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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

1)

尹 眞 秀***

I. 序論

의학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사람들도 보조생

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1)의 도움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보조생식은 여러 가지의 법  문제 을 안고 있다. 그 에서도 가족

법상의 문제는 종 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래하고 있다. 이 

에 하여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축 되어 있으나, 재 그에 한 

법 인 규율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행법상 생명의 윤리  안 에 한 법

률2)이 이에 한 단편 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제17  국회에서 

이에 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3) 이들 법은 2008. 5. 제17  국회의 

* 이 글은 2007. 11. 3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고위과정에서 행한 강의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이는 남녀간의 성교라는 자연적 방법 이외의 생식을 통칭한다. 보조생식 외에 인공생

식(artificial reproduction)이라는 말도 쓰이지만 근래에는 보조생식이라는 용어가 더 많
이 쓰인다. 그러나 김향미,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법적 문제점”, 생명

윤리 제8권 1호(2007), 29면은 “人工受胎術(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면서, 보조생식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인공수태
술이라는 용어가 이미 학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
어가 가져 올 수 있는 혼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이에 반대한다. 다
른 한편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하여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시술 방법을 총칭하는 말이고, 체내수정과 같이 난자 
아닌 정자만을 이용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김석현, “보조생식술의 현
재와 미래”, 한산부인과학회 연수강좌 Vol. 45(2003), 45면; 이인영, “체외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家族法硏究 제19권 2호(2005), 170면 등 참조. 

2) 제정 2004. 1. 29. 법률 제7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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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장래의 입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최근에 이에 한 여러 가지 입법이나 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들이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각 법

률안의 골자를 살펴본 다음 보조생식의 가족법  쟁 에 한 근래의 국내외의 

동향을 소개하고, 간단히 필자의 소견을 밝  보고자 한다.

보조생식은 의학 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 컨  수정장소가 

여성의 체내이냐 체외이냐에 따라 體內 人工受精5)과 體外 人工受精(IVF: in vitro 

fertilization)으로 구분되고, 체외수정과 구별되는 生殖子移植6) 등이 있다.7) 그러

나 여기서는 가족법 인 문제에 을 맞추어, 非配偶者간의 人工受精(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문제와 代理母 문제  死後受精(posthumous 

insemination)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8)

II.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의 내용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제17  국회에는 보조생식에 한 법안들이 여러 개 제

출되었다.  각 법안은 세부 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 으로는 보조생

3)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 4. 29.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 10. 19.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2007. 11. 6. 
정부 발의).

4) 김재봉, “인공생식⋅배아발생과 형사규제의 범위”, 법학연구 11권 1호(충남대학교, 
2000), 161면 이하 참조.

5) ‘人工受精’이라는 용어와 ‘人工授精’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受
精(fertilization)은 체내 또는 체외의 구별없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접합체 
즉, 수정란을 이루는 자연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授精(insemination)은 정자가 
난자를 향하여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인적 행위를 표현하는 용어
라고 구분할 수 있다. 김향미(註 1), 28면 참조.

6) 생식자(정자·난자)를 체외로 채취한 후 함께 여성의 생식기 내에 주입하여 여성 체내
에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좀더 상세한 것은 이인영(註 1), 171면 이하 참조.
8) 이 이외에도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개체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의 문제도 학문적으

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
는다. 이에 대하여는 예컨대 金天秀, “複製人間의 法的 地位”, 比 私法 8권 2호(2001) 
665면 이하 참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
상시키는 행위와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및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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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허용하는 것을 제로 하여, 그에 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언 한다.

1.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9)

가. 체외수정 리본부의 설치

이 법안은 우선 보건복지부 장  소속하에 체외수정 리본부를 두어 체외수

정10)에 한 업무를 리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나. 생식세포의 채취

그리고 체외수정을 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할 경우, 생식세포 제공자  그 배

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제4조). 생식세포의 채취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과하지 못하고, 난자의 경우에는 연간  평생 빈도를 통령령으로 정

한다(제7조).  체외수정시술의 빈도도 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다. 체외수정 

체외수정의 수혜자11)는 체외수정 이외의 방법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법률혼 

부부  일방이어야 하며(제8조), 제공자와 수혜자가 6  이내의 족인 경우와 

4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는 체외 수정시술을 실시할 수 없다(제10조). 체외수정 

는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는 수혜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출생자로 

보며, 수혜자와 그 배우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친생자 계 부존

재확인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공자의 인지나 제공자에 한 인지청구도 허

용되지 않는다(제21조).

라. 리출산

리출산은 체외수정 리본부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고(제13조), 리 목

9) 이하 “체외수정 법률안”이라고 한다.
10) 이 법안 제2조 제1항은 체외수정(體外受精)을 난자를 난소에서 채취하여 정자와 체외

에서 수정시킨 후, 그 수정란을 배양시켜 다시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1) “제공자”란 수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을 위하여 생식세포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자를 말하고, “수혜자”란 제공자의 생식세포와 자신의 생식세포의 체외수정을 통한 출
산을 희망하거나, 출산을 한 자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위 법률안 제2조 제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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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출산은 지된다(제14조). 리모는 1회 이상 정상 인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이라야 하고(제15조), 리출산은 1회에 한한다(제17조). 리출산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리출산 이외의 방법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이어야 하며, 부

부의 생식세포만으로 수정란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제16조). 리출산으로 출

생한 자는 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혼인  출생자로 본다(제22조).

마. 정보의 제공

체외수정 리본부의 장은 체외수정시술로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출생자가 요

구하는 경우 생식세포의 제공  체외수정에 한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

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0조). 

2.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12)

가. 의료보조생식 리센터의 설치

국립의료원에 의료보조생식 리센터를 설치한다(제2조). 센터는 동일한 기증자

로부터 3인 이상의 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난자기증자로부터 

5회 이상 기증을 받지 못한다(제12조). 

나. 부부의 합의

의료보조생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여야 하고, 미혼의 남녀는 이용할 

수 없다. 부부가 기증자로부터 제공받은 정자나 난자 등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부

모가 되려면 합의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다. 정자  난자의 리

정자기증자는 태어날 자의 모가 되려는 사람과 8  이내의 친족 계에 있어서

는 안 되고, 난자기증자는 태어날 자의 부가 되려는 사람과 8  이내의 친족 계

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공자가 사망한 후에는 제공자의 정자 는 난자

를 의료보조생식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7조).

12) 이하 “의료보조생식 법률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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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생한 자의 지

기증자를 매개로 한 의료보조생식의 경우 기증자와 출생한 자 사이에는 어떠한 

친자 계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인지도 허용될 수 없다(제8조). 그리고 난자를 기

증받은 부(婦)는 모(母), 정자를 기증받은 부(夫)는 부(父)의 지 를 갖는다(제9조).

마. 리모계약

리모계약은 무효이지만, 리모 출산에 의한 의료비 지 청구 등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원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 하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일부 유효

하다(제11조).

바. 정보의 제공

의료보조생식 리센터는 기증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의료보조

생식으로 태어난 자에게 하고 명백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한 기록

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12조 제6항).

3.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13)

가. 기증자의 의사 존

생식세포를 기증(寄贈)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 이어야 하며, 자기결정권이 부

여되어야 한다(제3조, 제4조).

나. 생식세포의 유상 거래 지

구든지  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 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 

는 배아를 이용ㆍ제공하거나 이를 유인 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다. 배아생성의료기

배아생성의료기 이 되려는 의료기 은 보건복지부 장 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야 하고(제7조), 원칙 으로 배아생성의료기 만이 생식세포를 채취할 수 있고(제

8조), 배아도 배아생성의료기 만이 생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의 난자 는 

13) 이하 “생식세포 법률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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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로 수정시키는 행 는 지된다(제10조 제3항 제2호).14) 배아생성의료기 은 

불임치료의 시술을 받는 자  그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목 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한 자로부터 배아생성에 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조). 

라. 생식세포의 기증

신체 ㆍ정신 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만이 난자를 

채취하거나 기증할 수 있고,15) 신체 ㆍ정신 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성만이 

정자를 채취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제14, 15조). 그리고 불임부부의 친족이 기증

하는 경우 외에는 특정인을 정하여 기증할 수 없고,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킬 난

자를 남편의 8  이내의 족인 여성이 기증하거나 부인의 난자와 수정시킬 정

자를 부인의 8  이내의 족인 남성이 기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6조). 

난자 채취의 기간  횟수는 제한된다(제17조).

마. 생식세포의 受贈

불임치료 목 으로 수증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수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거나 유  질환을 가졌어야 하고,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제25조).16) 

생식세포를 제공받은 자는 생식세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친생자 계(親生子關

係)를 부인할 수 없다(제26조).

바. 생식세포  배아에 한 정보의 보호  리

제27조 이하에서는 생식세포  배아에 한 정보의 보호  리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9조 제3항은 기증된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기증자에 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기증자가 공

개에 동의한 정보에 한정하여 그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 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14)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한 기증자가 기증한 난자나 정자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원칙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한다.
16) 연구 목적의 수증은 이와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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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非配偶 間의 人工受精

인공수정은 약 200년 부터 행하여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행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재에도 이러한 인공수정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

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17) 일반 으로는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실 으로도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人工受精에 하여는 법률 으로는 다음의 2가지 구분이 요하다. 그 하나는 

母의 夫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 

Homologous Artificial Insem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母의 夫가 아닌 제3의 제공

자에 의한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Heterologous 

Artificial Insemination)이다. 자의 경우에는 가족법상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법률 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후자이다.18) 후자의 경우에도 母의 夫가 

인공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 으로 혼인 계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母의 夫가 AID에 동의

를 한 경우이다.

1. 親生推定과 親生否認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은 夫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AID의 경우에, 나 에 그 夫

가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이

다. 이 에 하여는 우선 민법상 親生推定의 法理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母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지만,19) 父가 구인가는 객 으

로 확정하기 어렵다.20) 그리하여 민법 제844조는 혼인 의 여자가 임신한 때에

17) 예컨대 金天秀, “人工受精에 관한 法的 考察”, 民事法學 제21권(2002), 98면 등. 여기
서는 그 근거로서 이 견해는 인공수정 자체가 생명 탄생의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시술
과정에서 생식체나 수정란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성을 가
지고 있는 강한 정자만이 수정에 성공하는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18) 한 보고에 의하면 2005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보고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의 사례는 
758건이었다고 한다. 시사뉴스 피플 2007년 10월호 기사(http://www.inewspeople.co.kr 
/news/read.php?idxno=2279. 최종 방문 2008. 5. 19.)에 인용된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
위원회 손영수 교수의 서면 인터뷰 참조.

19)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출산대리모의 경우에는 이 점이 문제된다.
20) ‘어머니는 항상 확실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불확실하다(mater semper certa est, pater 

semper incertus est)’라는 法諺이 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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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

다. 이를 親生推定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 결을 받기 에는 그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계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

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2005년 개정

된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소는 夫 는 妻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즉 태

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 계 있는 사람은 

시기의 제한이 없이 親生子關係不存在確認訴訟(민법 제865조)을 제기하여 부자

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AID에 동의하 다면 그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민법 제844조

에 의하여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가? 이 을 밝히기 하여는 우선 제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의 범 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제844조 자체는 자녀의 출생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종래부터 이 규정에 

의한 친생추정의 범 를 제한하려는 의견이 많았다.21) 그리하여 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원합의체 결(公 1983, 1259)은 종래의 례를 변경하여  

친생자 추정의 범 를 제한하 다. 즉 제844조는 부부가 정상 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로 가정의 평화를 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그 제사실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즉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

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 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친자 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례

의 입장을 외 상 명백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여 外觀說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친생추정의 범 를 제한하려는 견해도 있다. 즉 객 ⋅과

학 으로 부자 계가 있을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血緣說,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추정이 배제되어 친자 계존부확인을 구

할 수 있다는 이른바 合意說, 친생추정은 가정의 평화를 한 제도인데, 지켜져

21) 이는 2005년 개정 전의 민법 제847조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자녀가 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
므로, 남편이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모른 채 위 기간이 지났으면 더 이
상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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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가정이 붕괴되어 탄된 경우에는 연주의를 우선시켜 친생추정이 미치

지 않는다는 家庭破綻說, 가정이 탄되어 그 평화가 붕괴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母, 子, 眞實의 父 등 子를 둘러싼 新家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新家庭形成說 등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다.22) 재 법원 례가 따르고 있는 

외 설에 따를 때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AID의 방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학설에 의할 때에는 이러한 자녀의 친생추정

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23)

하 심 결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 결은 

AID의 경우에 연설에 따라 친생추정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즉 남편이 생식불

능이어서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AID에 의하여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후 아내가 

 자녀의 법정 리인으로서 남편을 상 로 하여  자녀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

라는 친생자 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하여, 법원은 생식불능의 경우에

는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을 받아들 다.24)

그러나 일반 인 견해는 AID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5) 그러므로 문제는 이러한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26) 이 에 하여는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출생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므로, 일단 동의를 하고 나 에 친생부인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이 종 에 행한 인공수정에 한 동의와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信義則

에 어 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 이지만,27)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친생부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반 설도 있다.28) 이 에 한 우리나라 법

원의 례는 보이지 않으나, 하 심 결례로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22) 상세한 것은 李濟正, “親子關係確認訴訟의 審理上 主要 爭點”, 裁判資料 101(2003), 
420면 이하 참조.

23) 金天秀(註 17), 105면 이하는 血緣說에 따라 친생추정을 부정하면서, AID에 대한 남편
의 동의는 자신이 처분할 수 없는 혈연관계를 사실에 반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도 이는 무효라고 한다. 

24)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부부 사이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파탄설에 의한 것이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25) 김상용,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法律新聞 제3143호(2003. 2. 3), 14면 
참조.

26) 만일 夫가 동의를 한 일이 없다면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27) 예컨대 金疇洙⋅金相瑢, 親族‧相續法, 제8판(2005), 300면; 李庚熙, 家族法, 五訂版( 

2006), 194면; 맹광호, “인공생식에 관한 가족법상의 문제점”, 家族法硏究 제21권 3호
(2007), 26-27면 등. 

28) 梁壽山, 親族相續法(1998), 380-381면.



2008. 6.]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한 근래의 動向    75

이 신의칙에 어 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이 많다.29)

독일 연방 법원의 이 의 례30)는 夫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서 법률행 에 의하여 친생부인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고, 이러한 친생부인

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 다. 그러나 

2002년 4월에 신설된 독일민법 제1600조 제2항은 부가 제3자의 정액 제공에 의

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夫 는 母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의 례31)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

건에서는 남편 John과 아내 Luanne가 자신들의 것이 아닌 제3자의 난자와 정자

를 수정시켜  다른 리모의 자궁에 이식하 고, 이 리모가 Jaycee라는 아이

를 낳았다. 그러나 그 출산 에  부부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John이 혼인의 

해소를 청구한 데 하여, 아내 Luanne는 남편 John을 상 로 자신들이 Jaycee의 

법  부모이며, John은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 다. 
제1심 법원은 John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결하 으나, 항소심은 Luanne와 John
이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Jaycee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John
은 법 으로 Jaycee의 아버지로 취 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 으로 禁反言

(estoppel)의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즉 이 사건처럼 자녀의 출생에 동의

하고 나서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이 후 모순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32)

한 민법 제852조는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

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한 夫의 친생부인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9) 서울가정법원 1983. 7. 15. 선고 82드5110, 83드1266 판결(판례월보 제159호 51면); 서
울가정법원 1983. 7. 15. 선고 82드5134 판결(판례월보 제160호 31면); 대구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각공 2007, 2343) 등. 앞의 두 판결에 대하여는 
鄭然彧, “人工授精과 그 法律問題”, 法曹(1986. 5), 72면 이하 참조. 

30) 독일연방대법원 1983. 4. 7. 판결(BGHZ 87, 169). 이 판결에 대하여는 梁壽山, “人工
授精子와 관련되는 法律上의 問題點 硏究”, 家族法硏究 제3호(1989), 107면 이하 참조.

31) In re Marriage of Buzzanca, 72 Cal.Rptr.2d 280(Cal. Court of Appeal, 1998. 3. 10.).
32)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統一親子法(The Uniform Parentage 

Act)을 받아들여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아버지로 취급된다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리모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더 복잡해졌고, 법원
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존재이유를 禁反言의 원리로 설명한 것이다. 위 판결은 
Luanne가 Jaycee의 어머니라고도 선언하였다.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66∼9676

다른 한편 이러한 경우에 AID에 동의한 남편과 출생한 아이 사이에 養子 

계33) 는 親養子 계34)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

자가 養子 계를 원하 다면 인공수정 아닌 입양이라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에 한 동의는 만일 그 동의가 없었다면 그 자녀가 출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에서 단순한 입양에 한 동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親養子制度는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35) 친양자 계가 성립하기 

하여는 법원의 재 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민법 제908조의2), 그러한 재 이 

없이도 친양자 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입양 계가 

성립한다면 양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도 모두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체외수정 법률

안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체외수정 는 인공수정으로 출생

한 자는 수혜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수혜자 는 그 배우자는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체외수정 는 인공수정을 원인

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체외수정 는 인공수정을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의료보조생식 법률안 제9조는 부부  

일방이 기증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차에 따라 의

료보조생식을 한 경우 정자를 기증받은 부(夫)는 부(父)의 지 를 갖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36) 그리고 생식세포 법률안 제26조 제2항은 생식세포를 제공받

33) 金天秀(註 17), 106면. 여기서는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
의 법리에 따라 입양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34) 이은정, “人工受精에 대한 立法論的 考察”, 家族法硏究 제19권 2호(2005), 90면 이하. 
친생자관계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친양자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던 
夫가 인공수정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인공수정자의 복리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35) 親養子制度는 친생부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단절하여 버린다는 점에서 종래의 양자제도
(보통양자제도)와는 다르다. 이 제도는 2005년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3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대표발의) 검
토보고”(2007. 4), 19면은 의료보조생식 법률안은 체외수정 법률안과는 달리 “친생부인
의 소” 제기 금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는 부(父) 또는 모(母)가 보조생식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子)에 대하여 애정
을 상실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놓
는 것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자를 기증받은 夫가 父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친생부인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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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는 생식세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친생자 계(親生子關係)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精子提供者에 대한 認知請求

인공수정과 련하여 제기되는  다른 문제 으로는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

한 자녀가 나 에 정자제공자를 찾아서 그를 상 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이 에 하여는 이것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제

공자가 다수의 수정자로부터 기하지 않은 형태로 인지청구를 받는 것은 불합

리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많다.37) 반면 母의 夫와의 부자 계가 부정되

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8)

생각건  AID에 동의한 夫와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 사이에 친생자

계가 인정되고, 친생부인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따로 정자제공자에 한 인지 

청구는 법률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에 하여 입법을 한 다른 나라들의 경

우에도 체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체외수정 법률안 제21조 제3, 4항은 제공자는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체외수정 

는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를 인지할 수 없고,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체외수정 는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와 그 직계비속 는 법정 리인

은 제공자에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의료

보조생식 법률안 제8조는 ①기증자를 매개로 한 의료보조생식의 경우 기증자와 

출생한 자 사이에는 어떠한 친자 계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증자는 의료보조생

식으로 태어난 자를 인지할 수 없고, 의료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자는 기증자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9)

그런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외국에서는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에게 

자신의 생물학 인 父, 즉 정자 제공자가 구인지를 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논의되고 있다.40)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들이 나 에 그 

37) 李庚熙, “人工受精子의 親子法上 地位”, 家族法硏究 제2호(1988), 44면 이하; 이은정(註 
34), 92면 이하; 맹광호(註 27), 33-34면 등 참조. 

38) 李庚熙(註 27), 195면은 母의 夫와의 부자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특정되
고 부자관계가 증명된다면 인공수정자로부터의 인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자의 복지
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39)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註 36), 19-20면은 민법 제863조와 비교하면 보조생식으
로 태어난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
므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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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생부가 구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다.41) 근래에는 이러한 자녀에게 정자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웨덴은 1984년에 이를 최 로 인정하 고, 1992년에 오스트리

아와 스 스가 뒤따랐으며, 재 오스트 일리아의 일부 주, 네덜란드 등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42) 국은 2004년에 인간 수정  발생학에 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이하에서는 HFEAct라고 약칭한다)의 시

행령43)을 개정하여, 2005. 4. 1. 부터는 정자 제공자의 성명, 주소 등을 등록하고, 
그 정자 제공자의 정자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가 18세가 되면 청구에 의하여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 다.44) 과연 이처럼 정자 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어려운 문제이다.45) 그 게 되면 정자제공자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자 제공자가 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46) 그러나 

40) 국내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는 金玟中, “生命工學의 發達에 따른 民事法的 課題”, 
民事法學 21호(2002), 27면 이하; 김향미(註 1), 32면 등이 있다.

41) 이에 대하여는 2007. 8. 2. 자 영국의 Guardian지에 “Time to stop lying”이라는 제목
으로 실린, AID에 의하여 출생한 변호사인 David Gollancz의 이야기(http://www. 
guardian.co.uk/society/2007/aug/02/childrensservices.humanrights) 참조.

42) 이에 대하여는 Jennifer A. Baines, “Gamete Donors and Mistaken Identities: The 
Importance of Genetic Awareness and Proposals Favoring Donor Identity Disclosure for 
Children Born from Gamete Donations in The United States”, Family Court Review, 
Vol. 45 No. 1(2007), pp.120 f. 참조.

43)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Disclosure of Don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2004. 6. 14.)

44) 독일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 법규정은 없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89. 1. 31. 결정
(BVerfGE 79, 256)이 자녀에게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Recht auf Kenntnis der eigenen 
Abstammung)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의 영향으로 인하여, 의사는 정자 제공자가 누구인
지를 등록하여야 하고, 자녀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
다. Staudinger/Rauscher, Neubearbeitung (2000), Anhang zu §1592 Rdnr. 26; MünchKomm/ 
Wellenhofer-Klein 4. Aufl. (2002), §1600 RdNr. 29; Muscheler, Familienrecht (2006), Rdnr. 
562 등 참조.

45) Frank,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en zur Entwicklung des Familienrechts”, 
FamRZ (2004), S. 845; Mason and McCall Smith’s Law and Medical Ethics, 7th ed. 
(2005), by Mason and Laurie, pp.86 f.는 이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46) 네덜란드가 정자 제공자의 匿名性을 폐지한 결과 정자제공자가 감소하게 되어, 인공수
정을 희망하는 부부는 정자 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벨기에로 간다고 하며, 마찬
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스웨덴의 인공수정 희망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덴마
크로 간다고 한다. BBC 2002. 10. 15. 뉴스 (http://news.bbc.co.uk/1/low/health/2329675. 
stm); BBC 2004. 8. 12. 뉴스 (http://news.bbc.co.uk/2/low/europe/3555202.stm) 참조. 이
는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Rainer Frank(윤진수 譯), “獨逸 親子法의 가장 최
근의 발전”, 家族法硏究 제19권 2호(2005), 420면 참조. 한 보고에 의하면, 스웨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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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정자 제공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더욱 논의를 필요로 한

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유  질병 등에 비하기 하여 의학 으로 필요한 경

우에는 정자 제공자의 인  사항을 등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47) 
이 에 하여 체외수정 법률안 제20조는 체외수정 리본부의 장은 체외수정

시술로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출생자가 요구하는 경우 생식세포의 제공  체

외수정에 한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외수정에 한 기록의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

어, 생식세포 제공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48) 반면 의료보조생식 법률안 제12조 제6항은, “의료보조생식 리센터는 

기증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만, 의료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자에게 하고 

명백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조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생식세포 법률안 제29조 제3항은 기

증된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기증자에 한 자료의 열람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기증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에 한정하여 그 자료

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익명성을 유지할 것인지

를 기증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獨身 女性 또는 사실혼의 당사자도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가?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방송인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인공수정에 의하여 

임신을 하 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인

정자 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었을 때에는 매년 인공수정에 의하여 25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익명성을 폐지하는 법률이 시행된 1985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약 60명 
정도가 태어나고, 해외에서는 약 200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의 인공
수정 대기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Human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the Law, Fifth Report 
of Session 2004-05, Volume I (2005), p.70 참조.

47) Frank(註 45), S. 845도 같은 취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의 Johnson v. 
Superior Court, 95 Cal.Rptr.2d 86 (2000. 5. 18.)은 AID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유전
적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 부모와 본인이 유전자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정자 제공자에 대하여 진술명령(deposition subpoena)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

48)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 (2007. 4), 35면은 체외수정시술로 인하여 출생한 자에게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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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정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하고, 독신 여성에게는 허

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독신 여성에 한 인공수정은 자의 출생은 

부모 방의 력 혹은 공동작업에 기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 반하고, 원칙

으로 자는 가족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도 배되어 자녀의 복리에 

어 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49) 이외에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인공수

정을 허용할 것인가에 하여도 논의가 있다.50)

그러나 우선 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를 지하

는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신여성에게 인공수정을 시술하 다고 하여 그에 

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므로, 독신 여성에 한 인공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입법론 으로는 어떠한가? 제17  국회에 제출된 각 법률안들은 모두 

법률상 부부의 불임치료를 목 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데,51) 이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언 한다.

IV. 代理母

1. 代理母의 정의

과거의 한의사 회의 의사윤리지침은 일반 으로 代理母(surrogate mother)란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하여 그 부인

을 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52) 
그러나 리모에 의한 출산을 의뢰하는 여자가 반드시 혼인 계에 있는 여자인 

것은 아니고,  그 의뢰의 동기가 반드시 자궁의 이상을 원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49) 金玟中(註 40), 35면 이하. 같은 취지, 이승우,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比 私法 11권 2호(2004), 259면 이하; 이은정(註 34), 83면 등.

50) 허용된다는 견해: 金玟中(註 40), 34-35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승우(註 49), 
258-259면; 이은정(註 34), 83면 등.

51) 체외수정 법률안 제8조, 의료보조생식 법률안 제5조 제4항 등. 생식세포 법률안은 이 
점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제25조 제2항은 불임치료 목적으로 생
식세포를 기증받으려는 경우에 배우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52) 2001. 11. 15. 제정된 의사윤리지침 제56조 참조. 이 규정은 2006. 4. 22. 개정된 현행 
의사윤리지침에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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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夫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출산한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것53)이 정확할 것이다. 일반 으로는 부부 가운데 처가 자신의 힘으로 

임신, 출산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여자로 하여  夫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여 자

기 부부의 자녀로 양육할 의도에서 리모계약이 행하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모계약에 의한 출산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이러한 리모도 그 난자의 제공자가 구인가에 따라 이른바 유  리모

(genetic surrogate mother)와 출산 리모(gestational surrogate mother)의 두 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는 리모의 난자에 의하여 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후자는 출산하는 여성의 난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난자를 體外受精의 방법

에 의하여 수정시킨 다음 이를 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게 하는 것이다.

2. 대리모 계약의 유효 여부

이러한 리모에 하여는 여러 가지의 법률문제가 있다. 우선 이러한 리모

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이 문제된다. 종래에는 이러한 리모계약은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 나는 것으로 무효(민법 제103조)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

다.55) 이러한 무효설의 주된 근거는, 리모계약은 인 가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 이므로 상업화될 우려가 있고, 여성의 생식기능과 출생한 자

식을 계약의 부 상으로 여김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이

다.56) 

53) 朴東瑱,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醫療法學 제3권 1호(2002), 58면 
참조.

54) SBS 2007. 9. 5. 8시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 
N1000307491) 참조. 국내 의학 문헌에서도 난자는 생산하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
에 대하여 출산대리모를 통하여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박준철, 신소진, 
김종인, 이정호, 김택훈, “선천성 질결여증 여성에서 신생질을 통한 난자채취에 의한 
성공적인 대리모임신 1예”, 한산부인과학회지 46권 3호(2003), 681면 이하; 최준, 신
종승, 박원일, 이진용, “선천성 질결여증 환자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체외수정 임신 1
예”, 한산부인과학회지 47권 11호(2004), 2264면 이하;  한미영, 허인정, 박현주, 이
현진, 이은희, “뮬러관 형성 부전증 여성에서 성공한 대리모 임신 1예”, 한산부인과

학회지 제48권 제6호(2005), 1533면 이하.
55) 金疇洙⋅金相瑢(註 27), 302면; 李庚熙(註 27), 202, 204면 등. 註釋民法 제3판, 總則 

(2), 2001, 440면 註 118)(尹眞秀)은 이는 부부관계의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출산
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리모나 그 자녀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
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56) 高貞明⋅申寬澈, “代理母契約의 母性推定에 관한 考察”, 국민대학교 法學論叢 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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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에는 그 유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가령 

리모가 친권을 사 에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리모계약 

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혼외자에 한 친권자를 결정할 때 우선 당사

자의 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909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사 에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무효행 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의해 

친권자결정의 사 약정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

다.57)  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이  불임부인의 불임극복을 한 최후

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인 때에는 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종족보존과 子의 

養育을 바라는 불임부부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어야 하며, 아기매매 혹은 입양암

거래와 유사한 유상의 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인 법률행 로

서 무효이나, 애타 인 감정에 의한 무상의 리모계약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58) 나아가 유상의 리모계약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는 견해도 주장된다.59) 

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체로 법률이나 례 는 학설상 이를 무효로 

보고 있으나, 반면 국, 이스라엘, 그리이스 등 몇 나라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달리 취 하고 

있다.60) 미국의 례 가운데 미국 뉴 지 주 법원의 Matter of Baby M 결61)

(1998), 12면. 맹광호,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比 私法 제12권 2호(2005), 86면
에서 재인용.

57) 嚴東燮, “代理母契約”, 스티스 제34권 6호(2001), 106면. 또한 嚴東燮, “代理母契約에 
관한 外國의 立法例”, 家族法硏究 제19권 2호(2005), 70면 이하 참조.

58) 金玟中(註 40), 45-46면. 백승흠, “代理母契約의 문제점과 유효성 여부”, 比 法硏究(동
국대학교) 6권 1호(2005), 125-126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또한 金玟中, “代理母와 
그 法律問題”, 判例月報 244號(1991. 1), 21면 등. 

59) 맹광호(註 56), 93면 이하. 玄昭惠, “대리모계약을 둘러싼 基本權 衝突의 解決”, 亞細亞

女性法學硏究 제8호(2005), 376면 이하는 합헌적 계약해석의 법리에 따라 대리모계약
은, 대리모에게 해제권이 보장되는 한 유효하고, 이는 상업적 대리모 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 裵成鎬, “代理母에 의해 出生한 子의 法的 地位”, 인권과 

정의 제345호(2005. 5), 12면은 허용되는 범위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불임 극복의 
최후의 수단으로써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0) 상세한 것은 嚴東燮, 스티스(註 57), 97면 이하; 洪春義, “현대 프랑스 親子法과 親
權法의 發展과 動向”, 家族法硏究 제13호(1999), 312-313면; 朴東瑱(註 53), 75면 이하 
등 참조.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Pamela Laufer-Ukeles, “Gestation: Work for Hire or the 
Essence of Motherhoo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9 Duke Journal of Gender 
Law and Policy, 95 ff.(2002) 참조. 

61) 537 A.2d 1227(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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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수가 수반되는 리모계약은 성문법에 어 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정

책(public policy)에도 어 나므로 무효이고, 출산한 모의 친권을 계약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것도 무효라고 하 다.62) 반면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Johnson v. 

Calvert 결63)은 출산 리모 계약은 의 수수가 지되는 입양과는 달라서 

그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리모가 받는 돈은 태아를 보유하고 출산

하는 데 한 보상이며 친권을 포기하는 데 한 가가 아니라고 하여 출산

리모계약이 성문법규나 공공의 정책에 어 나지 않고 따라서 유효하다고 하

다.64)

미국의 각 주 가운데 리모계약에 하여 법률을 제정한 주들은 리모계약

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65) 유상의 리모 계약만을 지하는 것,66)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67) 등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68)

2005. 1. 1.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 제13조 제3

항은, “ 구든지  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 부를 조건으로 정자 

는 난자를 제공 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69) 그리고 체외수정 법률안 제14조는 리목 의 리모계약을 

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보조생식 법률안 제11조 제1항은 리모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리모계약  리모 출산에 의한 의료비 지 청구 등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원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 하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일부 유효하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법안은 

리모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리출산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으나,70) 

62) 그러나 뉴저지 주 대법원은 무상의 자발적인 대리모계약의 경우에는 대리모가 그 아
이의 인도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위법이 아니며, 이 판결이 의회로 하여
금 헌법적 제약의 테두리 내에서 대리모계약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금지하는 것도 아
니라고 하였다. 537 A.2d 1235.

63) 5 Cal.4th 84, 851 P.2d 776, 19 Cal.Rptr.2d 494, 61 USLW 2721(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93).

64) 851 P.2d 784.
65) 애리조나, 워싱턴 디시, 인디애나, 미시간, 뉴욕, 노스다코타, 유타 주.
66) 켄터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워싱턴 주.
67)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버지니아 주. 
68) 상세한 것은 Adam P. Plant,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54 Alabama Law 

Review 639, 650 (2003) 참조. 또한 嚴東燮, 家族法硏究(註 57), 37면 이하 참조.
69) 嚴東燮, 家族法硏究(註 57), 36면은 이 규정은 출산대리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한다.
70)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註 36), 7면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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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실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넘는 내용의 리모계약도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이해

된다.

3. 母의 확정

다음으로 出産代理母의 경우에 과연 母를 구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유

 리모의 경우에도 모의 확정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으로는 

이 경우에는 생물학 으로 보아도 리모가 자녀의 유  어머니임에 틀림없으

므로 출산한 리모를 법 으로 母로 보고 있다.71) 그러나 출산 리모의 경우에

는 그 자녀의 유 자는 유 으로는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연 되어 있고, 출산

리모와는 련이 없다. 따라서 난자제공자(즉 유 학  모)를 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출산모를 모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등장한다. 국내의 많은 견해는 

출산 리모 아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산한 사람을 모로 보고 있다. 그 이

유로는 모자 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 부모는 유  계보다는 

자궁에서 시작하는 사회  계가 유  요소보다 존 되어야 한다는 , 유

 모를 법률상 모로 인정하게 되면 출산모는 단순히 아이를 출산하는 기구로 

사용하게 되어 출산모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 10개월의 포태기

간 에 태교의 내용에 따라 성격형성과 지  유 자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등을 든다.72) 반면 자녀의 복지를 염두에 둘 때에는 유 인 모를 법률상의 모

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73)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 컨  1998. 7. 1.부터 시행된 

독일 개정 민법 제1591조는, “자를 출산한 자가 모이다(Mutter eines Kindes ist 

die Frau, die es geboren hat)”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컨  이

71) 裵成鎬,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 生命倫理法의 改正 내지 生殖補助醫
療에 관한 새로운 民事特別法의 制定을 위한 試論”, 人權과 正義 345號 (2005. 5), 14
면; Bernard Friedland, Valerie Epps, “The Changing Family and the U.S. Immigration 
Laws”, 11 Georgetown Immigration Law Journal, 429, 452 ff.(1997) 등.

72) 嚴東燮, 스티스(註 57), 109면; 李準永, “人工姙娠에 의해 出産한 子의 親生子關係에 
관한 立法論的 考察”, 家族法硏究 제11호(1997), 122면 이하 등. 玄昭惠(註 59), 370면 
이하는 대리모의 친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대리모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73) 朴東瑱(註 53), 90면; 218-220면 등. 李德煥, “代理母出産의 親子法上 問題”, 한양  法

學論叢 13집(1996), 218-220면; 맹광호(註 27), 45-46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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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과 그리스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난자를 제공하고 출산을 의

뢰한 여성을 母로 인정한다.74)

그리고 국은 다소 충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의 인간 수정 

 발생학 법률 제27조 제1항은 출산한 여성이 모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면서도,75) 

제30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자 는 난자를 제공한 부부가 자

녀 출생 후 6개월 내에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그 자녀를 그 부부의 법률상 자

녀로 보도록 명령(parental order)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 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Johnson v. 

Calvert 결(  註 63)은 출산한 모와 유  모가 다를 때에는 자녀를 출산하

려고 의도한 사람, 즉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서 양육할 의도를 가지고 출산하도록 

의도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법상 생모(natural mother)라고 하여, 유 이나 출산

이라는 사실 이외에 당사자의 의도를 시하 다.76) 미국의 많은 주는 이처럼 

례 는 성문법에 의하여 출산한 여성이 아니라 출산을 의뢰한 여성을 모로 인

정하고 있다.77)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하여 2007년에 일본 최고재 소가 태도를 밝혔다.78)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탤런트인 向井亜紀라는 여자와  로 슬러인 高田延

彦 부부인데, 처가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을 제하여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

다.79) 당시 처는 리출산의 방법에 의하여 자녀를 낳을 생각으로 수술 후의 방

사선 요법에 의한 손상을 피하기 하여 난소를 골반 밖으로 옮기게 하 다. 그 

후  부부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사는 미국 여성과 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처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남편의 정자에 의하여 인공수정을 시킨 다음  미국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미국 여성이 2003. 11.에 둥이를 낳았다.  부부는 

74) 嚴東燮, 家族法硏究(註 57), 48면 이하; Pamela Laufer-Ukeles(註 60),  95 f.
75) s. 27 (1) The woman who is carrying or has carried a child as a result of the placing 

in her of an embryo or of sperm and eggs, and no other woman, is to be treated as 
the mother of the child. 

76) 또한 앞에서 살펴본 Buzzanca 판결(註 31)도 참조.
77) 뒤에서 살펴볼 네바다 주가 성문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Nev. Rev. Stat. 

§126.045 (2001).
78) 最高裁 2007(平成 19). 3. 23. 판결(判例タイムズ 1239, 120頁). 이 판결에 대한 국내의 

간략한 소개로는 우병창, “과학기술의 발전과 일본가족법의 대응”, 家族法硏究 제21권 
3호(2007), 99면 이하가 있다. 

79) 読売新聞 2007年 7月 16日 기사. http://www.yomiuri.co.jp/iryou/medi/renai/20070716-OYT8T00074. 
htm (최종 방문 2007. 11.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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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 법에 따라 네바다 주 법원에서  부부가  자녀의 부모라는 결을 

받은 다음, 일본에서 자신들이 부모라고 하여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 으나, 그 

출생신고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 다.

이 사건의 쟁 은, 일본법상 출산 리모의 경우에 출산을 의뢰한 난자제공자를 

모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외에도, 와 같은 네바다 주 법원의 확정 결을 일

본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이었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외국 법원

의 확정 결은 일본에서도 효력이 있지만, 결의 내용  소송 차가 일본의 공

공 질서 는 선량한 풍속(公序良俗)에 어 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80)

 사건의 원심인 동경고등재 소는, 일본 민법의 해석상 법률상의 모자 계에 

하여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어머니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부부를 법률상

의 부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네바다 주 법원의 결이 일본의 공서

양속에 어 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출생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 그러나 最高裁判所는, 구와의 사이에 친생자 계를 인정할 것인가는 일

본의 신분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 내지 기본이념에 해당하므로, 민법이 

친생자 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 사이에 친생자 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외국 법원의 재 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기본원칙 내지 기본이념과 맞지 않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결정을 

기하 다.81)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체외수정 법률안 제22조는 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는 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혼인  출생자로 보고, 리모는 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를 인지할 수 없으며, 리모에 한 인지청구나 리출산을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 계 부존재 확인의 소도 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보조생식 법률안

은 이 에 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82) 그리고 생식세포 등에 한 법

80)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81) 다만 위 결정의 補足意見(補充意見)은, 이러한 경우에 대리모의 동의가 있으면 特別養

子(우리 민법상 親養子)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프랑스 破棄院 1991. 
5. 31. 充員合議部(Assemblée plénière) 판결(Bulletin 1991 A.P. N° 4 p. 5)은 출산대리
모 계약은 무효이고, 그러한 계약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를 의뢰한 부부의 양자로 하는 
것도 양자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82)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註 36), 7면 이하 등은 위 법안이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대리출산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으나, 위 법안은 난자를 제공한 자가 
의료보조생식에 의하여 부모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3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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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안도 이 을 직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V. 死後受精(posthumous insemination/conception)

1. 死後受精의 허용 여부

근래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자를 거의 반 구 으로 보 할 수 있게 되

었다. 이에 따라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가 이른바 사후수정 내지 死後胞胎의 문

제이다. 즉 정자 제공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그 정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하는 것이 의학 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후수정도 법률 으

로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를 가져온다. 

우선 이러한 사후수정이 허용되는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안 에 한 법

률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사망한 자의 정자 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 를 

지하고 있다.83) 그러나 사망한 夫가 생 에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한 때에는 사

후수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84) 

외국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 반면,85) 제한된 조건 하에 이를 

인정하는 입법례도 없지는 않다. 우선 국의 2003년 법률86)은 1990년의 

HFEAct 제28조에 (5A) 내지 (5I)항을 추가하여, 남자가 생 에 서면으로 사후수

정  그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는 데 동의를 하 으면, 그 남자

는 그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고 규정한다.87)88) 정확히 말하면 

등), 이러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83) 위 법률조항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로는 맹광호(註 27), 8-9면. 다만 위 법률조항은 

夫의 사후에 부의 냉동정자를 이용하여 먼저 시험관에서 수정란을 만들고 이를 여성
의 자궁에 착상시켜 포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夫의 사후에 부의 냉동정자를 이용한 
전통적인 인공수정 방법(체내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경희, “死後胞胎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고찰”, 家族法硏

究 제21권 3호(2007), 210면 註 8). 한편 의료보조생식 법률안 제7조, 생식세포 법률안 
제10조도 사후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84) 金玟中, “死後受精(死後胞胎)의 立法論的 考察”, 家族法硏究 제19권 2호(2005), 122면; 
정현수, “亡夫의 凍結精子에 의한 人工受精子의 法的 地位”, 成均館法學 제18권 1호
(2006), 352-353면; 이경희(註 83), 222면 이하 등.

85)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몇 개 주 등. 金玟中(註 84), 116면 이하; 정
현수(註 84), 348면 이하; 이경희(註 83), 213면 이하 참조.

86)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Deceased Fathers) Ac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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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이 에도 HFEAct은 사후수정을 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89) 그러나 

이 이 에는  법률 제28조 제6항은 사후수정의 경우에 정액을 제공한 남자는 

그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도 남편의 사망 후 1년 내에는,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 처에 의한 사

후수정을 인정한다고 한다.90)

한편 2002년에 개정된 미국의 통일친자법은 사망한 배우자가 생 에 서면으로 

동의하 으면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고 규정한다.91) 이

를 주 법으로 받아들인 주는 델라웨어, 텍사스, 와이오   워싱턴 주이다.92) 
그리고 버지니아 주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93)94) 

2. 死後受精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認知請求

나아가 가령 사후수정이 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반하여 사후수정  그에 

따른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출산한 자녀가 그 정자 제공자의 자녀인 지

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된다. 
민법 제844조 제2항은 앞에서도 언 한 것처럼 혼인 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

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夫 사망 

직후에 그 부의 정자에 의하여 사후수정이 이루어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夫의 혼인 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95) 그러면 자녀의 출산이 

87) 이 규정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
가 반드시 사망한 사람의 정자에 의하여 수정이 되었을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88) 이 법의 탄생 경위에 관하여는 아래 2. 참조.
89) Mason and McCall Smith’s Law and Medical Ethics (註 45), p. 77. HFEAct Sch 3, 

para 2(2)는 생식자나 배아를 기증하는 사람의 사용 승낙은 자신이 사망하거나 무능력
이 되었을 때 생식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90) Margaret Ward Scott, “A Look at the Rights and Entitlement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No Surefire Way to tame the Reproductive Wild West”, 52 
Emory Law Journal 963, 970 (2003).

91) Uniform Parentage Act §707 (2000) (amended 2002). 
92) Del. Code Ann. tit. 13, §8-707 (2004); Tex. Fam. Code Ann. §160.707; Wyo. Stat. 

Ann. §14-2-907 (2004); Wash. Rev. Code §26.26.730 (2002).
93) Va. Code Ann. §20-164.
94) 미국 주법의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는 金玟中(註 84), 120면 이하; Kristine S. 

Knaplund, “Postmortem Conception and a Father’s Last Will”, 46 Arizona Law Review 
91, 97 ff. (2004) 참조.

95) 金玟中(註 84), 139면; 李庚熙(註 37), 49면. 독일의 학설도 이와 같다. MünchKomm/ 
Seidel, 4. Aufl., §1593 RdNr. 14; Staudinger/Rauscher, Anhang zu §1592 Rdn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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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 사망 후 30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거나, 는 정자제공자와 모가 부부

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나 그 법정

리인이 검사를 상 로 하여 인지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864조는 인지청구

의 상 방이 될 父 는 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 로 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6) 
우선 이 규정이 이러한 사후인지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러한 사후수정은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입법자

들이 이러한 것을 고려하 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규정은 원래는 父 생존 

에 출생하 거나, 父 생존 에 포태되었으나 父 사망 후에 출생한 자녀를 

한 것이고, 사후수정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

을 수 있다.97) 반면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98) 이 설에서는 그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의 의미를, 사망 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와 같은 행

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이라는 의

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한다.
이 에 하여 일본과 국의 법원은 매우 조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

선 일본 最高裁判所 2006(平成 18). 9. 4. 결99)은 이러한 경우에 인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다. 이 사건에서는 백 병에 걸려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

는 남자가 정자를 냉동보존시켰으나 1999년에 사망하 다. 그러자 그 처가 이 

정자를 이용하여 2001년에 체외수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원고를 출산하 고, 원

고가 검사를 상 로 인지청구를 하 으나, 제1심법원은 이러한 사후수정은 타인

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ID)와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친자 계를 인정

하는 데 하여 사회  인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00) 그

96) 2005년 개정되기 전에는 그 기간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었다.
97) 李庚熙(註 79), 49면.
98) 金玟中(註 84), 146면 이하; 정현수(註 84), 361면 이하. 맹광호(註 27), 11면 등. 독일에

서는 사후수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단 사후수정에 의하여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
는 독일 민법 제1600e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精子提供者를 父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MünchKomm/Seidel, §1600e RdNr. 50; Staudinger/ 
Rauscher, Anhang zu §1592 Rdnr. 7 등.

99) 民集 60-7, 2563. 위 판결에 대한 국내의 간략한 소개로는 우병창(註 78), 90면 이하 
참조.　 

100) 松山地栽 2003(平成 15). 11. 12. 판결(判例時報 1840,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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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항소심은 제1심 결과는 달리 인지청구를 받아들 다. 항소심 결은, 인

지청구가 인정되기 한 요건은 자연 임신의 경우에는 子와 사실상의 父 사이에 

자연 연 인 친자 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인공수정의 방법에 의하

여 임신한 경우에는 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

지 않는 한, 자와 사실상의 부 사이에 자연 연 인 친자 계가 존재하는 것 외

에 사실상의 부가 당해 임신에 하여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

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임신 당시에 사실상의 부가 생존하고 있을 

것을 인지 청구를 인정하기 한 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는 그러한 인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 다.101) 
그러나 최고재 소는 이러한 인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다. 즉 민법의 

친생자에 한 法制는 死後懷胎子와 사망한 父와의 사이의 친자 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이러한 경우 父가 死後懷胎子의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死後懷胎子가 父로부터 감호, 양육, 부양을 받을 수도 없고, 상속

이나 代襲相續을 받을 수도 없는 등 死後懷胎子와 사망한 父와의 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親子關係에 있어서의 기본 인 법률 계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 다면  양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 계 형성에 한 문제는 生

命倫理, 자녀의 福祉, 계자의 의식, 사회 일반의 견해 등 다각 인 에서 검

토를 행하여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그러한 입법이 없는 이상 死後懷胎

子와 사망한 父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 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 다.102)103)

101) 高松高裁 2004(平成 16). 7. 16. 판결(判例時報 1868, 69면). 이 판결은 인지를 인정하
게 되면 父의 친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고, 부의 직계혈족과의 관계에서는 대
습상속권이 발생하므로 인지청구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하였다. 

102) 이 판결에 대한 瀧井繁男 재판관의 補足意見은, 死亡한 정자제공자의 생전에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해도 좋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미 사망한 자가 제공한 냉동 보존정자를 사용하여 출생한 자녀는 양친에 
의하여 그 자녀가 심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안정된 生育의 환경을 얻을 것을 기대
할 수가 없고, 임신 당시에 이미 아버지가 없는 자녀의 출생이 양친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와 자기결정을 過大視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
려면 同意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입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今井 
功 재판관의 補足意見은, 이러한 경우 출생한 자녀의 복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
다는 것은 異論이 없지만, 인지를 인정한다고 하여 자녀가 얻는 이익은 별로 크지 않
고, 현행 법제와의 乖離가 큰 법률관계를 용인하면서까지 부자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死後懷胎子에게는 그 출생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自然懷胎子와 
동일하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주장하는 법정대리인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이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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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에서는 이와 반 로 사태가 진행되었다.104) 이는 다이안 블럿(Diane 
Blood)이라는 여자가 주도한 것이다. 다이안의 남편인 스티  블럿(Stephen Blood)
은 1995년에 뇌막염에 걸려 사망하 는데, 그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다이안의 

요구에 의하여 기  방법으로 남편의 정액을 추출하 다. 그 후 남편이 사망하

자 다이안은 남편의 정액을 달라고 요구하 으나, 이 정자를 보 하고 있던 기

105)은 남편의 생 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 다. 
다이안이  기 을 상 로 낸 소송에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이러한 

거부가 EC 역 내의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EC 조약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다이안의 요구를 받아들 다.106) 그리하여 다이안은 벨기에에 가

서 남편의 정자로 1998년과 2002년에 두 아들을 낳았다. 
다이안은 나아가 이러한 사후수정의 경우에 정자제공자를 아버지로 볼 수 없

다고 규정한 HFEAct 제28조 제6항이 유럽인권 약에 반된다고 주장하 고, 
2003. 2. High Court의 Sullivan 사는 정부의 동의 하에, 1998년 人權法(Human 
Rights Act 1998) 제4조에 따라  규정이 사생활과 가족 생활의 보호를 규정하

고 있는 유럽인권 약 제8조107)에 어 난다는 不合致善言(declaration of incom-
patibility)을 하 다.108)

이 결에 따라  HFEAct는 2003년 개정되어,109) 남자가 생 에 서면으로 사

후수정  그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는 데 동의를 하 으면, 그 

하여는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103) 일본에서의 이 문제에 관한 찬반의 논의에 대하여는 우선 松川正毅, “男性死亡後に保

存精子を用いた人工生殖によって生まれた子の親子關係”, 平成18年度重要判例解說, ジュ

リスト No. 1332(2007. 4. 19.), 89-90면 참조. 
104) 이에 대하여는 BBC 뉴스 2003. 12. 1. 보도(http://news.bbc.co.uk/1/hi/england/nottinghamshire/ 

3252436.stm) 등 참조.
105)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106) R v.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Ex Parte DB [1997] EWCA Civ 

946 (6th February, 1997).
107) 유럽인권협약 제8조: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가정 및 통신을 존중받

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108) Blood and Tarbuck v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이 판결은 공간되지 않았다. 
2003. 2. 28. BBC 뉴스(http://news.bbc.co.uk/2/hi/health/2807707.stm) 참조(최종 방문 
2008. 5. 21.). 영국의 1998년 인권법 및 그에 기한 불합치선언에 대하여는 尹眞秀, 
“英國의 1998년 人權法(Human Rights Act 1998)이 私法關係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학교 법학 제43권 1호(2002), 125면 이하 참조.
109) 위 註 86)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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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그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고 바 었다.110)  법은 2003. 
12. 1.부터 시행되었으나, 제3조는 소 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다이안의 자

녀처럼  법 시행 에 태어난 자녀에 하여도 그 모가  법 시행일로부터 6
개월 내에 정자제공자를 그 자녀의 아버지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다이안은 스티  블럿이 자신의 두 자녀의 아버지라고 등록하 다.

3. 死後受精에 의하여 출생한 子女의 권리

나아가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가 그 정자제공자의 자녀라고 인정되었

을 경우에 그 자녀가 정자제공자와의 계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하는 도 

문제된다. 앞에서 살펴본, 사후수정을 허용하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상속권도 

인정한다. 그리고 200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Woodward v. Commi-
ssioner of Social Sec. 결111)은 죽은 정자의 제공자(아버지)가 생 에 명확하게 

사후수정과 그로 인하여 출생한 아이의 부양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한하여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상속권 내지 연 수 권을 인정하 다.112) 우리 법상으로도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13) 독일에서는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하여는 견해가 

립한다.114) 앞에서 본 일본의 高松高裁 결은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

의 代襲相續權은 인정하 으나, 최고재 소는 습상속이 인정되려면 습상속인

이 피 습인의 사망 당시에 피 습인을 상속할 수 있는 지 에 있어야 한다고 

하여 습상속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인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가령 정자제공자 사

망 후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에게 습상속을 

인정하면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10) 위 1. 참조.
111) 760 N.E.2d 257, 2002.
112) 또한 Gillett-Netting v. Barnhart, 371 F.3d 593 (U. S. Court of Appeals, 9th Circuit, 

2004. 6. 9.)는 아리조나 주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후수정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녀도 
사회보장법상의 급여수급권이 있다고 하였다.

113) 金玟中(註 84), 155-156면; 정현수(註 84), 363-364면; 맹광호(註 27), 12-13면 등.
114) 부정설: MünchKomm/Seidel, §1600e RdNr. 50; Staudinger/Otte, Neubearbeitung 2000, 

§1923 Rdnr. 28 등 긍정설: MünchKomm/Leipold, §1923 RdN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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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私見

1. 기본적인 관점

이처럼 보조생식이 행해지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유 자를 퍼뜨리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15) 이러한 생식의 권리(right to procreate)는 우리 헌법 제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생각된

다.116) 따라서 보조생식의 선택도 원칙 으로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사

람들의 권리나 보조생식에 의하여 출생할 자녀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

므로, 합리 인 범  내의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의 논의는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보다는 지나치게 사회윤리 인 규율이 강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세부 으로 각 쟁 에 하여 살펴본다.

2. 人工受精

인공수정에 있어서는 특히 AID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된다. 
이에 하여는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출생을 희망한 母의 남편의 자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법이 친부모와의 계를 단 시키는 친

양자 제도를 창설한 에 비추어 본다면 AID를 이처럼 규율하는 것이 특별히 

법질서에서 이질 인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학설이나 국

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독신 여성이나 사실혼 부부의 인공수정을 허용하지 않으

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자녀를 낳을 권리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신 여성에게서 인공수정아가 태어난다

고 하여 무조건 자녀의 복리에 해롭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 독

신 여성도 입양을 할 수 있고,  인공수정 이외의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인공수정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117)

115)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역, 이기  유 자(2006) 참조.
116)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아직 많은 논의가 행하여진 것 같지는 않으나, 이론이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Skinner v. Oklahoma, 316 U.S. 
535, 541(1942)은, 혼인과 생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고 하였다.

117)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배아 연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여자는 치료의 결과 
출생할 아동의 이익(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필요) 및 그 출생에 영향을 받을 다른 아
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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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어려운 문제는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가 정자 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이다. 원론 으로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올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의 兒童의 權利에 

한 協約(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18)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인공수정의 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에서 신 한 검토를 필

요로 한다.119)

3. 代理母

리모, 그 에서도 출산 리모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은 보조생식에 한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민한 문제이다. 특히 이는 리모가 될 여성을 착취하

고 상품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망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면, 이를 무조건 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리모계약을 당사자들이 자율 으로 체결하 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계약 당사자의 보호를 하여 제한하겠다는 것은 

온정  개입주의(paternalism)의 발로일 뿐이다. 따라서 이 한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궁박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비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법 으로는 리모를 낳은 아이의 모로 볼 것인가 하는 이 어려운데, 국의 

와 같이 일단은 출산 리모를 모로 보되,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의뢰한 부부

를 법률상의 부부로 바꾸는 것이 합리 이라고 생각된다.

4. 死後受精

사후수정에 하여는 매우 부정 인 견해가 많고,  일단 출생한 자녀도 그 

생물학 인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사후수정을 

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

면 독신 여성이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18) 尹眞秀, “兒童權利協約과 韓國家族法”, 國際人權法 제8호(2005), 23면 이하 참조.
119) 정자제공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각 논거에 대

하여는 Herring, Medical Law and Ethics(2006), pp. 314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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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나, 이는 일률 으로 말할 수 없고,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120)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명시 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수정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계없이, 일단 사후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그 생물학 인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자녀에게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실 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법 으로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심리 으로나 사

회 으로 그 자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녀에게 상속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은 행

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극 으로 사후수정을 허용한다면 일정한 시기

 제한( 컨  사망 후 2년)을 두어 상속을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VII. 結論

보조생식 내지 인공생식의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 을 법제도가 뒤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역이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생기고 있으나, 재로

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

를 입법 으로 규율할 필요는 실하다. 그러나 입법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 으로는 이는 생식의 권리라

는 헌법  기본권과 련이 있다는 에서 신 한 근이 요구되며, 단순히 통념

인 윤리 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주제어: 보조생식,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친생부인, 통을 알 권리, 리모, 
사후수정

투고일 2008. 5. 21   심사완료일 2008. 6. 9   게재확정일 2008. 6. 18

120) 같은 취지, 이경희(註 83), 2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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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Trends in the Family Law Issues Arising out of 
the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1)

Jinsu Yun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the family law issues arising out of 
the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Firstly, in case of 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the husband who has consented to the AID should 
be deemed the father of the child. However, there is a debate in recent years, 
whether or not the child is entitled to know her genetic father.

Secondly, there is much controversy over the surrogate mother. In Korea, the 
prevailing opinion regards it as immoral and asserts that it should not be 
allowed. In case of the gestational surrogate mother,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 woman who has delivered a child, not an ovum provider, is considered 
a moth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jurisdictions in which the surrogacy is 
allowed and an ovum provider is regarded as a mother.

Thirdly, when a child was borne by way of posthumous insemination, could 
she be treated as the child of the sperm provider? In 2006,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nied it. In contrast, the UK passed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Deceased Fathers) Act 2003, which recognized the sperm provider 
as the legal father of the child.

It is urgent that there be a new statute to govern these legal issues. 
Furthermore, the new statute should fully respect the human right of procreation 
of those  involved in the assisted reproduction.

Key words: assisted reproduction, AID, rebuttal of the paternity presumption, the 
right to know one’s parentage, surrogate mother, posthumous 
in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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