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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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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憲法裁判所 判例를 중심으로 ―

尹 眞 秀**

2)

Ⅰ. 序論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에 戶主制度와 父姓主義라는 가족법상의 중요한 2개

의 제도에 하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1)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개의 

결정과,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1997년의 헌법재판소 결정2)에 

의하여 이제까지 家父長制的이라고 비난받아 오던 종래의 가족법상의 제도는 모

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 3. 31. 개정된 민법3)은 위 

3개의 제도를 모두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로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위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제도4)는 모두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

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개의 결정은 동성동본 금혼을 위헌이라고 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하는 획기적인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 학교 법과 학 교수

 1) 호주제도에 하여는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결
정(헌법재 소 례집 제17권 1집 1면 이하); 부성주의에 하여는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 결정(헌법재 소 례집 제17권 2집 544면 이하). 이하 ‘헌
법재판소판례집’을 ‘판례집’이라고만 약칭한다.

 2)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례집 9권 2집 1면 이하).
 3) 법률 제7427호 민법일부개정법률.
 4)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제도들이 얼마나 전통에 근거를 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

란이 있다.
 5) 다만 호주제도의 폐지와 부성주의의 수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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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두 결정에서는 

傳統을 얼마나 고려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

에 치열한 립이 있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다. 반면 이들 제도 중 호주제도가 양성평등 원칙과 개인의 존엄에 어긋난다는 

점에 하여는 종래 많은 지적이 있었고,6) 위 2001헌가9 등 결정의 반 의견에

서도 호주제도가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의 존엄과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문제는 필요한 한도에서만 언급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Ⅱ.에서는 위 두 결정의 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Ⅲ.에서는 호주제도와 부성주의가 과연 전통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인가

를 살펴본다. 그리고 Ⅳ. 이하에서는 위 각 결정에서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Ⅱ. 두 결정의 요지

1. 2001헌가9 등 결정

위 결정에서는 2005. 3. 31. 개정 전의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

단, 제826조 제3항 본문7)의 위헌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8) 위 결정에서는 위 각 

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

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6인의 다수

 6) 호주제도에 관하여는 예컨  田鳳德, “戶主制度의 歷史와 展望”, 大韓辯護士協 誌 
1982. 10, 32 ― 33면; 李凞培, “民法上 戶主制度의 違憲性․非歷史性 察”, 松也 金

疇洙敎授 華甲紀念 現代家族法과 家族政策, 1988, 526면 이하;  최 권, 윤진수, 김양

희, 오정진, 호주제 개선방안에 한 조사연구, 여성부, 2001, 47면 이하 등 참조. 
 7) 민법 제778조(戶主의 定義)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 分家한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復 한 는 戶主가 된다.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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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6조 (夫婦間의 義務)
  ③ 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主承繼人인 때에는 夫

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
 8) 이 사건에서는 위헌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법조문에 하여도 위헌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헌법재판소의 이유 설

시가 있으나, 이 점은 헌법소송법적인 쟁점이어서 언급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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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9)과, 호주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이 립하였다. 이 

소수의견도 위 각 조항이 모두 합헌이라는 권 성 재판관의 의견과, 민법 제781

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위헌이라는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 및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위헌이라는 김효종 재판관의 의견으로 갈리었

다. 이들 소수의견의 공통점은 호주제에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성평

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주로 

전통을 근거로 하여 호주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多數意見

(1) 호주제의 개관

다수의견은 호주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가(家)의 구성’과 ‘호주승계’라고 

할 수 있고, 호주제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민사실체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의 승계에 관하여는,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의 순위를 사망한 전 호주의 아들, 손자, 미혼의 딸,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기고 있는데, 그 기초에는 남계혈통은 계

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놓여 있다고 한다.

(2) 헌법과 전통

다수의견은, 헌법과 전통, 헌법과 가족법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

을 전개하고 있다. 즉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

의 가치체계이므로 다른 모든 법적 규범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변혁기에 새로운 정치․사회질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면서 제정된 헌법의 경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래의 제도를 헌법에 맞

게 고쳐나가라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와 헌법규범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최고가

치질서인 헌법이념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 또한 가족법의 몫인

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확산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9) 재판관 윤영철,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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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우선 헌법제정 당시

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것은 우리 사

회 전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 적․시민적 입헌국가를 건설하려는 마당

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

단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

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한다.

한편,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

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념과 헌법

의 가치질서가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

고 여기에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므로,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

의 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

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

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어서 전래

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호주제의 위헌성

(가) 남녀평등 위반

다수의견은 호주제가 우선 남녀평등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즉 헌법 제36조 제1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 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

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

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

적 규율이 정당화되는데, 남계혈통 위주로 가를 구성하고 승계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

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호주제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

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민법 제778조는 민법 제984조와 결합하여 호주 지위의 승계적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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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부(夫)의 가

에 입적하게 되는바, 부부는 혼인관계의 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의 입적제도는 처

의 부에 한 수동적․종속적 지위를 강제하며, 처의 입적이라는 법률적 제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한 인식에 미치는 상징적, 심리적 의미는 매우 중 하

며,  가족관계에 한 이러한 인식과 양상은 당연히 남아선호라는 병폐와 연결되

고, 사회적 관계에로 확장되었을 때에는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

성․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가(父家)에 입적된다는 것은 자녀를 부계혈

통만을 잇는 존재로 간주하겠다는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반하며, 

부에 비하여 모의 지위를 열위에 둠으로써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호적법상 호적편제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계혈통을 통한 가의 계승이

라는 호주제의 관철에 있다고 한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모(母)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여전히 부(父)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되므로, 모와 자녀가 

현실적 가족생활 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비정상적 가족으로 취

급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할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을 겪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헌법에 반함은 물론 오늘날의 가족현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부(夫)가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입적함에는 처의 동의라

는 제한이 없는데 비하여, 처가 부(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가에 입적시키

려면 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둔 것도 역시 남계혈통만을 중

시하는 호주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한다.

(나) 개인의 존엄 위반

다수의견은 또한 호주제의 위헌성을 개인의 존엄 위반에서도 찾고 있다. 즉 헌

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혼인․가족제도가 지닌 사회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가족생활의 형성에 관하여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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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

하는 것으로서,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무시한 채 남계중심의 가제

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

로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

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목적을 위한 

상적․도구적 존재로 파악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당사자의 복리나 선택권을 무

시한 채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법

으로써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10)

(4) 결론 

그리하여 다수의견은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고, 심판 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호주제가 지닌 

위헌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헌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 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큰 공백이 생

긴다고 하여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정리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 동안 국민들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나. 권 성 재판관의 소수의견

(1) 호주제 일반론

권 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호주제는 부계혈통주의(父

系血統主義)에 입각한 가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일본의 가제도, 가독(家督)상속제도가 식민지 지

배를 통하여 이식된 것이므로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 또는 순풍양속이라 할 수 

없다는 비판에 하여는, 이러한 비판은 1990년 민법개정 이전의 호주제에 하

여는 상당부분 타당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1990년 개정 이후의 현행법상

의 호주제에 하여 이를 일제유산이라고 쉽사리 매도하기는 어렵고, 현행법상의 

10) 그 외에도 다수의견은 호주제도가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家族像)에도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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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조선 후기의 완고하게 변질된 부계혈통주의가 아닌 고  이래 조선 중

기까지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혈통

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제의 잔재로

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호주제는 그것이 성립․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

고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에는 현실적 가족의 모습과 더 이상 조화될 

수 없으며,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고 민주적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라는 비판에 하여는, 아직도 부모를 모시는 삼  가족이 상당수 존

재하고 있고, 이는 여전히 권장되어야 할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임의

분가제도를 통하여 호적상 등재되는 가족구성관계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삼

 가족을 강요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러한 가족관계가 호적상 반영될 수 있는 길

을 열어놓고 있는 호주제가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고 민주적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2) 호주제의 합헌성 

권 성 재판관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전통과 관습의 모습

으로 존재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므로,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

활에 한 제도적 보장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민족문화적 전통성 때문에 당연히 

이에 바탕을 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헌

법 제9조는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이

므로, 현재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가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형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 성 재판관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

법 또는 가족법의 규정을 해석․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긴장관계에 있는 

양성평등의 요청과 전통존중의 요청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평등의 이념이 전통부정과 질서해체의 논리로 남용

될 가능성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 도식적인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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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

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비례심

사의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호주제의 

입법목적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계승․발전인데, 그 핵심은 부계혈통주의에 입

각한 가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족집단의 존

속과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통의 정립을 통한 최소한의 기준과 질서의 부여

가 요청된다는 점은 이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가통의 정립이 반드시 부계혈통주

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부분의 

나라가 전통적으로 부계혈통주의 및 이에 입각한 가통계승을 통하여 가족집단 

및 친족집단의 유지에 필요한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남녀의 자연적 차이 및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호주제가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부계혈통주의

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주제의 입법목적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가족법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보수성 및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에 비

추어 보면 더욱 명백하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제는 위와 같은 원칙 및 제도를 통하여 입법자가 추구하는 전통적

인 가족제도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호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처의 부가입적 원칙, 자의 부가입적 원칙 및 

호주승계제도가 구체적으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는 우선 처의 부가입적 원칙과 자의 부가입적 원칙은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

의 구성을 위한 전제로서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

니라, 여성에 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호주승계제도에 하여는 이

는 처의 부가입적 원칙과 관련하여 호적사무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도 있고, 따라

서 호주승계제도 또한 호주의 지위가 호적기재의 기준 즉, 호적부상의 필두자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 및 호적사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호주승계에 

있어 남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여성에 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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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충족시

키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관하여는 호주제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초래되는 

차별효과로는 호주제로 인하여 여성을 남성에 비하여 이차적․종속적․열위적 

존재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상징적․심리적으로 불리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들 수 있는 반면, 현행의 호주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입법목적이나 호주제의 유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는 

호주제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중시하고 있는 가족 및 친족공동체의 존속․통

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통에 한 존중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날로 팽배해져 

가는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의 폐단을 막아내고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호적기재에 있어 삼  가족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상징적으로나마 우리의 전

통적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전통을 고무하고 조장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의 해결에도 일

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편제방법의 변경에 따른 인

적․물적인 면에서의 막 한 국가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호주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법령의 개정에서 오는 혼란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호주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성들에 한 차별효과는 결코 경시될 수 

없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문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성들

에 한 불리한 상징적․심리적 효과를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구체

적인 경우의 실제적인 차별효과는 호주제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자의 부

가입적의 원칙에 한 수정․보완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법상의 호주제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고 하여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호주제로 인

하여 신분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호적제도와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경우도 임의분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호주승

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호주승계를 임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주가 가

족에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멸되어 호주의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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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기재의 기준 즉, 호적부상의 필두자 나아가 상징적인 의미의 가통계승자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를 발견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

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하여 권 성 재판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 한다.11)

다. 김영일 재판관의 소수의견

김영일 재판관은 체로 권 성 재판관의 의견과 같으나, 자의 부가입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관하여는 그 원칙에 한 예외

의 설정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자의 입적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존엄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한다. 

라. 김효종 재판관의 소수의견

김효종 재판관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위헌

이지만, 민법 제778조는 합헌이라고 하였다. 즉 호주제 및 가제도의 기본적 틀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778조는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형식

적 규정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른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호

주제가 부계혈통주의 또는 남성우월주의와 연결된 흔적을 기본조항인 민법 제

778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다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

적 또는 남성우월주의적 경향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민법 제826

조 제3항 본문과 같은 개별규정들에 반영되어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전래된 가족제도를 입법자의 자유로운 처분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제도에 한 제도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1) 권성 재판관은 자신의 소수의견의 말미에서 가족과 혈연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실재

하는 실체이지 단순한 관념상의 존재는 아닌 반면 호주제도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가

족과 혈연을 인식하는 기호의 체계로서 하나의 기술에 해당한다. 인식의 기술이 인식

의 상인 실체의 존재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통상의 논리에 의하면 호주

제도는 가족과 혈연의 존재 및 가치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여

성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한 존중을 명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은 호주제

와 같은 기술적 기호의 체계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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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장의 상인 가족제도는 그 존재 자체 또는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가제도는 위와 같은 헌법적 보장의 상인 가족제도의 사법상(私

法上) 구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호주제에 한 위헌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호주승계 순위

에서의 양성의 차별 등 사유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전단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위헌론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따라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처(妻)의 부가입적(夫家入籍)을 규정함으로써 남성우월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만, 민법 제778조에는 부계혈통주의적․남성우월주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고, 

가족제도에 관한 법률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가족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법이 가제도(家制度)를 두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를 형

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할 것이어서 법적 개념으로서의 가(家)의 존재 자

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8조가 헌법 제36조 제1항을 비롯한 헌법에 위배된

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상 강제적으로 개인이 가(家)에 속하게 되는 것이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간을 추상화된, 고립적인 개별 존재로 파악하는 입

장에서는 이에 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실존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

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원초적인 출발점

인 가족관계를 법적 관념에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시

각 또한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인간과 그 존재양식이 다양한 시각에서 달리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헌법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에 각 개인이 

속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적 조치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한다. 

또한 민법 제778조는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

법 제778조가 규정하는 가(家)와 개인의 관계는 관념적인 것으로서 상징적인 의

미 이상을 가질 수 없어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 하다고 보기 어

려우며,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가족제도를 특히 보장하고 있는 것은, 가족

제도 존립을 위하여 위와 같은 최소한의 제약은 개인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음

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778조가 가(家)의 존재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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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개인이 이에 속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

다고 한다. 

민법 제778조는 위와 같은 가족제도에 터 잡은 각개의 가(家)에 호주를 두고 있

는바, 이는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터 잡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호주의 구체적인 지위는 시 의 변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호주

라는 관념 자체는 가족제도에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이는 적어도 가족제도와 더불어 ‘호주’라는 관념은 우리

의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적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계승․발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호주라는 관념을 인정한다면 호주와 가족 간에는 가족 내 지위에 차이가 

존재하고 호주의 지위가 강요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인

지, 호주 아닌 가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

의 상충이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 스스로 서로 저촉될 수 있는 가치를 헌법질서 

내에 수용하면서 그 상충관계를 해결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

은, 입법자가 상충하는 가치를 둘러싼 이익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공동체 구

성원들의 가치적 지향점이 담겨 있는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상충하는 각 가치

가 갖는 타당영역 사이의 경계를 법률로 설정하라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입법

자에게는 일정한 형성의 자유(Gestaltungsfreiheit), 즉 입법재량이 원칙적으로 귀

속된다고 하여,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입법적 형성을 한 경우에 사법적 심사의 범

위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국한되고, 그 심

사에 있어서의 기준은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자의금지

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선 가족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호주라는 관념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가령 

호주제를 유지하되 그 호주승계의 순위를 남녀의 구분 없이 세 (항열)와 연령 

순으로 일응 규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합의 등에 의하여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

는 길을 열어 준다면, 부계혈통의 유지에 한 자부심이 남다른 가계에서는 부계

혈통에 따른 호주승계를 그 로 유지할 것이고, 부계혈통주의를 봉건적 악습이라

고 보는 가계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호주를 결정할 것인데, 이렇듯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각 개인 또는 가족집단의 취향과 의사결정에 국가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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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개인 권리 보장의 영역과 전통문화의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에도, 이를 전적으로 배제

한 채 호주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법 제778조를 포괄적으로 위헌이라

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는 단지 호적상 기준자 또는 필두자의 지위를 가짐에 불과하여 현

실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행동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 적인 것이므로 민법 제778조에 의하여 

개인의 존엄이 다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 적인 것으로서 

과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나아가 호주제가 가족제도의 존속, 유지에 미

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보면, 민법 제778조가 일가의 관

념적 필두자로서 호주라는 개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호주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방식에 의하여 개인의 존엄

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2. 2003헌가5‧6 결정

이 사건 결정은 이른바 父姓主義의 원칙을 규정한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12)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

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07. 12. 31.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다. 위 결정에는 父姓主義의 원칙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부성주의에 한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13)과, 

부성주의 자체가 위헌이라는 별개의견14) 및 위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반 의

견15)이 있었다.16)

12) 개정 전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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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이공현.
14) 재판관 송인준, 전효숙.
15) 재판관 권성.
16) 2001헌가9 등 결정에 관여하였던 재판관 중 김영일 재판관과 이상경 재판관은 퇴직

하였고, 이공현 재판관과 조 현 재판관이 새로 선임되었으나 조 현 재판관은 재판

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조 현 재판관이 종전에 소속되었던 법무법인에서 당해 사

건의 리를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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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부성주의의 원칙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다수의견은 우선 성명의 구성요소인 성(姓)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

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

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

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으며, 성은 기호가 가지는 성질로 인해 개인의 권리의

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성의 사용에 한 입법은 주로 새

로운 규율을 창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형태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의 사용에 관한 규율에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성에 관한 규율에 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반하는 것일 수는 없으므로 개인

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가족제도를 형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성을 통해 인간의 혈통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

니라 성을 사용하는 제도적 의의가 오로지 인간의 생물학적 혈통의 공시에 있는 

것은 아닌 한, 성이 개인의 혈통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반영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부성주의가 모의 혈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성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성주의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전부터 생활

양식으로 존재해 온 사회문화적 현상이었고, 사회상의 변화와 지배적 가치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성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은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성의 사용에 한 원칙 규정으로

서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이며,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성(姓)은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으며 어떤 성(姓)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성주의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실체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성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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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부성주의의 강요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

다. 민법은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제781조 제1

항 단서)과 처(妻)가 그 친가(親家)의 호주(戶主) 또는 호주승계인(戶主承繼人)이

고 부(夫)가 처(妻)의 가(家)에 입적(入籍)한 이른바 ‘입부혼’에서 출생한 자(子)가 

그 모(母)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제826조 제3항 단서, 제4항)이 부성주의

의 예외의 전부인데,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생활관계의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부 또는 부계 혈연집단과의 유 나 교류를 전혀 기 할 

수 없고 부성의 사용이 단순히 생부의 성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반면, 모의 양육에 의해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

계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입양이나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재혼한 모의 자(子)가 계부

(繼父)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성의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법적 

안정성에 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데, 성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는 통상

적인 가족만을 상정하고, 그 밖의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에 해서는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

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위헌을 선고할 경우 부성주의 원칙 자체에 

해서까지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

력을 유지시키기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개정 법률이 이미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17)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17) 2005. 3. 31. 개정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5항: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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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 별개의견

별개의견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 또는 전통문화란 이 

시 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윤리 내

지 도덕관념이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전통적 가족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오늘날의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자명한 한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위 헌재 2005. 

2. 3. 결정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성주의는 부계혈통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부(父)와 남

성(男性)을 중심으로 한 혈통 계승을 강제하여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게 

하여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

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성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즉 생물학적 혈통 관계에서 볼 때 부의 혈통과 모

의 혈통은 개인에게 동시에 전달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부성주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사회의 생활양

식이나 사회 구성원의 의식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부성주의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자유와 양성의 평등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질적

으로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부성주의의 강제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부

성주의를 취해왔다는 사실로부터 부성주의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려는 견

해도 그 근거를 인정할 수 없는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가족제도

라는 사실만으로 그 제도가 곧바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그 제도

가 오늘날의 가치에 부합하고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고,18) 부성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

이고 법정 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

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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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 해 왔으므로 현재도 

그 차별취급이 정당하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의 합의를 통해 그 자(子)에게 부여할 성을 결정한다면 성의 결정

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의사는 모두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모가 합

의를 통하여 그 자(子)가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결정이 가족

제도에 관한 사회질서에 위협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구체적인 위

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부모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구체적 이익을 발견하기 어려우므

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

항에 위반된다고 한다. 

다만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

으므로 2007. 12. 31.까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

다고 하였다. 

다. 반 의견

권 성 재판관의 반 의견은 우선 문화가 항상 헌법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제도, 그 중에도 부성주의(父姓主義) 같은 것은, 분

명히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의 하나라고 하면서, 기존의 문화 내지 제도가 후행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제1단계는 기존의 문화가 가지

는 합리성을 확인하고 그 합리성과 헌법적 가치 사이의 간극의 크기를 측정하여

야 하고, 제2단계는 그 간극의 크기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간

극을 해소하는 기술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3단계는 시기의 적합성을 판

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제1단계에서 선행하는 부성주의 문화의 합리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모와의 혈통관계는 출산과 수유라는 자연적이고 객관적이며 외관상 확인가능

한 일반적 사실을 통하여 외적으로 명확히 인식됨에 반하여 부와의 혈통관계

는 부분 추정에 근거하여 인식될 뿐이므로, 자(子)의 부가 누구인가를, 한편으

18)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결정(판례집 9-2, 1, 19) 및 

호주제에 관한 위 헌재 2005. 2. 3. 결정 등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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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사회에 하여 인식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외적 공시의 필요성이 두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응하여 등장한 인류

의 문화적 발명의 하나가 바로 부성주의라고 한다. 또한 모자관계에 비해 상 적

으로 소원하거나 결속력이 약할 수 있는 부자관계는 자(子)가 부의 성을 사용함

으로써 그 일체감과 유 감이 자연히 강화되고 부(父)의 자(子)에 한 책임의식

이 더욱 고취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의 통합과 결속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부성주의는 나름 로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제2단계에서는 부성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상호 간극을 탐색하고 있는

데, 부성주의를 취할 경우 모의 혈통은 성(姓)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

에 한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성은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기호체계의 하나일 뿐이고, 이러한 기호의 채택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실체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기호의 본질상 자명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혼이나 입양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가 생부(生父) 아닌 사람과 사실상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생부의 성을 따

르던 것을 계부(繼父)나 양부(養父)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으나, 재혼이나 입양 사실이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라는 것

은 재혼이나 입양에 한 사회적 편견내지 사시(斜視)가 그 원인이지 부성주의가 

그 원인은 아니며, 부성주의를 여기에 끌고 들어와 그 위헌성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민법 기타 법률에서는 부성주

의에 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성주의는 그 내용과 헌법적 가치 사이에 

무슨 위헌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체수단과 시기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체

수단에 관하여는 부성주의에 한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들도 부성주

의가 갖는 문제점과 불평등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성

주의와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부성주의는 다른 가족제도와 유기적

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부성주의의 폐지가 다른 제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

려하고 가족제도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 부성주의와 일부일처주의 그리고 이를 공시하는 기왕의 우리나라의 호주 및 

호적제도는, 물론 일부 개선의 여지를 갖긴 하지만, 전체로서의 이들 제도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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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류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취시킨 고도의 합리성을 갖는 문화적 산물 내지 장

치로서 그 이상의 합리적 안을 당분간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기에 관하여는 결론적으로 부성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

게 존속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활양식이며 문화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잣 만으로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규범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생활양식과 문화 현상

의 변화를 일거에 성취하고자 하는 반문화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의 부적절한 일이라고 한다. 

Ⅲ. 父姓主義와 戶主制의 傳統性 여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서 문제로 된 부성주의와 호주제가 

과연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속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19) 전통을 어떻

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은 반드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 자체가 법학보

다는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역사

학에서도 과연 전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20)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과연 이러한 가족제도가 전통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

1. 父姓主義

父姓主義나 戶主制度는 모두 父系血統主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父

19) 상세한 것은 尹眞秀, “憲法‧家族法‧傳統”, 憲法論叢 제15집, 2004, 423면 이하 참조.
20) 예컨  양현아, “‘전통’과 ‘여성’의 만남: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법사

학연구 제25호, 2002, 110면 이하는 호주제도의 전통성 여부와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

론자들이 호주제도가 한국의 진정한 전통이 아니라는 논증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관점

에 입각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이라는 문화적 구성물이 마치 사물인 것처럼 ‘실체

화’하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어떤 실천이 정말로 한국의 전통이냐 아니냐, 혹은 유교

적 전통에서 현재 사회에 유산으로 삼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와 같은 질문은 매우 단

순하고 위험하다고 한다. 또한 양현아, 헌법실무연구회 제47회 발표회 토론요지, 憲法

實務硏究 제5권, 2004, 548-549면은 전통에 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과 구성주의적 방법론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근래의 社 史는 

전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만들어진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 홉스봄, “전통들

을 발명해내기”,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통, 서울, 
Humanist, 2004, 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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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主義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한국에서 姓의 기원에 관하여는 반드시 견해가 일

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姓이 귀족이나 양반 등 상류계층만이 사용

하다가 후 에 이르러 점차 일반 서민도 姓을 사용하여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姓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국시  이래 父系血統主義에 따라 父子가 同姓을 사용

하였다.21)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父子同姓 내지 父姓主義의 원칙은 매우 오

래 된 역사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과거에는 노비를 비롯한 賤人層에게는 姓이 없었고, 또 조

선 중기까지 남자가 여자의 집에 장가드는 男歸女家의 풍습이 있었음을 들어 父

系(男系)血統主義는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고, 조선후기의 부계혈통주의는 양반

지배층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22) 그러나 이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우선 父系血統主義인가 母系血統主義인가 하는 문제는 친족관계를 어떤 범위에

서 정할 것인가 하는 出系律 (descent rule)의 문제로서23), 혼인 후의 자녀가 남

편의 아버지 집에서 사는가(父居制) 아니면 아내의 모 집에서 사는가(母居制) 하

는 이른바 居住律(rule of residence)24)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의 居住律을 근거로 하여 전자의 出系律을 결정

할 수는 없다.25) 적어도 姓의 결정에 관한 한 전통적으로는 父系血統主義를 따랐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6) 나아가 노비 등 천민층에게는 성이 없었다는 것을 부

21) 孫鉉暻, 韓國家族法上의 姓氏에 관한 硏究, 부산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3면 이하는 삼국시 와 통일신라시 에는 父系血統主義에 의한 姓氏繼承을 원칙으로 

하였고 母系를 통하여 출계를 나타내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金容

旭, “韓國姓氏에 관한 法制史的 硏究”, 家族法硏究 제9호, 1995, 53 ― 54면은 姓不變

의 원리는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략 확립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子‧女‧同壻‧親孫‧外

孫간에는 同姓‧同氏族인 것으로 보고 可變性의 원리가 있었으며 雙系的인 성씨의 변

동을 하였다고 한다.
22) 金相瑢, “가족법상의 몇가지 헌법적 문제 ― 호주제의 전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려기

간 ―”, 憲法實務硏究 제5권, 2004, 454면 이하, 474면 이하; 同, “호주제는 우리 민족

의 전통가족제도인가?”, 家族法硏究 Ⅱ, 2006, 247면 이하, 특히 262면 이하(원래 발

표는 法曹 2004. 7). 그러나 다른 한편 金相瑢 교수는 부계혈통주의가 전통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호주제의 문제와 자녀의 姓 문제를 다소 구별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

인다. 위 憲法實務硏究, 473면, 538면 참조.
23) 李光奎, 文化人類學槪論, 서울, 一潮閣, 1980, 241면 이하; 韓相福, 李文雄, 金光 , 文

化人類學槪論, 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1985, 142면 이하; 노길명 외 4인, 문화인류학

의 이해, 서울, 일신사, 1998, 170면 이하 참조.
24) 李光奎(註23), 239면 이하; 韓相福 외 2인(註23), 132면 이하; 노길명 외 4인(註23), 

152면 이하 참조.
25)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硏究, 1983, 92-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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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혈통주의에 한 반 논거로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는 마치 미국의 

남북전쟁 전에 흑인 노예에게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미국에는 

기본권의 보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戶主制度

호주제도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도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상의 호주제도가 일본이 일제 치하에서 호주제

도가 우리나라의 관습상 존재한다고 하는 명분 하에 일본의 추상적인 家制度와 

戶主制度를 강제로 이식한 데 기원하였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27) 

과거 신라시 부터 조선시 까지도 호적제도는 있었으나, 이는 현재의 호적과는 

달리 실제 생활공동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가제도와는 다르고 

오히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 옹호론자들이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에 입각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

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도 家長이 있었는데, 이 家

長을 戶主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29)

26) 李光奎, 한국의 家族과 宗族, 서울, 민음사, 1990, 311면 이하는 신라시  이래의 한

국의 친족제도를 집단에의 귀속을 선택할 수 있는 選系的(ambilineal)인 특징을 가진 

同屬(ramage)的 친족집단으로 이해하면서, 귀속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계를 표시하는 

姓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崔在錫(註25), 94면 이하는 古代韓國(新羅와 그 이전)
의 가족에 관한 모든 기록은 父系가 優位에 선 非單系制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록

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  변환, 
2003(原著: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1992), 122면 

이하는 고려시  사회 생활의 모습은 전형적인 共系(cognatic)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유입한 부계 지향의 법제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려 사회를 간단히 共系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고려 사회가 분명히 변화의 과정에 

놓였다고 하는 현상을 주목하는 데 실패하게 마련이라고 한다.
27) 이에 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 “高氏 門中의 訟事를 통해 본 傳統 相續法의 變遷”, 

家族法硏究 제19권 2호, 2005, 346면 이하 참조.
28) 田鳳德(註6), 28면 참조. 金相瑢,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

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서울, 법무부, 2000, 27면도 고려시 의 호적은 현

실생활 공동관계를 그 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수단으

로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거주관계와는 무관하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관념

적인 ‘家’에 소속된 구성원을 기재하는 오늘날의 호적과는 크게 구별된다고 한다.
29) 김준원,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에 관한 연구(下)”, 司法行政 2002. 9, 10-11면. 鄭淇雄, 

“家의 繼承과 戶主制의 役割”, 家族法의 變動要因과 現狀(衿山法學 창간호), 199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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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장으로는 戶主制가 전통적인 가계계승 내지 조상숭배의 관념에 이

바지하기 때문에 이는 전통에 부합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즉 헌법 전문 및 헌

법 제9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체 계승의 문화는 전통문화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이고,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 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일 뿐이며, 이것이 우리 가족제도의 기초라고 한다.30)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전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家長이라는 

개념과 현행법상의 戶主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전

통적인 家長의 개념은 법률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으며 내적으

로는 오직 자녀에 한 관계에 있어서 父權, 처첩에 한 관계에 있어서 夫權이 

있을 뿐이고, 외적으로도 家의 최존장으로서의 의미밖에 부여되지 않았으며,31) 

이 점에서 현실적인 생활공동체가 아닌, 추상적인 家를 전제로 하여, 이 家를 통

솔하는 지위를 가지는 일본에서 유래한 현행의 戶主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호주제도가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역시 종래의 부계혈통주의 내지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家系繼承의 관념

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실제로 일제시 의 朝鮮高等

法院 1933(昭和 8). 3. 3. 판결32)이 그 전까지 법률상 쟁송으로서 인정하여 왔던 

祭祀相續제도를 법률상의 제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호주상속 및 재

산상속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33) 이 점에서 볼 때 종

래의 제사상속 제도의 기능을 호주상속 내지 호주제도가 신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34) 이런 관점에서 종래 호주제도를 전통적 가족제도로 인식하

면은 호주가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가족에 하여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영향받았다기보다는 유교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의 공통현

상이라고 한다.
30) 구상진,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한 의견”,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 법무

부, 2003. 9. 25., 57면, 62면. 정환담, “ 호주와 가족 의 전면적 폐지안의 불합당성 법

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와 가족의 전면 폐지안)의 입법예고에 한 의견서,” 위 

책 115면 이하도 家의 繼承의 원리가 韓民族的 家族制度의 三原則 중의 하나라고 하

면서 호주제도의 폐지에 반 하고 있다.
31) 朴秉濠, “한국의 傳統家族과 家長權, 近世의 法과 法思想”, 가족법논집, 1996, 279면 

참조.
32) 高等法院民事判決  20권 155면.
33) 그 경과에 하여 상세한 것은 尹眞秀(註27), 327면 이하 참조.
34) 근래 한 일본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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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2001헌가 9 등 사건의 반 의견도 이러

한 의미라고 보인다. 나아가 호주제도가 일제하에 들어왔어도 수십 년 동안 제도

로서 정착되어 온 이상 이를 전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35) 2001헌

가 9 등 사건의 다수의견도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주

장은 펴지 않고 있고, 다만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

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

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에 속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36)

Ⅳ. 傳統的 家族制度의 傳統性과 合憲性

1. 法制度의 傳統性이 合憲性의 根據가 될 수 있다는 견해

종래 많은 논자들은 어떤 법제도가 전통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 왔다는 점을 

그 법제도를 합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하

여, 전통이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헌법 제9조는 

다. 즉 호주제도가 일제가 창조한 것이라는 연혁적 설명은 시인하면서도, 1970년 부

터의 가족법개정운동과 개정경위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가 보여 준 

戶主制度에의 ‘집착’, 즉 한국의 전통 내지 문화를 戶主制度 중에서 찾으려는 자세는 

이와 같은 제도사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한국 사회에는 일본의 제

도가 알지 못하던 호주의 역할 내지 기능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

한 한국호주제도의 특징적인 역할․기능이란 祖上祭祀를 중심으로 하는 一族統率 시

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宗法制度’라고 한다. 다시 말하여 한국의 호적제도와 호주제

도는 일본법으로부터 도입된 것이지만, 그 도입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존재하였던 조

상숭배의 관념이 이에 깊게 결부되어 한국에서는 일본법상의 호주와는 다른 의미의 

호주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靑木 淸, “韓國의 戶主制度”, 家族法의 變動要因과 現

狀(衿山法學 창간호), 1998, 239-242면; 同, “韓國家族法と日本家族法”, ジュリスト 

No. 1007, 1992, 45면 이하. 또한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 제10호, 
1999, 224면 이하는 일제는 이에(家)제도의 틀을 한국에 이식하면서 조선의 관습에서 

이것과 응하는 어떤 것을 찾아내려 했고 그렇게 해서 호주의 응물로 찾아낸 것

이 조선의 가계계승자였으며, 그리하여 한국에서 호주제도는 부계계승 제도를 유지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용되었고, 부계계승 제도는 호주제도의 관점에서 더욱 철저

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한다.
35) 양현아,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 가지 문제”,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제46집), 1995, 117면은 전통의 고안, 문화의 비토착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밀고 가면 호주 제도도 우리에게 들어온 전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한다.
36) 례집 17권 1집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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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사회적 폐습 조항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

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조항이고, 그 법적 효력은 사법부(헌법재판소)

를 구속하는 원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혼례 때의 음식접  금지37)나 동성

동본금혼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그 금지조치가 전통문화의 계

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정당한 실현조치였는지 

사회적 폐습의 타파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사회적 폐습의 존치에 지

나지 아니한지의 판단을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이익 형량시 고려하여야 할 요

소(公共福利) 가운데 하나로 행하였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는 동성동본금혼의 경우에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가 아니라

는 결론은 있으나 왜 그러한지의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결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관례나 관행이 과연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38)의 하나인지, 아니면 사회

적 폐습인지의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주먹구구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를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일종의 감정증거나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그 판단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39)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합헌 여부를 다룬 헌법

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40)에서의 이재화, 조승형 두 재

판관의 반 의견도 동성동본 금혼 규정의 전통성을 강조하면서, 행복추구권은 전

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41) 그리고 2001헌가9 

37)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결정에서 문제된 사안.
38) 여기서는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를 한국민족의 正體性(identity)와 관련시켜서, 한국

민족을 한국민족으로 만들고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게 하는 기준 내지 요소가 전통

문화 내지 전통문화라고 한다. 달리는 한국민족(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고나 행

동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崔大權, “憲法의 變化와 連續性에 관한 談

論”, 서울 학교 法學 제44권 1호, 2003, 92면, 103면 참조.
39) 崔大權(註38), 97면 이하. 이 논자는 다른 글에서도 동성동본금혼 원칙의 경우에 그것

을 법 원칙으로까지 강제하여야 한다는 강한 법적 확신이 우리 사회에 아직 존재하

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렇게 강한 법적 확신이 우리나라 사회에 존재하느냐의 문제

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동성동본금혼 원칙이 사

실상 효력이 없는 원칙임을 보여주는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구하였다고 한다면 동성

동본금혼 원칙이 평등조항 등에 반한다는 결정의 논거의 하나로 그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崔大權, “法的決定과 社 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

定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法學 제41권 3호, 2000, 54면 註20); 同, “憲法學方法論의 

問題”, 서울 학교 法學 제43권 1호, 2002, 62면 등. 林智奉, “憲法裁判과 社 變動”, 
試界 2001. 12, 4면 이하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40) 례집 9권 2집 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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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결정에서 김영일, 권 성 재판관의 반 의견42)과 김효종 재판관의 반 의견43)

도 모두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호주제도가 합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법제도의 전통성이 그 제도의 합헌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는 주장과는 별도로, 특히 가족제도에 관하여는 그 전통성을 이유로 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44) 위 2001헌가9 등 결정에서 김영일, 권 성 재판관의 반

의견45)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전통과 관습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므로,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

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혼인과 가족관계

에 관한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도외시한 헌법해석은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켜 헌법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 2003헌가5‧6 결

정에서의 권 성 재판관의 반 의견은 문화가 항상 헌법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지

만, 선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제도, 그 중에도 부성주의(父姓主義) 같은 것은, 

분명히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의 하나라고 주장한다.46)

2. 檢討

그러나 사견으로서는 어떤 법제도가 전통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만으

로는 그것이 합헌이라고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47)

먼저 명확히 해 둘 것은 일반적으로 전통이 헌법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

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헌법 자체가 전통을 헌법 속에 받아들인 경우

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통의 보호가 헌법상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국의 전통을 잘 나타내는 유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의 권리가 제약될 수도 있을 것이며, 헌

법 제9조는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48) 다른 말로 바꾸어 말

41) 례집 9권 2집 21면 이하, 특히 29면 이하 참조.
42) 특히 례집 17권 1집 31-32면.
43) 특히 례집 17권 1집 48면.
44) 상세한 소개는 尹眞秀(註19), 416-418면 참조.
45) 례집 17권 1집 31면.
46) 례집 17권 2집 567면 이하.
47) 尹眞秀(註19), 44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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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 경우에는 전통 문화의 보호가 헌법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복리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법제도가 오래 된 것이고 전통적인 제도라는 것만으로 그것이 헌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를 보

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의 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로서 전통이 거론되는 것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는 그 합헌성을 논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  近親婚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近親의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가 모두 유전적인 질병의 劣性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 혼인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친혼의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통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유로는 

당해 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경우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전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법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일 수밖에 없는데, 전통 때문에 합

헌으로 되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즉 전통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

다면 법제도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이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돕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어떠한 법제도가 그 자체로서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적인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합헌으로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 문제를 가령 문화재 보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 문화재보호법은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상이 되는 문화재를 歷史的‧藝術的‧學術的‧景觀的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다시 말하여 어떤 것이 문화재

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오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화재로서 보호의 상이 되는 것은 그러

한 적극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문화재 그 자체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법제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48)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6 결정( 례집 제12권 1집 801, 807면);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결정( 례집 제15권 1집 48, 6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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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헌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제1

차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의 목적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법제도가 이러한 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통에 부합한다는 점만으로는 비례의 원칙의 첫 번

째 요건인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49)

그리고 이 문제와 다소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傳統이 국민 다수의 지지

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제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 점은 위

헌법률심사제도의 존재이유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국민주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국가기관에 의하

여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헌법은 헌법재판소에게 이러한 법률을 심사

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가? 그 해답은 多數 로부터 

數 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만일 다수결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면,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그 결정에 반 하는 소수자에게 주는 피해가 그 결정

에 찬성하는 다수자에게 주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그 결정은 유지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헌법은 중요한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권리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위헌법률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막고 있는 것이다.5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다수의 지지 여부를 어느 법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관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다. 소수자의 생각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수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결국 국민 다수의 지지

49)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입법목적이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

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1997. 7. 16. 결정(註2)의 다수의견

(헌법재 소 례집 제9권 2호  18면) 참조. 
50) 소수자 보호를 헌법 내지 위헌법률심사의 주된 기능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는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New York, Gaithersburg, 
Aspen Law & Business, 2nd ed., 2002, p. 7 참조. 헌법의 이러한 기능을 Sirens의 유

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묶는 Ulysses에 비유하기도 한다. Jon 
Elster, Ulysses and the Sire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pp. 94 ff.; 
Law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nd ed. Mineola, N.Y., Foundation 
Press, 1988, p. 11 fn. 5; Chemerinsky, 위 책, p. 7 등 참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헌법재판소공보 96, 799, 804 
이하)도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소수자의 양심의 보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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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지 여부를 전통과 결부시키는 논의는 이처럼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 내

지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기본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의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부합

하는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가 아닌가

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

닐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률에 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의미

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제도는 헌법에 선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률론으로서는 받

아들일 수 없다. 위 2001헌가9 등 결정의 다수의견은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이므로 다른 모든 법적 규범이나 가

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고,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민법의 친족

상속편에 관한 한 입법권은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가치질서는 헌

법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입헌민주

주의에서 용납될 수는 없다고 하여51)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3. 2001헌가9 등 결정의 다수의견에 하여

위 다수의견은 전통과 민주적 가족제도 내지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

계에 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을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강조하면서, 헌법 전문

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 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

고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가 가장 중

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여기에 인류의 보편

51) 례집 제17권 1집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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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고 한다. 역사

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라는 것이다.52)

위 다수의견이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53) 그러나 이러

한 경우에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조화적 해석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떤 법제도가 오래 되었고 전통에 의하여 뒷

받침된다는 것은 헌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수의견은 전통의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가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한도

에서는 헌법 제9조의 독자적인 의미는 별로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법규범의 전통

성은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이다.

Ⅴ. 父姓主義에 한 2003헌가5‧6 결정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에 하여

1. 多數意見

위 다수의견은 우선 위 2001헌가9 등 결정의 다수의견과는 기본 논리에 있어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2001헌가9 등 결정의 다수의견은 어떤 가족

52) 례집 제17권 1집 17-18면. 여기서는 선례로서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위 95헌가6 등 

결정을 인용하고 있다.
53) 鄭宗燮, 憲法學原論, 2006, 195면은 전통문화의 계승‧민족문화의 창달에 관한 헌법규

정이 과거의 전통과 충돌되는 입법이나 행정조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면서 그 이유로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라는 것은 개념에서도 애매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때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작용에까지 적극적으로 개

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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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데 반하여, 2003헌

가5‧6 결정의 다수의견은 父姓主義가 원칙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동서양의 많은 문화권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성주

의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전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온 사회문화적 현상이

었고, 사회상의 변화와 지배적 가치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성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개정 전의 민법 제781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성의 사용에 한 원칙 규정으로서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이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부성주의의 근거를 전통에서 

찾는 것에 다름 아니다.54)

물론 위 다수의견은 父姓主義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에 의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부성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수

의견도 父姓主義가 부계혈연집단과 모계혈연집단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차별에 불과하다고 판단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성주의가 전통적인 제도임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別個意見

이에 반하여 별개의견은 기본적으로 위 2001헌가9 등 결정의 다수의견을 인용

하면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전통적 가족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오늘날의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

일 수는 없다는 자명한 한계를 가진다고 하여, 부성주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론적 일관성 면에서는 별개의견이 다수의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인다.

사견으로도 이러한 별개의견이 좀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즉 부성주의는 

부(父)와 남성(男性)을 중심으로 한 혈통 계승을 강제하여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게 하여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가족 내 여성

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54) 이 점에서 위 2001헌가9 등 결정에서는 헌법 제9조와 전통을 강조하여 반 의견을 

주장하였던 김효종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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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부성주의를 취해왔다는 사실일 

것이나, 별개의견이 설시하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가족제

도라는 사실만으로 그 제도가 곧바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고 그 제도

가 오늘날의 가치에 부합하고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부성주의

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

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 해 왔으므로 현재도 그 차별취급이 정당하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5)

다른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女性에 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6조 제1항 (사)의 규정은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

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족성(姓)의 개념은 자녀의 姓을 포함하는 개념이다.56) 우리나라는 현재 위 조

항에 하여 유보하고 있으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몇 차례 우리나라에 

하여 위 조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57)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국제

적인 인권협약의 내용은 헌법의 해석에도 원용될 수 있는 것인데,58)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성주의의 원칙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모의 합의를 통해 그 자(子)에게 부여할 성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별개의견도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2005. 3. 31. 개

정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

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

하여 원칙적으로는 부성주의를 유지하되 부모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별개의견은 이러한 개정된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나, 위 개정 

전의 제781조 제1항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

55) 판례집 제17권 2집 564면.
56) 상세한 것은 尹眞秀, “女性差別撤廢協約과 韓國家族法”,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3호, 

2005, 99면 註 67) 참조.
57) 尹眞秀(註56), 99-100면 참조.
58) 尹眞秀(註56), 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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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2007. 12. 31.까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

다고 하고 있어서 개정된 위 제781조 제1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 개정된 민법 조항도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59) 위 별개의견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민

법이 개정된 것만으로 과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1조 제1항 (사)의 규정에 합치

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실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굳이 찾자면 다수의견에 따를 때에는 2005. 3. 31. 개정된 민법 제781조 

가운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제5항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제

6항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인 반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

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한 제1항은 헌법적으로 요청되

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는 반면, 별개의견에 따르면 제1항도 헌법적으로 요청되

는 것이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Ⅵ. 父系血統主義의 合理性 여부

1. 반 의견의 주장

권 성 재판관은 위 2003헌가5‧6 결정에서 각 부계혈통주의의 장점 내지 합리

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계혈통주의의 합리성이 호주제 및 부성주의의 합헌성

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부성주의의 합리성을 부계혈통의 공시 및 부와 

가족의 존속과 통합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모자관계

59) 프랑스에서는 종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2002. 3. 4.과 2003. 6. 18.
의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프랑스 민법 제312조의21은 자녀의 성을 

民籍官(l’officier de l’ètat civil)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동신고가  

없으면 자녀는 부모 중에서 그와 먼저 친자관계가 설정된 사람의 성을 따르며, 친자

관계가 부모에 하여 동시에 설정된 때에는 부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에 하여는 부부가 항상 남편의 성을 쓰도록 한 스위스 법이 유럽인권협약

에 어긋난다고 한 유럽인권법원의 1994. 2. 22.자 Burghartz v. Switzerland 판결이나 

부부 사이에 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의 성이 혼인성이 된다고 한 

독일 민법 제1355조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91. 3. 5. 결정

(BVerfGE 84, 9 ff.)에 비추어 볼 때 양성 평등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하는 비판이 있

다. Judith Rochfeld,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02, p. 3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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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부자관계의 존재에 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여

기서 자(子)의 부가 누구인가를, 한편으로는 사회에 하여 인식케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외적 공시의 필요성이 두되며,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응하여 등장한 인류의 문화적 발명의 하나가 바로 부성주의로서, 

자(子)가 부의 성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子)가 특정한 부의 혈통을 이어

받은 사실을 공시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고, 또한 출산과 수유 같은 생리적 기능

을 갖지 못하는 남자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여자에 비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체감과 유 감이 원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 한 소속감 역시 마찬

가지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모자관계에 비해 상 적으로 소원하거나 결속력이 

약할 수 있는 부자관계는 자(子)가 부의 성을 사용함으로써 그 일체감과 유 감

이 자연히 강화되고 부(父)의 자(子)에 한 책임의식이 더욱 고취되어 결과적으

로 가족 전체의 통합과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60) 

김영일 재판관과 권 성 재판관의 위 2001헌가9 등 결정에서의 반 의견도 “가

족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생래적으로 증명되고,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

서 모자간의 공동생활과 이를 통한 양육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부자관계나 부

자간의 공동생활은 반드시 그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성주의(父

姓主義) 등으로 표되는 부계혈통주의는 부의 자에 한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

써 모자관계에 비하여 소원할 수밖에 없는 부자간의 유 강화에 이바지하고 나

아가 가족의 존속과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61)

2. 검토

“어머니는 언제나 확실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불확실하다(mater semper certa, 

pater semper incerta)”라는 法諺이 가리키는 것처럼, 누가 母인가 하는 것은 출산

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밝혀지지만,62) 누가 父인가 하는 점은 쉽게 밝

히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친생추정, 친생부인과 같은 우리나라의 가족법의 규정

상으로도 반영되어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

60) 례집 17권 2집 568-570면. 
61) 례집 17권 1집 33면.
62) 근래의 출산 리모(gestational surrogate mother)의 경우에는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출산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母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는 이 경우에도 출산한 사람을 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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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進化心理學(evolutionary psychology)에서는 이러한 父性의 不確實性(paternal 

uncertainty)이 예컨  왜 母가 父에 비하여 자녀 양육에 더 정성을 쏟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도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주장되고 있다.63) 나아가 일부 학

자는 婚姻의 제도 자체도 남자가 부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식의 부성을 보증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의 

번식활동을 제한하는 혼인 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64) 그리고 家父長制 자체도 

父性을 보증받기 위한 문화적 발명품이라는 주장도 있다.65) 부계혈통주의가 가부

장제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면66)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성주의나 호주제의 근원이 부성의 불확실성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부성주의나 호주제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가부장제를 

이러한 이유에서 옹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부성의 불확실성이

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계혈통주의라는 제도 내지 규범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自然主義的 誤謬(naturalistic fallacy)의 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父姓主義가 누가 아버지인가를 공시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의 성을 쓴다고 하

여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아들이나 딸이 그 성을 

쓰는 부계의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 줄 뿐이다. 부자관계의 공시는 신분등

록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모자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여 모자관계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반 의견은 자(子)가 부의 성을 사용함으로써 그 일체감과 유 감이 

자연히 강화되고 부(父)의 자(子)에 한 책임의식이 더욱 고취된다고 하나, 그러

한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子가 모의 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의 책임의식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을까?

63) David M. Buss, Evolutionary Psychology, 2nd Ed., 2004, pp. 190 ff.(우리말 번역: 김
교헌 외, 마음의 기원, 2005, 283면 이하).

64)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 2003, 76면 이하 참조. 물론 이러한 주장이 혼인제도

의 근거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Buss(註63), pp. 135 f. 참조. 
65) 최재천 외(註64), 77면 참조.
66) 위 2001헌가9 등 결정에서 김영일, 권 성 재판관의 반 의견도 “부계혈통주의가 가부

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여성이 느끼는 소외의 정도 또한 더욱 극심하였

을 것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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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憲法上 家族制度의 保障과 戶主制度

1. 家制度와 憲法上의 家族制度

김효종 재판관은 2001헌가9 등 사건의 반 의견에서, 제도보장의 상인 가족

제도는 그 존재 자체 또는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는 일정 부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데, 家制度는 

헌법적 보장의 상인 가족제도의 사법상(私法上) 구현 형태라고 주장하면서,67) 

민법이 가제도(家制度)를 두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家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8조가 헌법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68)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족제도가 그 존재 자체 또는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

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어려운 문제이다. 일반론으로서 이 점의 당부를 논하

기는 어렵고, 다만 헌법상의 기본권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제도가 문제

될 때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따

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가 하는 점이 문

제될 수 있으나, 헌법 제36조 제1항이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이란 兩性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同性婚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69)

그러면 호주제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김효종 재판관

은 우선 家制度가 헌법적 보장의 상인 가족제도의 사법상(私法上) 구현 형태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家制度는 위 결정의 다수의견이 설명

67) 례집 17권 1집 43면.
68) 례집 17권 1집 46면.
69) 尹眞秀, “婚姻 成立에 관한 民法의 改正方向”, 家族法硏究 제15권 1호, 2001, 79-80면; 

同 , “變化에 직면한 家族法”, 契約法의 課題와 展望, 慕原 金旭坤敎授 停年 任 紀念

論文集, 2005, 567면 참조. 물론 이러한 동성간의 결합 자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어떤 제도를 창설하여야 할 입법

자의 입법의무를 헌법에서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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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듯이 관념적인 가족단체로서,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것인데,70) 이러

한 추상적, 관념적인 家制度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제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가족제도도 혈연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애정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71) 현실생활공동체와 무

관한 家制度가 헌법상의 가족제도의 사법상 구현형태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념적, 추상적인 家制度를 인정하고 그 家에 호주를 두어 가족을 통솔

하게 하는 것은 1898년의 일본 민법(明治民法)의 창조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家制度의 배후에는 민주주의의 徹底化를 억제하

고 절 주의적 정치체제를 확립함에 있어 이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의

도가 숨어 있었다. 다시 말하여 일본은 皇室을 總本家로 하는 하나의 가족국가이

며, 家族은 國家이고 國家는 大家族으로서, 호주 중심의 家族主義 原理를 사회

조직과 사회통제의 원리로 삼고, 이를 다시 국가통치원리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  호주가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천황이 일본 

국민을 지배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담겨져 있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72) 그러므로 민법상의 家制度를 헌법상의 가족제도

와 결부시키는 것이나, 이러한 추상적인 家制度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牽强附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효종 재판관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실존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

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원초적인 출발점

인 가족관계를 법적 관념에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시

각 또한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인간과 그 존재양식이 다양한 시각에서 달리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헌법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에 각 개인이 

속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적 조치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

며, 오히려 헌법은 각 개인은 가족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공고한 기초를 찾아야 

70) 례집 제17권 1집 13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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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  法

學論叢 5號, 1998, 222면 이하 참조. 또한 임규철,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

적 고찰”, 憲法學硏究 9권 1호, 2003, 479면 이하 참조.
72) 상세한 것은 최 권, 윤진수, 김양희, 오정진, 호주제 개선방안에 한 조사연구, 여성

부, 2001, 1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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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기초로 할 때에만 사회적 연 성의 강화와 정치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73)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원초적인 출발점인 가족관계를 

법적 관념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 하여는 이론을 제기하기 

어렵고, 헌법이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제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민법상의 家制度가 헌법이 보장하

고 있는 가족제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혼인 등에 

의하여 가족을 이룰 것인가 아닌가는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와 같은 경우가 아니

라면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고, 이를 강제하여야 할 특

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74)

2. 戶主制度의 强制와 憲法

그리고 김효종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와 민법상 호주제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75) 호주라는 관념을 인정

한다면 호주와 가족 간에는 가족 내 지위에 차이가 존재하고 호주의 지위가 강

요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인지, 호주 아닌 가족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가족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호주라는 관념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라고 볼 수 있고, 호주제를 유지하되 그 호주승계의 순위를 남녀의 구분 없이 세

(항열)와 연령 순으로 일응 규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합의 등에 의하여 그 순

위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부계혈통의 유지에 한 자부심이 남다

른 가계에서는 부계혈통에 따른 호주승계를 그 로 유지할 것이고, 부계혈통주의

를 봉건적 악습이라고 보는 가계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호주를 결정할 것

이며, 이렇듯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각 개인 또는 가족집단의 취향과 의사결

정에 국가가 간섭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76)

73) 례집 17권 1집 46-47면.
74) 예컨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혼인의 자유는 혼인을 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므

로, 혼인을 강요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尹眞秀, “婚姻의 自由”, 第1回 韓國法

學 大  論文集 II, 1998, 67-68면 참조. 임규철(註71), 464면은 한국 헌법 제36조 제

1항의 규정 자체만 보아도 헌법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75) 례집 17권 1집 44면.
76) 례집 17권 1집 4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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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반 의견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러한 호주와 家制度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영향을 받는다면,77) 따로 관념적, 추상적인 家制度와 호주제도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는 한 이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반 의견은 호

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개인 또는 가족집단의 취향과 의사결

정에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호주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강

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각 개인 또는 가족집단의 의사결정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호주를 둘 것인지 두지 않을 것인지,78) 두는 

경우에는 누구를 호주로 할 것인지를 가족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를 가리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79) 그러나 개정 전 

민법 제778조는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호주를 두는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Ⅷ. 結論

이제까지 살펴본 2005년의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가

족법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위 두 결정은 결론

만 본다면 그런 로 무난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80) 그러나 전통을 법규범의 위

헌 여부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위 두 결정은 

반드시 이론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2001헌가9 등 결정은 법규범의 전통성 

자체가 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전통문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

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2003헌가5‧6 결정은 사실상 父姓主義가 오래 

77) 례집 17권 1집 50면.
78) 위 2001헌가9 등 사건에 병합되어 있던 2001헌가11 내지 15 사건 및 2004헌가5 사

건의 당사자들은 혼인한 부부들인데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무호주, 즉 호주

가 없는 가로 바꾸기 위하여 관할 호적관청에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청은 

현행법상 무호주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주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

고, 이에 신청인들은 법원에 호적관청의 수리거부처분에 한 불복을 신청하였고, 그 

재판계속 중에 민법 제778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79) 최 권 외(註6), 161면 이하 참조.
80) 양현아,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 이태영 변호사가 남긴 유산(遺産)”, 공익과 인권 제3

권 제1호, 서울 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6, 55면은 전통의 

변동성, 인권 구속성을 명시한 2001헌가9등 사건 결정문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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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위헌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찬성

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위 두 결정은 우리가 전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주제어: 憲法, 傳統, 戶主制, 父姓主義, 憲法不合治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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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Institutions of Family Law and the 

Constitution

Jinsu Yune
*

81)

In February 3, 200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he hoju(meaning "Master 

of the Family") system, which conferred privileges upon each family's respective 

hoju,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in December 22, 2005, the Court 

held that the former pro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of the paternal surname 

principle, that is, the child should use the surname of the father,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n these 2 decisions, the main point of controversy was whether the tradition 

can be a ground of a rule's constitutionality. The dissenting opinions of the said 

decisions tried to support the hoju system and the paternal surname principle on 

the ground that these were  deeply rooted elements of Korean culture.

In my opinion, tradition in and of itself does not bestow constitutionality on 

an otherwise unconstitutional law. But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2 decisions 

were not fully satisfactory in this respect. Especially, the December 22, 2005 

decision took the tradition into account in fact by maintaining that the paternal 

surname principle was not unconstitutional by itself. But this attitude toward the 

tradi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Court's own precedents.

Key words: Constitution, Tradition, Master of the Family System, Paternal 

Surname principle, Incompatibilit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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