무효로 하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75) 그렇다면 이는 종래 사법관계에 헌법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

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통설은 간접적용설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성차별철폐

협약 등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규정과 헌법규정 등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76)

이 사건 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법상의 단체에 있어서 단체의 구성원의 자

74) 註4) 참조.
75)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고현철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고유 의미
의 종중 이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

된 유사종중이나 종중유사단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는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조직행위에서 배제된 후손을 가입시키도록 강제하거나 양
성평등의 이념을 들어서 공동선조의 후손인 여성을 그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정

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고 하여 종중원의 자격에 관한 
관습법의 경우와 종중 규약의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76) 국의 1998년 人權法은 유럽인권협약을 국의 국내법으로 받아들 는데, 이때 종래 
불문관습법인 common law도 유럽인권협약에 비추어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관
하여 이른바 강한 間接的 水平效(strong indirect horizontal effect)를 인정하여야 하는
가, 아니면 약한 間接的 水平效(weak indirect horizontal effect)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의 견해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英國의 1998년 人權法이 私法關係에 
미치는 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1호, 2002, 125면 이하, 특히 1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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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私的 自治의 역

에 속하는 문제이다.

7. 기타의 문제점

이제까지 다룬 것 외에 가족법상의 규정으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으로서는 婚姻適齡에 관한 민법 제807조의 규정이 있다. 민법 

제807조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남녀의 혼인적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a)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처럼 

혼인적령을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

다.77)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상 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78) 따라서 남자

와 여자의 혼인 적령이 동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Ⅳ. 結論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많은 법률가들이 위 협약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 가족법의 변화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접한 관계가 

77)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A/53/38/Rev.1, para. 382. 이 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는 
이 점을 한국의 전통에 부합하고, 이러한 전통은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더 
빨리 성숙하며, 남성들이 사회적 독립을 위하여는 좀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 으나, 아동권리위원회의 Karp 위원은 소녀들이 심리적
으로 소년들보다 빨리 성숙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소녀들이 조기
에 결혼하면 매우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정책은 소녀들의 최선

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 다. Summary record of the 276th meeting: 
Republic of Korea. 26/03/96. CRC/C/SR.276, paras. 45 and 47.

78) 尹眞秀, “婚姻의 自由”, 韓國 法學 50年 ― 過去․現在․未來: 大韓民國 建國 50周年 
紀念 第1回 韓國法學者大會 論文集 Ⅱ, 1998,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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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에 관한 입법이나 판례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명시

적으로 고려한 예는 국적법의 개정과, 종중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정도이

지만, 이러한 예외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차별의 금지

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동

력을 제공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말해도 크게 잘못은 아닐 것이다.

한국 가족법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기

는 하지만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협약의 목표에 많이 접근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협약의 정신을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반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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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Korean Family Law
79)

Jinsu Yune
*

Korea became the state party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12. 27. 1984.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jor changes of the Korean Law. This paper describes the influence of 

the Convention on the Korean Family Law.

The first part of the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problem, whether the Convention is an self-executing treaty or not, is 

addressed. In my opinion, this should b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the Korean 

Family Law and the Convention.

1. The Korean Family and Inheritance Law was amended in 1990, abolishing 

major discriminatory provisions against women. Consequently, Korea withdrew 

the reservation of the Article 16 para. 1 (c), (d), (f) of the Convention.

2.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amended in 1997 in order to treat men 

and women equally in getting the nationality of Korea. The main thrust of the 

reform was to make the Act conform to the Convention. Consequently, Korea 

withdrew the reservation of the Article 9.

3.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was reformed in 2001. As a result, 

the former husband-oriented provisions regarding the governing law were made 

gender-neutral.

4. On February 3. 200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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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amily system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5. On March 2005, the Korean Family Law was amended, abolishing the 

master of the family system and permitting the wives to give their surname to their 

children.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Korea can withdraw the reservation of the 

Article 16 para. 1 (g).

In conclusion, it is fair to say that the Convention Law exerted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 of the Korean Family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