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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통적으로 가족관계는 남녀의 혼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녀의 출생

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대를 거듭하면서 새

로운 형태의 가족관계, 즉 혼인이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관계가 등

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율과 해석이 보다 정교해질 것이 요구되

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적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성립과 해소, 즉 친

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우리의 시대 현실과 맞물

려 점차적으로 새로운 방향의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동안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

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그러한 영역이 시대 현실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혼인․

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관련 법제도와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친자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진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회적․법률적․과학적 환경의 변화

가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나 해석론에 대한 검증과 통

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영역을 둘러싼 학계와 실

무의 세밀한 탐구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법기술상 특정한 법조문

에 모든 내용을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법조문의 내용은 판

례나 학설에 기초한 해석론의 전개에 따라 더욱 풍성하게 발전한다. 물

론 기존 법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되새겨 보아야 보고, 때로는 그 법리를 

변경하는 과감함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으나, 우리 학계와 실무는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법리의 세밀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

했던 측면이 있다.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법제도를 설계하고 해석론을 전

개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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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다양한 법제도와 해석론의 의미나 특

징이 보다 뚜렷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의 우리 법제도와 해석론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원리가 곳곳에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리가 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법제도와 해석론에 대한 이해의 폭

을 한층 넓힐 수 있다.

    물론 친자관계의 결정은 주로 친생자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체로 누가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

에서 법적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

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도 누가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양친이라는 지위가 반드시 입양신고를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지, 부부라도 단독으로 양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지 또

는 자신의 친생자나 타인의 양자라도 입양을 하여 양친이 될 수 없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말한다. 다만, 입양제도의 고유한 특성상 친생자관계

처럼 일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성립요건과 결부되다 보니 위와 같

은 문제가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만이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연구

의 범주 속에서 충분히 다루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기초로 이에 입각하여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여기서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법적 친자관계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인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친권․부양․상속․국적․

성(姓)의 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위 쟁점들이 별개의 법제도와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자녀의 복리 또는 혈연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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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에 입각한 법제도와 해석론의 탐구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특정한 법제도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

를 진행하는 것이 심도 있는 연구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특유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친자관계라는 특수한 나무를 설정한 후,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친

자관계의 결정원리를 분석하고, 이에 힘입어 그 나무의 잎과 가지에 해

당하는 실무의 장에서 친자관계의 외연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

국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리가 튼튼한 줄기의 역할을 해야 함을 

전제로 바로 그러한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내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법리의 탐구에 더욱 많

은 비중을 둘 것이며, 그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관련 입

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재인식하고, 이를 둘러싼 여러 실무상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 봄으로써 실무가 겪고 있는 법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나아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입법론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친자관계의 결정, 혈연의 진실성, 자녀의 복리,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학  번: 2014-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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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문헌의 인용

  가. 단행본은 저자, 제목, 판, 출판사 (출간연도)로, 논문은 저자, 제목, 

논문집 명, 발행처 (출간연도, 월)로 각 인용한다. 

   (1) 같은 문헌을 2회 이상 인용할 때에는 “저자 (출간연도)”로 표기

한다.

    예)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 윤진수 (2018)

   (2) 같은 저자가 해당 연도에 발간한 문헌이 2편 이상일 때에는 문헌 

제목의 가나다 순서대로 “저자 (출간연도a)”, “저자 (출간연도

b)” 등으로 표기한다.

    예) 권재문,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民事法學 第49

卷 第1號,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6) ⇒ 권재문 (2010a)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 권재문 (2010b)

    

   (3)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저자와 저자를 가운뎃점(･)으로 구분

하여 표시한다.

   (4)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한글로 전환하지 않고, 그 문헌에 표기된 

문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 李庚熙, “親子法의 最新動向과 展望에 관한 硏究”, 民事法學 

第15號,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나.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잡지명과 게재된 권･호 

등을 잡지별로 통용되는 인용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예) 정구태,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法學論叢 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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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第1號,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

  다. 외국의 문헌은 인용방법을 통일하지 않고 각국의 보편적인 인용방

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예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적시한다.

  라. 단행본 또는 논문 중 인용하는 곳은 따로 ‘Rn.’ 등의 표시를 붙

이지 아니하는 한 모두 쪽수로 특정하되, ‘면’, ‘쪽’, ‘S.’, 

‘p.’, ‘頁’ 등의 표시를 생략한 채 숫자만 적는다.

2. 문헌 내 상호참조

  가. 장이 바뀐 뒤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헌 정보를 

다시 밝힌다.

  나. 각주 번호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번부터 다시 붙인다.

3. 기호

  가. “ ” : 직접 인용한 부분을 가리킨다.

  나. ‘ ’ :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다.   …  : 직접 인용한 부분 중 필자가 생략한 부분을 가리킨다.

  라.  [  ]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된 문헌이나 판례 원문의 표현

에 필자가 보충한 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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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가족관계는 남녀의 혼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녀의 출생

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대를 거듭하면서 새

로운 형태의 가족관계, 즉 혼인이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관계가 등

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율과 해석이 보다 정교해질 것이 요구되

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적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성립과 해소, 즉 친

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우리의 시대 현실과 맞물

려 점차적으로 새로운 방향의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여기서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법적 친자관계

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인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친권․부양․상속․국적․성(姓)의 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1) 따라서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법제도를 둘러싼 법리의 문제

가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학계와 

실무가 기존 법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나아가 제도로서의 

친자관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기존의 해석론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물론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무와 

연계된 학계의 풍부한 연구 성과는 종전에 비하여 상당한 자양분을 제공

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구체적 사안에 규범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실

무를 위한 법리2)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 

1)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인권법적 모색-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중심으

로-”, 인권과 정의 제4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6), 8;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

基準, 景仁文化社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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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

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그러한 영역이 시대 현실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혼인․

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관련 법제도와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친자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진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회적․법률적․과학적 환경의 변화

가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나 해석론에 대한 검증과 통

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영역을 둘러싼 학계와 실

무의 세밀한 탐구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법기술상 특정한 법조문

에 모든 내용을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법조문의 내용은 판

례나 학설에 기초한 해석론의 전개에 따라 더욱 풍성하게 발전한다.3) 물

론 기존 법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되새겨 보아야 보고, 때로는 그 법리를 

변경하는 과감함도 요구된다는 점4)에서 그러한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

은 않으나, 우리 학계와 실무는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개

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법리의 세밀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법제도를 설계하고 해석론을 전

개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다양한 법제도와 해석론의 의미나 특

징이 보다 뚜렷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의 우리 법제도와 해석론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원리가 곳곳에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리가 위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법제도와 해석론에 대한 이해의 폭

을 한층 넓힐 수 있다.

2) 권영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사

법학회 (2015), 1402.

3) 권영준, “세밀한 정의를 향한 여정”,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

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64.

4) 권영준 (20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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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친자관계의 결정은 주로 친생자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체로 누가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

에서 법적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

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도 누가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양친이라는 지위가 반드시 입양신고를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지, 부부라도 단독으로 양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지 또

는 자신의 친생자나 타인의 양자라도 입양을 하여 양친이 될 수 없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말한다. 다만, 입양제도의 고유한 특성상 친생자관계

처럼 일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성립요건과 결부되다 보니 위와 같

은 문제가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만이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연구

의 범주 속에서 충분히 다루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에 입각하여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것들이 별개의 법제도와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보

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자녀의 복리 또는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법제도와 해석론의 탐구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특정한 법제도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

이 심도 있는 연구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유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친자관계5)라

는 특수한 나무를 설정한 후,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친자관계의 결

5)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친생자관계나 양친자관계 모두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라는 공

통된 뿌리에 입각해 있으며, 그 외연을 좀 더 확장한다면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다

양한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친자관계의 결정 그 자체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이와 관련된 부차적 영역에서든 간에 각 영역은 일정한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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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리를 분석하고, 이에 힘입어 그 나무의 잎과 가지에 해당하는 실무

의 장에서 친자관계의 외연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친자관계

의 결정을 둘러싼 법리가 튼튼한 줄기의 역할을 해야 함을 전제로 바로 

그러한 법리를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범주 속에 일목요연하게 담아

내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6) 그리하여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법리의 탐구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둘 것이며, 그 탐구 과정에서 필

요한 범위 내에서만 관련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친

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재인식하고, 이를 둘

러싼 여러 실무상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6) 이론, 법리, 실무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한 내용에 대하여는 권영준 (2015), 1402 참조. 

물론 권영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법학 제49권 제3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8), 314 주 1)에서는 이론(theory)과 원리(principle)를 구별하여 설

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용어의 개념상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특정한 관

점에서 가공된 친자관계의 결정원리가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리에 자양분을 제

공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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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전 선행연구의 소개

   

    국내에서는 그동안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혼인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른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변화는 친자법 영역에서 자녀의 복

리 증진과 혈연진실주의의 강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여러 법제도와 해석론을 다

룬 연구7)가 발표된 적이 있다. 또한, 혼인이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다

양한 가족형태의 대두 가능성과 자연과학의 발달 하에서 친자관계의 본

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여러 쟁점들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8)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과학적 친자감별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한 법제도의 개선에 주목한 연구9) 등이 나

오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대체로 최근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등장하

기 시작한 사회적․과학적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

이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법제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이 그다지 오래

된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10)

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다. 최근에 등장한 위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으로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요소와 원리를 상세히 분석하고, 비교법

적 시각에서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을 검토한 후 관련 입법론을 제시한 

7) 李庚熙, “親子法의 最新動向과 展望에 관한 硏究”, 民事法學 第15號, 韓國司法行政

學會 (1997), 443-464; 李庚熙, “親生親子關係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家族法硏究 

第16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02), 23-55.

8) 崔鎭涉, “親族法의 未來의 課題”, 家族法硏究 第14號, 韓國家族法學會 (2000), 329-354.

9) 曺美鄕, “血緣眞實主義-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法務部改正案과 관련하여-”, 家族法硏

究 第12卷 , 韓國家族法學會 (1998), 369-391; 권재문, “血緣眞實主義 實現을 위한 親

生否認의 要件緩和와 調停節次의 活用”, 法曹 第579號, 法曹協會 (2004), 146-176.

10)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1-298. 이러한 논

문을 수정․보완하여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景仁文化社 (2011), 1-385가 발표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헌을 위주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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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물론 본 논문

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는 뒤에서 살펴볼 다양한 법제

도와 해석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종전 선행연구의 용례11)

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본 논문은 특히 친자관계의 결

정을 둘러싼 법제도와 해석론에 관한 법리 탐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종전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방향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11) 권재문 (2011), 231-284에서는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인 요소들’로서 혈연, 의사, 

기능 및 출산을,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원리들’로서 자녀의 복리, 친자관계와 

관련된 공익들(친자관계의 안정성과 명확성, 공공복리, 친자관계의 배타성 원칙)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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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문의 구성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을 살

펴본다. 이를 위해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를 혈연의 진실성과 자녀의 복리

로 대별하여 그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 그러

한 요소에 연계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제도와 해석론을 소개

한다. 또한, 통계에 비추어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실무의 현황을 알

아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법제도를 설계하거나 어떠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 유익한 기회를 마련해 본다. 

    제3장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을 다룬

다. 여기서는 특히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우리의 현행 법제도와 

더불어 종전 해석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우선, 

친생추정의 구조를 규율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그동안 국내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이 개진해 온 입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언급해 본

다. 다음으로, 우리의 인지제도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 내지 특징을 규명해 보고,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

인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를 일본법과 대비하여 세밀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나아가 최근에 도입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한 모 불상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 모(母)의 인지와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

된 우리 학계와 실무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해 본 후, 다소 관심의 영역

에서 멀어져 있는 준정제도의 변화된 의미를 고찰해 본다. 

    제4장에서는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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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는 실무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대별하여 논의를 진행한

다. 우선, 실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친생추정규정과 관련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종래 우리나라에

서 논의되어 온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에 관한 학계와 실무의 입장을 구

체적으로 분석해 본 후, 그 존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

고 생각되는 해석론을 제안해 본다.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서는 2018년 2월에 새로이 시행된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인지허가청구에 

있어 특히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입법론과 더불어 상세히 분석

해 보고, 비록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

만 현행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다룬

다. 무엇보다도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무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쟁점들 중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

립된 입장과 관련하여 법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나누어 비판적으

로 검토해 보고, 제도적 차원에서 양친자관계로의 정정방법에 관한 명확

한 기준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확립

된 해석론을 견지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다

음으로, 민법상 부부공동입양과 관련하여 그 규율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

석상 논란과 더불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를 면밀히 분석해 본 후, 부부공동파양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 본다. 마

지막으로, 특수한 형태의 입양을 크게 친생자의 입양과 양자의 입양으로 

나누어 비록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

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본다.

    제6장에서는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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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여기서는 특히 실무상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리적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

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친자관계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

결정에서 나타난 법해석상 일정한 문제를 확인해 보고, 이를 현행 법제

도와의 관계 속에서 면밀히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에 착안하여 실무상 친

생추정, 친생부인 및 인지에 있어 우리 국제사법상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7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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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

제1절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분석과 그 중요성

Ⅰ. 서설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기초가 된다.1) 이러한 친

자관계는 크게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로 구별되는데, 양자를 규율하는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혼인․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유전자검사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2) 물론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는 대체로 친생자관계에 국한하여 논의되

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양친자관계3)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4) 특히 이러한 포괄적인 작업을 통하여 친자

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각각의 법제도와 해석론의 의미나 특징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法文社 (2018), 287.

2) 李庚熙, “親生親子關係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家族法硏究 第16卷 第1號, 韓國家

族法學會 (2002), 23-24에서는 최근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기본원리가 흔들리는 변혁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친자관계와 변화의 물결 

속에 묻혀버리는 전통적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관한 가치판단 기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다.

3)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후에 다룰 법적 쟁점, 즉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부부공동입양’,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입양’ 과 관련하여서만 해당 친

자관계의 결정원리를 다루기로 한다.

4) 김명숙, “子의 복리와 친권, 子의 권리”, 安岩法學 第28號, 안암법학회 (2009. 1), 

85-99에서는 ‘III. 친자관계의 결정과 子의 복리’와 관련하여 ‘1. 친자관계의 결정

원리, 2. 모자관계의 결정, 3. 부자관계의 결정, 4. 입양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이는 관점에 따라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

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헌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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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나 해석론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어떠한 관점에

서 조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친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어떠한 방

향으로 규율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유익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혈연의 진실성 및 

자녀의 복리에 대하여는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와 해

석론에 있어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에 착안하여 이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요소에 비중을 두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기로 한다.

Ⅱ.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

1. 혈연의 진실성

    여기서 혈연의 진실성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전적 관련성을 의

미하는데,5)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법제도와 해석론

에 투영되어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혈연의 진실성은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종래부터 강조되어 왔고,6) 오늘날 혈연관계

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

기도 하다.7) 어떤 측면에서 혈연의 진실성은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

련하여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논거라고 할 수 있다.8)

    이처럼,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진실성이 중요한 

원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친자관계는 법제도 이전에 출생과 

5)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1 주 2) 참조.

6)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景仁文化社 (2011), 365.

7) 李庚熙, “親子法의 最近動向과 展望에 관한 硏究”, 民事法學 第15號, 韓國司法行政

學會 (1997), 457. 

8) 권재문 (201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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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도에 의한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

며, 출생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그 유무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

다.9) 친자관계는 출생 그 자체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재

된 자연적 속성으로부터 혈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심리학적 차원에서 보면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

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란 단순히 정서적 유대를 맺는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귀속감은 인간 본연에 잠

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뿌리에 관한 

인식10)은 개인사(personal history)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11) 셋째, 법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선재하는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당사자와 국가 측면에서 모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비록 부자관계와 모자관계에 있어 비중이 똑같지는 않겠지

만,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라는 국면에서 혈연관계를 반영하도록 

9) 金演, “親子鑑定의 結果와 親子關係訴訟의 關係”, 慶星法學 第9號, 경성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0), 81 참조.

10) 스웨덴에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의 경우에 

있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자기와 혈연관계에 있는 부(父)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

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부(父)를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는 개인의 심리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

다. 李庚熙, “親子法의 새로운 問題”, 民事判例硏究 第18輯, 民事判例硏究會 (1996), 

588 주 5).

11) Anders Eriksson and Ake Saldeen, Parenthood and Science-Establishing and Contesting 
Parentage, in  Parenthood in Modern Society, John Eekelaar and Petar Šarčević e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77 (1993); Debi McRae,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est Interests Marital Presumption of Paternity: It is Actually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to Divorce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Best Interests Marital Presumption 
of Paternity, 5 Whitter J. Child & Fam. Advoc. 345, 378-380 (2006); June Carbone and 

Naomi R. Cahn, Which Ties Bind? Redefin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an Age 
of Genetic Certainty, 11 Wm. & Mary Bill Rts. J. 1011, 1023 (2003).

12) Katharine K. Baker, Bionormativity and the Construction of Parenthood, 42 Ga. L. 
Rev. 649, 653-654 (2008).



- 13 -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국가 측면에서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친

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녀 양육의 소요 비용을 사적 영

역에 맡길 수 있고,13) 당사자 측면에서는 혈연관계로부터 오는 정신적 

충족감을 제공받게 된다는 것이다.14) 이와 같이 법적 친자관계를 자연적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친자관계 원래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15) 넷째, 의학적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에는 유전자검사기술의 비약

적 발전에 따라 친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종전에 혈연의 존부 판별이 쉽지 않았던 부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

여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16) 오늘날 부자관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

된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혈연진실주의를 더욱 강화할 여건이 조

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에 대응하여 부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법제도를 설계하거나 해석론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17)에 더욱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헌법

13) Katharine K. Baker, 673-676 (2008).

14) Katharine K. Baker, 680-682 및 686-687 (2008); Barbara Bennett Woodhouse, Are 
You My Mother?: Conceptualizing Children’s Identity Rights in Transracial 
Adoptions, 2 Duke Journal of Gender Law & Policy 107, 110-111 (1995).

15)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

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

헌가7 결정.

16)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인권법적 모색-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중심

으로-”, 인권과 정의 제4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6), 8에서는 “…법적 친자관계

는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중 특히 전자에 대해서

는 최근에 들어와 그 결정기준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하

여…부자관계의 경우에는 ‘추정된’ 혈연이 아닌 ‘증명된’ 혈연관계가 판명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보편적인 규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또한, 李庚熙 (2002), 25에서는 “…부자관계에 있어서도 혼인중의 자의 친

자관계결정원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pater est rule’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외자의 인지제도의 의미에 대한 재음미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

17) 예컨대, 부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 내지 해석론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로는 오병철,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혼인 중의 자녀

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 철폐를 위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한국법학원 

(2018. 6), 186-188 및 198-199; 李庚熙, “親生否認制度와 血緣眞實主義”, 考試界 第

50卷 第11號, 국가고시학회 (2006. 11), 26-32; 권재문, “血緣眞實主義 實現을 위한 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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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본권18)적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19)는 인격권의 하나

로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 특히 친자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

해진 오늘날에는 누구라도 자신의 혈통을 알려고 하는 당사자에게 이러

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구비된 측면이 

있다.21) 물론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가 자녀와 부모에게 항상 동일한 정

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22) 그것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23) 그와 같은 혈연관계의 인식을 통하여 자녀에게는 특히 

生否認의 要件緩和와 調停節次의 活用”, 法曹 第579號, 法曹協會 (2004), 158-170; 정

구태,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121-136 등 참조.

18) 자신의 혈통에 입각한 친자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인격발현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부와 자의 관계가 부의 혈통에 입각해 있는가의 문제

는 부의 자와의 관계 및 부부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 의

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혈통이 아닌 자와의 친자관계를 부인

할 수 없도록 법이 강요하는 것은 부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법적인 친자관계를 지속케 하는 경우 이는 재판청구권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 결정의 별개의견. 

19)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가입하여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

회에서 채택된 것을 말함) 중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

며,…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진수, “兒童權利協約과 韓國 家族法”, 국제인권법 

제8호, 국제인권법학회 (2005), 23-25에서는 “…우리 민법상으로 자녀의 친생부인권

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된다.…이는 자녀의 혈통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0) 1989년 1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권한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던 독일 민법 제1596조 제1항(1998년 개정 전의 것을 말

함)과 관련하여 적어도 부부 간의 혼인과 가정의 평화를 해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하였다. 

BVerfGE 79, 256 ＝ NJW 1989, 891 참조. 李庚熙 (2002), 31에서는 “자기의 혈통을 

알 권리를 인격권의 차원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각국의 입장이 독

일처럼 확고하지는 않으나, 친자법의 최고가치가 자의 복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1) 李庚熙 (2002), 30 참조.

22) 권재문 (2010. 6), 19-20 참조.

23) 李準永, “자신의 血統에 대한 子의 알 權利와 親生子關係”, 家族法硏究 第14號, 韓

國家族法學會 (2000),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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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발현하고 자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24) 부모에게도 혈통을 기초로 가족관계를 구성하여 자신의 인

격을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25)

    물론 위에서 언급된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로서 혈연의 진실성에 대한 

논거들이 갖는 한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첫째로는 법적 친자

관계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차원만이 아니라 규범적 차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둘째로는 자녀의 뿌리에 관한 인식의 중요

성이 곧바로 법적 친자관계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으

며, 셋째로는 법정책적 차원에서 바라본 유익성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

여 제대로 된 양육환경의 조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혈연관계에 부

합하는 법적 친자관계의 인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없고, 넷째로는 

친자관계의 증명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하여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법제도와 해석론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섯째로는 자

신의 혈통을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6) 결국 모든 경우에 있어 혈연관계

에 부합하는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를 위하여 최선

인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27) 즉 혈연의 진실성만

이 법적 친자관계 결정의 유일한 원리라거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혈연의 진실성에 대한 판별이 과거에 비하여 월등하게 

정확하고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연의 진실성을 요구하지 않

는 친자관계의 결정 관련 제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와 해석론을 반

24) 권재문 (2011), 243 참조.

25) 윤진수,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2018), 164-165에서는 “친생부인제도 내지 부

(父)를 결정하는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혈통

을 알 권리 내지 혈연진실주의라는 이념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내지 사회적 친생자관계의 고려라는 이념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 사이에 조화를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래에는 혈연진실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6) 이러한 비판론에 관하여는 권재문 (2011), 234-246 참조.

27) 李庚熙 (2006. 11), 2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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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혈연의 진실성만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

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제도와 해석론 중에는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친생자관계의 경우에는 특히 모자관계의 성립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우리 학계28)와 판례29)는 모자관계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결정된다고 보는 해석

론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30)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친생자관계의 결정

과 관련된 쟁점들은 대부분 법적 부자관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부자관계의 성립 국면 중에서 인지청구의 소는 유일하게 혈

연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는 대체로 제도적

으로나 실무적으로 친생자관계의 부정 국면과 관련된 것들이다. 예컨대,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부 제약이 있기는 하나 소송의 형식으로서 친생부

28) 윤진수 (2018), 159 및 174;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8), 133-134 및 

144;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239 및 258;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

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151 및 160; 김주수․김상용 (2018), 311; 이경희, 가족법, 

8정판, 法元社 (2013), 181 등.

29)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8헌바9 결정;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결정 등. 참고로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은 부부인 갑과 

을이 갑과 을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병에게 착상시켜 병이 정을 낳았는데, 갑이 정의 

모(母)를 ‘을’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

재한 모(母)의 성명(을)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

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

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

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

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하였다.

30) 물론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리출산 자녀가 등장하면서 모자관계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입법적 차원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아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모자관계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룬 대표적 문헌으로는 권재문, “대

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民事法學 第49卷 第1號,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6), 12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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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송의 형식으로서 친생부인허가 내지 인지허가를 통하여 혈연의 진

실성이 발현된다.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는 종래 대법원이 친생추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해석론을 확립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다양

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혈연의 진실성과 무관하지 않다. 

  2. 자녀의 복리

    우리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미의 구분 없이‘자녀의 복리’31), ‘자의 복지’, ‘자의 최선의 이

익’32) 또는 ‘자의 이익(복리)’33) 등을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자녀의 복리’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기로 한

다. 사실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상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권 행사의 기준

(제912조 제1항), 친권자 지정․변경에 대한 법원의 재판기준(제912조 제2

항 및 제909조 제6항),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기준(제867

조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가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복리 기준34)은 비단 친권과 입양뿐만 아니라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의 복리 기준은 친자법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최고

31)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초판, 박영사 (2015), 560 (權載文 집필부분); 권

재문 (2011), 267-272.

32) 李庚熙 (1997), 444에서는 자녀의 복리, 자의 복지, 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33) 류일현,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014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8), 1030; 이은정, “가족제도의 변화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성”, 法學論攷 第33輯, 경

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6), 385;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34) 자녀의 복리는 연혁적으로 보면 영미법원에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등장하여 

오늘날 영미는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친자법의 최고 원리로 자리잡고 있

다. 홍춘의,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民事法學 第36號, 韓國司法行政學會 

(2007. 5), 646. 한편, 자녀의 복리 원칙의 구체적 연혁에 대하여는 韓琫熙, “親子法의 

새로운 展開”, 家族法硏究 第11卷, 韓國家族法學會 (1997), 236-2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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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이기 때문이다.35)

    여기서 자녀의 복리란 법적 친자관계가 결정되는 국면에서 자녀의 

의사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36) 이

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각종의 법제도와 

해석론에 투영되어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은 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받기는 하나, 그 추상성과 상대성으로 인

하여 법적 해석에 있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37) 특히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은 여러 당사자들의 이익은 물론 공익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38)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나 해석론의 전

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경우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

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39) 나아가 어떤 측면에서는 자녀의 복리 그 

자체만으로는 친자관계의 결정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왜

냐하면, 앞서 본 혈연의 진실성은 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명백한 징표

가 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는 그와 같은 징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이 있기 때문이다.40) 이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

련하여 단독의 원리라고 단언하기가 어렵고,41) 오히려 친자관계의 결정

35) 李庚熙 (1997), 444에서는 “최근의 가족법 특히 친자법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해

서 전면적으로 재편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홍춘의,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民事法學 第36號, 韓國司法行政學會 (2007. 5), 

647에서는 “자의 복리 이념은 친자법의 최고이념으로서 민법상 개별규정이 없는 경

우에도 친자법률관계 전체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3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989 (權載文 집필부분) 참조.

37) 김유미, 子女福利의 觀點에서 본 韓國 親權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1-75; P. M. Bromley & N. V. Lowe, Family Law, Butterworth (1992), 337 참조.

38) 권재문 (2011), 267.

39) 비록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대법원 2016. 1. 26.자 2014으4 결정 등은 ‘성

년’ 자녀도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

녀의 복리라는 것이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년’ 자녀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0) 권재문 (2010. 6), 15 주 48) 참조.

41) 권재문 (2011), 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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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 혈연의 진실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보완하거나 조절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42)

    그러나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로서 자녀의 복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제

도에 있어 법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해석론에 있어 일정한 

방식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그와 같은 심사를 통한 확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43) 나아가 친자관계의 결정원리로서 다른 요소

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조화의 중심 내지 목표는 바로 자녀의 복리가 되어

야 한다.44) 그리하여 본 논문의 상당 부분은 이와 같은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범주 속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법적 부

자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생물학적 부자관계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경우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45)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

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이

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자녀의 복리로 귀결된다고 보아 자녀의 복리

에 입각한 친자관계로 다루되,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의 각 고유한 특

징에 비추어 그것들도 별도의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특별한 

42) 권재문 (2011), 272.

43) 윤진수 (2005), 4-5에서는“확실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가 어느 경우에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어

떤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 관한 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44) 李庚熙 (2002), 27 참조.

45) 李庚熙 (2006. 11), 23-24. 류일현 (2015. 8), 1037-1038에서는 “2015년 4월 30일 선

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에

서도…혈연관계에 부합하는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헌법적 기본권에 관련한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설명은 아니지만, 친생자추정의 인정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진실한 혈연관계에 따라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혈연관계 유무 자체는 부모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요소

로 되지 않는다고까지 잘라 말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은 없지만, 혈연이 없어도 깊은 

애정이 있는 친자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

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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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라 함은 혈연의 진실성이 친자관계의 성립과 부정 국면에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친생자관계를 처음으로 생성하는 국

면과 이미 존재하는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국면은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다르며,46) 이러한 관점에서 친생자관계의 성립 국면에서 혈연의 진실성

은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된 각종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반

드시 자녀의 복리만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

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제도와 해석론에는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에 입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친생자관계의 경우에는 특히 그 성

립의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법제도적 차원에서 친생추정

과 부(父)의 인지는 혈연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 없이도 법적 부자관계가 

신속히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석론적 차원에서 법적 모자관계는 

그러한 증명이 곤란한 부자관계와 달리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의 증명만

으로 신속히 성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인지청구의 소에 있어서 특히 자녀 측에서만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

다.47) 물론 친생자관계의 부정 국면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48) 예컨대, 친생부인의 소는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엄격히 제한함으

로써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49) 또한, 양친자관계

의 경우에는 혈연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50)를 기준으로 결정

46)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新版注釋民法(23) 親族(3), 有斐閣 (2011), 307 (前田泰 집필부분).

47)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07 (前田泰 집필부분) 참조.

48) 권재문 (2010. 2), 241에서는 “친생부인제도의 정당성은 혈연과 일치하지 않는 법적 

부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자녀의 복리를 비롯한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적극

적 측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49) 권재문 (2011), 272에서는 “자녀의 복리 기준은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 국면보다는 

해소 제한이라는 국면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50) 물론 양친자관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만을 근거로 곧바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하

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게 되는 것

이 보통이다. 예컨대,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일정한 방식 또는 법원의 재판

을 거치도록 하여 의사의 존부를 명확히 하거나 엄격한 공적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

이다. 다만, 양친자관계에서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되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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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법정친자관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입각하여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51)

을 취함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

가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 차단된 측면이 있다. 또한, 부부공동입양은 적

어도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부 쌍방이 양부모가 되어 양자를 양육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특

수한 형태의 입양으로서 친생자의 입양과 양자의 입양이 외형상으로 입양

의 문제이기는 하나, 결국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보다 세밀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된 법제도와 해석론은 설사 

혈연의 진실성에 반하더라도 또는 가장 적합한 형태로서 자녀의 법적 지

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를 가진 사람에게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양육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Marjorie Maguire Shultz, 

Reproductive Technology and Intent-Based Parenthood: An Opportunity for Gender 
Neutrality, 1990 Wis. L. Rev. 297, 323 (1990) 참조.

5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반드시 ‘감호·양육 등 양친자

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의 수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이상 이와 같은 사실상의 친자관계를 법적 친자관계로 보호해 줌

으로써 혈연진실주의의 관철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이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Elizabeth Bartholet, Guiding Principles for 
Picking Parents, 27 Harv. Women’s L. J. 323, 338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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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도

제1심 접수건수 신고건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친생

부인

소송

부를 

정하는 

소

인지에 

관한 

소송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중 혼인외 임의 재판 일반 친양자 협의 재판 친양자

2010 4,080 223 18 317 468,844 11,353 1,877 148 3,570 1,251 770 74 5

2011 4,730 320 19 376 473,108 11,839 2,079 161 3,347 1,176 939 90 14

2012 4,860 416 19 381 482,976 11,561 2,172 117 3,085 1,256 836 117 20

2013 4,498 476 24 445 443,743 11,295 2,344 150 2,151 2,065 777 90 25

2014 4,685 539 23 489 437,367 10,262 2,407 158 2,095 2,740 807 136 26

2015 4,810 642 25 786 442,525 9,698 2,507 162 2,323 2,592 747 143 40

2016 4,692 796 27 701 412,288 8,964 2,415 197 2,219 2,326 662 131 40

2017 4,516 746 25 601 363,637 8,258 2,286 183 2,159 2,215 660 122 38

제2절 통계에 비추어 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실무 현황

   

<표 1 : 연도별 친자관계의 결정 관련 사건의 접수 및 신고 현황>

    위 표 1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

연감의 내용 중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

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52) 물론 위 사법연감에 수록된 통계만으로 

52)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8), 577 및 1076-1077;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8), 585 및 1078-1079;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8), 551 및 1042-1043;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8), 549 및 1030-1031;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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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여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통하여 일정한 경향성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친자

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향후 새로운 법제도를 

설계하거나 어떠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

기로 한다. 

    첫째, 친생자관계에 관한 소송 부분을 살펴본다. 이 부분은 무엇보

다도 ‘제3장 제2절 Ⅱ. 5.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와 ‘제4장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논의 전에 관련 소송의 이

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하여 위 소송이 갖는 실증적 

의미를 고찰함과 더불어 향후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대부분 혈연의 진실성이 발현되는 친생자관계

의 부정 국면에 연관된 것인데, 재판실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친생부인소송이 친생자관계에 관한 소송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고, 위 사법연감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53) 특이하게도 부를 정하는 소는 실무상으로 거의 이

용되지 않고 있으며, 인지무효의 소, 인지이의의 소, 인지취소의 소, 그

리고 인지청구의 소까지 포함하는 인지에 관한 소송은 어느 정도 이용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사법연감에서 별도의 세분화된 통계

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나, 재판실무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주로 

(2014. 8), 563 및 1040-1041;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2013. 8), 545 및 1010-1011;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8), 560 및 1006-1007;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2011. 8), 538 및 982-983.

53)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1심 가사소송사건 접수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

혼청구가 75~85.5%의 비율로서 1순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7.7~9.5%의 비율로

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8), 577;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8), 585;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8), 551;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8), 549;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8), 563;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2013. 8), 545;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8), 560;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2011. 8),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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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보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소송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와 같

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비중은 한편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

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해석론을 확립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남자의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된 시대 현실과도 

일정 부분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8. 2. 1.부터 우

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인지허가청구의 경우, 추

후 그 제도의 이용현황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제공되겠지만, 종래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는 특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

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사건까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 소송 자체의 고유한 대상범위를 넘어서 있는 상황, 즉 애

초 입법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출생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제3

장 제1절 친생추정제도’와 ‘제3장 제2절 Ⅱ. 2. 친생자출생신고와 인

지의 효력’에 관한 논의 전에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 현황에 비추어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하여 위 제도가 갖는 실증적 

의미를 고찰함과 더불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입법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무상 출생신고에 있어 혼인중과 혼인외는 약 50 대 1의 비율로 이

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혼인중과 관련하여서는 약 30만 명 중반부터 40

만 명 후반에 이르기까지 모자관계의 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친생추

정에 따라 법적 부자관계가 결정되며, 혼인외와 관련하여서는 약 1만 명 

전후로 모자관계의 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때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부가 출생신고를 하여 인지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법적 부자관계까지 결정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위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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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이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할 수 없게 된 점이 아쉽기는 하나, 출생과 동

시에 법적 친자관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도와 해석론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자녀의 복리를 보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혼인외 출생건수는 혼인중 출생건수의 약 2%

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54)

라는 구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

고, 나아가 만약 이를 유지한다면 특히 친생추정과 관련하여 ‘혼인성립

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제3

장 제2절 인지제도’에 관한 논의 전에 그 제도의 이용현황을 구체적으

로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하여 그 제도가 갖는 실증적 의미를 고찰함과 

더불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입법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실무상 임의인지와 재판인지는 약 10 대 1 내지 20 대 1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출생신고 형식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까

지 포함한다면 위 비율의 간극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

(母)의 인지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父)의 인지는 혼인 

외의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재판인지의 신고건수가 임의인지에 비해 그리 크지 않

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부(父)의 인지를 통하여 수천 명의 혼인 

외의 자녀의 복리 실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혈연진실주의적 경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인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이와 

54) 뒤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자

녀’,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자녀’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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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행 임의인지제도의 현실적 유용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입양과 파양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도 ‘제5장 제1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제2절 부부공

동입양 및 제3절 특수한 형태의 입양’에 관한 논의 전에 입양 및 파양

의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하여 일반 입양 및 친양

자 입양이 갖는 실증적 의미를 고찰함과 더불어 향후 해석론을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무상 입양신고에 있어 일반 양자와 친양자는 약 3 대 1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친양자가 조금 우세한 상태에서 약 1 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반 입양은 하향 

추세를, 친양자 입양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단정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적 통계가 쌓인 것이 아니기는 하나, 우리 사회

에서 완전 입양의 효과를 갖는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친

자관계로의 방향 전환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55) 이는 무엇보다도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차단하여 자녀의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편 단독 1,004 970 1,016 1,051 1,371 1,535 1,404 1,313

아내 단독 87 84 99 128 225 247 233 243

부부 공동 156 121 139 882 1,329 1,141 947 975

총 신고건수 1,247 1,175 1,254 2,061 2,925 2,923 2,584 2,531

55) 아래의 통계는 위 사법연감 중 친양자 입양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문의

한 결과이다. 다만, 아래의 총 신고건수가 사법연감의 해당 신고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담당기관의 사건처리결과가 관련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아래의 통계를 통하여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크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2012년도까지는 남편 단독의 

계자입양(繼子入養)이 대부분(약 80%)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부터는 남편 단독의 

계자입양이 약 45~55%, 부부 공동의 친양자 입양이 약 35~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남편 또는 아내 단독의 계자입양이 2013년

도부터 다소 증가하게 된 것은 아마도 2013년 7월 1일부터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

록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이 완화(15세 미만 → 19세 미만)된 것[민법(법률 제11300

호, 2012. 2. 10. 개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과 무관하지 않으며, 부부 공동의 친양

자 입양이 2013년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것은 아마도 2013년 7월 1일부터 미

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민법(법률 제11300호, 2012. 2. 10. 개

정) 제867조]되면서 일반 입양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친양자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과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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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실현에 더욱 부합하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물론 일반 입양제도 또한 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그 입양의 해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민법 제908

조의5)을 감안하면 양친자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는 측면56)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양신고에 있어 친양자 파양은 일

반 파양(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약 0.5 내지 2.8%의 비율을 유지

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조금 상승하여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재판상 파양과 비교하더라도 그것의 약 7 내지 27.9%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약 30%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5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920 (玄昭惠 집필부분)에서는 “본래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에게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

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관계에서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였더라

도 그 입양관계가 함부로 해소될 수 없도록 해야 함이 원칙이다.…결국 친양자 입양

은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재판상 파양의 

절차를 거쳐 해소될 수 있을 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해소할 수 없다. 양자의 복리

를 위해 친양자 입양 성립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상 그 해소 역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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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친생추정제도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결정되

나 부자관계는 그 혈연의 존부 판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에 따

라 우리 민법은 친생추정제도를 두고 있다.1) 이러한 제도는 외국의 입법

례를 통해서도 발견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우리의 친생추정제도는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출생

과 동시에 부자관계를 조속히 확정2)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

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데,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7. 10. 31. 개정 민법(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상 친생추정제도의 내용은 종전 규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된다. 

Ⅰ. 일반론

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159;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

사(2013), 239;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151; 김형배․김규

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 1876;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초

판, 박영사 (2015), 559-560 (權載文 집필부분);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8), 133-134 등.

2)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비실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다. 李庚熙, “親生親子關係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家族法硏究 第16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02), 28-29.

3)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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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우리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한 것인데, 이 규정은 그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형식적 측면에서 개정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 측면

에서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 즉 2017. 10. 31. 개정 민법(법률 제14965

호, 시행 2018. 2. 1.) 제844조는 ‘처와 부’를 ‘아내와 남편’으로(제1

항), ‘포태’를 ‘임신’으로(제1항 내지 제3항), 종전 임신시기의 추정

에 관한 ‘1개’의 조항을 ‘2개’의 조항으로(제2항 → 제2항 및 제3

항) 각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친생추정은 ‘아내의 혼인 중 임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의 내용은 종전과 동

일하므로, 이에 관하여 실무상 취급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생추정에 관한 우리 민법 제844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은데, 이는 크게 2단계의 추정, 즉 제1단계로 ‘부(父)의 추정’(제1

항)과 제2단계로 ‘임신시기의 추정’(제2항 및 제3항)으로 나눌 수 있

다.4)

    첫째,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

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부자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자녀의 부(父)는 아

내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경험칙 내지 사회상식5)을 

바탕으로 ‘혼인’이라는 요소6)뿐만 아니라, 혈연관계의 개연성7)을 바탕

으로 ‘임신’이라는 요소8)를 통하여 생물학적 부자관계를 추정하는 것

4) 이경희, 가족법, 8정판, 法元社 (2013), 172;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1판, 三英社 (2013), 

238 참조.

5) 이경희 (2013), 172 참조.

6) “모(母)는 언제나 확실하나, 부(父)는 혼인이 가리키는 사람이다(mater semper certa 

est, pater est, quem nuptiae demonstrant).”는 격언은 부자관계의 불확실성을 극복

하기 위하여 ‘혼인’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윤진수 (2018), 159; 한봉희․

백승흠 (2013), 236 참조.

7) 물론 여기서 언급된 ‘혈연관계의 개연성’은 ‘부자관계의 실체적 진실성’까지 담

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560 (權載文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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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은 결국 친생추정과 관련하여 이른바 ‘임신

시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

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

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 중에 임신

한 자녀일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입증이 상당히 어려우

므로, 임신 시부터 출산 시까지의 최단․최장기간에 관한 의학적 통계를 

기초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9)이다.

    실무상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를 풀어보면,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은 

세 가지 요건, 즉 ① 모(母)가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일 것, ②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일 것, ③ 아내와 자녀 사이에 모자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①의 요건은 대개 모(母)의 등록부10)상 

혼인 기록 여부로 확인되고, ②의 요건은 자녀의 출생시점이 ‘부부의 

혼인기간 중 일정 부분(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 제외)’과 ‘혼인

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 부분’에 해당될 경우를 말하며, ③의 

요건은 문언을 통하여 잘 드러나지 않으나 그 이면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내

가 혼인 중에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에 출산하여 아내와 자녀 사이에 모

자관계의 성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민

법 제844조 제1항에 규정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라 함은 

기본적으로 ‘혼인한 아내로부터 출생한 모든 자녀’가 아니라 ‘혼인한 

아내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

    이러한 친생추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아내의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 

9)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참조.

10)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를 ‘등록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을 미리 밝혀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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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되는 것이다. 이

때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라고 설

명된다.11) 다만, 여기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이란 것은 기본적으

로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로만 친생추정을 다툴 수 있을 뿐, 별개의 소송

에서 선결문제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12)로 친생추정을 다툴 수 없

음을 의미하는 것이나,13) 2018. 2. 1.부터 일정한 경우에 소송이 아닌 비

송의 형태, 즉 친생부인허가청구 또는 인지허가청구를 통하여 친생추정

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그 의미의 엄격성이 다소 축

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가. 독일

    아내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대표

적인 국가는 독일이다(독일 민법 제1592조 제1호).14) 이로부터 독일의 친

11) 송덕수 (2018), 135; 신영호․김상훈 (2018), 154; 박동섭 (2013), 242; 김형배․김규완․김명

숙 (2016), 1876; 정구태,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120 등.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도 이를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12) 그런데,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

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부적

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

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버렸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3) 송덕수 (2018), 135; 박동섭 (2013), 24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565 (權載文 집필부

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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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추정15)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친생추정은 혼인 중 출생16)한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였는지를 불문17)하고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와 혼인 중인 남편에게 우선적으로 법적인 부(父)의 지위를 인정하

게 된다.18) 결국 법률상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

적 부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친생추정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19)

만을 의미하고, 비혼 동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20) 법률혼 이외의 관

계는 사실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친자관계를 결

정하는 것은 모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21)

14) 참고로 독일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 철폐라는 1998년 친자관계법의 개정 

목적에 따라 부자관계의 성립요건을 하나의 조문(독일 민법 제1592조)에서 통일적으

로 규율하고 있다. PWW/Pieper, BGB Kommentar, 10. Aufl., Luchterhand, 2015, 

§1592 Rn. 1. 다만, 독일 민법에서는 친생추정과 관련하여 출생시주의의 예외로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제1593조 및 제1599조), 그 구

체적인 내용으로는 전경근, “親生子推定條項의 問題點 및 改正方向”,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 (2015), 53-56 참조.

15) 독일의 친생추정 법리의 연혁 등을 자세히 소개한 문헌으로는 차선자, “부(父)를 확

정하는 법리의 의미-독일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9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9), 94 이하 참조.

16) 독일은 1998년 친자관계법의 개정으로 친생추정과 관련하여 종전 임신시주의를 폐기

하고 출생시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은 혼인을 촉진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

의 수 증가를 방지하며 친생자관계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혈연의 개연성보

다는 사회적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근거로 법적 친자관계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景仁文化社 (2011), 95.

17) Bamberger/Roth/Hahn,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3, 2. Aufl., C.H. 

Beck, 2008, §1592 Rn. 3.  

18) Dethloff, Familienrecht, 30. Aufl., C.H. Beck, 2012, §10 Rn. 7.

19) 부부가 장기간 별거상태 중에 있거나 남편의 생식불능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Dethloff, 2012, §10 Rn. 9. 

물론 부모의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재문 (2011), 96.

20) PWW/Pieper, 2015, §1592 Rn. 2.

21) Gernhuber/Coster-Waltjen, Familienrecht, 6. Aufl., C.H. Beck, 2010, §52 Rn. 27; 

Bamberger/Roth/Hahn, 2008, §1592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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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본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대표

적인 국가는 일본인데, 그 임신시기의 추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한을 

받는다(일본 민법 제772조). 이로부터 일본의 적출추정22)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적출추정은 기본적으로‘혼인 중 출생한 모든 자녀’가 아니

라 ‘혼인 중 일정 기간 동안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즉 ‘혼

인성립일부터 200일을 경과한 후 또는 혼인해소․취소일부터 300일 이

내’에 출생하여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와 같

이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

본의 최고재판소23)는 적출부인의 엄격한 요건24)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적출추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부부의 사실상 이혼 등 동서(同棲)의 결여가 명백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출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25)

    둘째, 적출추정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만

을 의미하고, 사실혼관계26)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27) 다만, 학설이나 

22) 일본 민법 제772조의 제목이 ‘적출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는 이를 그대로 표현하기로 한다. 참고로 일본 민법 제772조의 내용은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 즉 ‘부성추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적출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민법 제774조에 따라 부성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만 적

출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772조가 적출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민법 제772조는 두 가지 의미, 즉 ‘부성추정’과 ‘적

출추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적출자라는 의미 자체는 일본 민법 제772

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新

版注釋民法(23) 親族(3), 有斐閣 (2011), 149-150 (高梨公之․高梨俊一 집필부분) 참조.

23) 最高裁判所 1969. 5. 29. 判決(民事判例集 23卷 6号, 1064); 最高裁判所 1998. 8. 31. 

判決(判例時報 1655号, 128); 最高裁判所 2014. 7. 17. 判決(判例時報 2235号, 14) 등. 

24) 일본 민법은 적출부인의 소와 관련하여 원고적격을 ‘부(夫)’로, 제소기간을 ‘자녀

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제774조 및 제777조).

25) 일본에서 제한해석론을 둘러싼 학설은 10여 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하다고 한다. 松倉

耕作, “長期別居中の懷胎子と嫡出推定”, ジユリスト 別冊 132号, 有斐閣 (1995), 63.

26)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사실혼의 준혼적 성질을 강조하여 사실혼성립 후 200일을 

경과한 출생자도 적출추정을 받는다는 견해가 주장된 적이 있었다. 中川善之助, 新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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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는 ‘적출추정을 받지 않는 적출자’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이

에 대해 ‘제1종의 추정되지 않는 적출자’ 내지 ‘확대된 생래의 적출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28) 예컨대, 사실혼 중 임신하고 혼인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한 자녀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 자녀는 적출부인소송의 

대상은 아니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29)이 된다고 이해된다.30)

     다. 프랑스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거나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프랑스 민법 제312조).31) 이로부터 

프랑스의 친생추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

다.32)

    첫째, 친생추정은 ‘혼인 중 출생한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중 임신한 자녀’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이혼 또

親族法, 靑林書院 (1965), 359;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216; 永田菊西郞, 新民法

要義 第4卷, 帝國判例法規出版 (1960), 153.

27) 太田武男, 親族法槪說, 有斐閣 (1990), 264; 柳澤秀吉․緒方直人 編, 親族法․相續法, 嵯峨

野書院 (2006), 115. 最高裁判所 1966. 2. 15. 判決(民事判例集 20卷 2号, 202).

28)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178-179 (高梨公之․高梨俊一 집필부분).

29) 大審院 1940. 9. 20. 判決(民事判例集 19号, 1596) 참조. 다만, 모(母)가 비적출자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진실한 부(父)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最高裁判所 

1966. 2. 15. 判決(民事判例集 20卷 2号, 202)]. 참고로 일본의 호적실무에 의하면, ‘혼

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모(母)가 적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한편(이때 사실혼관계의 선행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음), 모

(母)가 비적출자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통일성을 결여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자의 가능성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신고 

내에 존재하는 진실의 개연성을 신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실무처리는 타당하다

고 보고 있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181 (高梨公之․高梨俊一 집필부분).

30)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179-180 (高梨公之․高梨俊一 집필부분).

31) 임신시주의와 출생시주의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프랑스법은 친생추정이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재문 (2011), 209. 

32) 프랑스의 친자법은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요해진 혈연의 의미를 반영하

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조문의 구성 

자체를 재편하는 등 2005년에 전면적인 개정(Ordonnance n°2005-759 du 4 juillet 

2005.)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 내용은 권재문 (2011), 19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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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거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그

리고 이혼 또는 별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부 사이에 혼

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날부터 18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 부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313조 제2항의 반대해석)

    둘째, 친생추정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출생증서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법률상 부(父)로서 기재되지 않거나 이혼 또는 별거에 관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친생추정이 배제되는 경우33)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父)와의 신분점유(possession d'état)34)가 인정되고 그 자녀와 제3자 사

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친생추정이 회복되는데(프랑스 

민법 제314조), 이러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법률혼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앞서 본 것처럼, 일본의 적출추정이 우리나라의 친생추정과 가장 유

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출생한 자녀를 모(母)의 법

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그러한 추

정이 인정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친생추정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친생추정의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은 출생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출생시주

의와 임신시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이처럼, 친생추정제도의 구현 내용은 나라마다 

33) 친생추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배제사유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권재문 (2011), 209],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민

법 제313조 참조. 

34) 프랑스 친자법에 특유한 ‘신분점유’는 사회적 친자관계의 실질을 나타내는 사정, 

즉 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실제 친자관계에 있는 것처럼 대우하였을 것, ② 부모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교육, 부양 또는 주거를 제공하였을 것, ③ 사회에서, 

그리고 가족이 친자관계로 인정할 것, ④ 공공기관이 친자관계로 인정할 것, ⑤ 자녀

가 부모의 성(姓)을 사용할 것을 근거로 인정된다(프랑스 민법 제311조의1). 권재문 

(2011), 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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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나, 유전자검사기술의 발달로 혈연의 정확한 증명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5)

    3. 절차법상 처리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신고나 신청과 관련하

여 친생추정규정은 경우에 따라 해당 신고나 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두 가지 경우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통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출생신고서류상 

부(父)의 기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부자관계의 증명을 요함이 없이 민

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자녀의 등록

부에 법률상 부(父)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혼

인 중인 사실만 확인되면,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즉 혼인성

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등록

부에 법률상 부(父)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구 호적선례 제

200309-1호 참조). 결국 법률상 부(父)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친생추정의 외연이 혼인성립의 날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만약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이미 다른 사람의 법적인 자녀가 되어 그러한 법적 부자관계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위 생부의 출생신고는 불수리될 수밖에 없다.

    둘째, 부(父)가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여 그 자녀의 등록부가 

작성된 후, 등록부상 모(母)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진실한 모

35) 권재문 (2011), 290; 李庚熙, “親生親子關係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家族法硏究 

第16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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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진실한 모(母)를 기록

하여 달라는 등록부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 당시 진실한 모

(母)의 혼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수리 여부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즉 자녀의 

출생 당시 진실한 모(母)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그와 친자관계

를 번복하는 재판이 없는 한 위 등록부 정정신청은 불수리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그동안 우리 학계36)에서는 대체로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생래의 혼

인 중의 출생자’와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하고, 민

법 제844조와 관련하여 생래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다시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및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세분화하여 논의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생래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관련하여 세 

번째 유형은 대법원의 제한해석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더라도 과연 

민법 제844조로부터 나머지 두 유형을 당연히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친생추정의 정확한 의미를 탐구해 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입법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친생추정의 대상과 함의 분석

36)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法文社 (2018), 295; 송덕수 (2018), 133; 김형배․

김규완․김명숙 (2016), 1875-1878; 金疇洙․金相瑢, 주석 민법[친족(3)], 제5판, 韓國司法

行政學會 (2016), 45; 이경희 (2013), 171-172 및 17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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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친생추정의 대상

    흔히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추정에 의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이해되고 있다.37) 이러한 이

해방식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 제844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체로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는데,38) 이를 단순히 

생각할 경우에는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를 둘러싼 논의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39)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

인 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다.40) 이러한 자녀는 친생추

37) 윤진수 (2018), 158; 김주수․김상용 (2018), 294-295;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14 (權

載文 집필부분); 신영호․김상훈 (2018), 151; 오병철,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 철폐를 위하여-”, 저

스티스 통권 제166호, 한국법학원 (2018. 6), 172; 李庚熙, “親生否認制度와 血緣眞實

主義”, 考試界 第50卷 第11號, 국가고시학회 (2006. 11), 23; 李濟正, “親子關係確認

訴訟의 審理上 主要 論點”, 裁判資料;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第101輯, 법원도서관 

(2003), 420 등. 

38) 송덕수 (2018), 133 및 144; 金疇洙․金相瑢 (2016), 45 및 106; 신영호․김상훈 (2018), 

150 및 159; 김주수․김상용 (2018), 295 및 311; 이경희 (2013), 171 및 179; 김형배․김규

완․김명숙 (2016), 1876 및 1880, 박정기․김연, 친족상속법, 1판, 도서출판 탑북스 

(2013), 200 및 209; 최문기, 친족․상속법, 초판, 세종출판사 (2014), 213; 박동섭 (2013), 

239 및 258 등.

39) 이는 무엇보다도 ‘혼인 중의 출생자’를 ‘혼인관계 존속 중에 출생한 자녀’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라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은 전자와 후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한 것은 그러한 점을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40) 물론 국내의 대다수 학설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된 견해[(주 45) 참조]가 제시된 

적이 있어 민법 제844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

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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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부모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핏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우리 민법 제844

조는 ‘혼인 중의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함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

지 않을뿐더러, 그 제목이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인 점에 비추어 보

면 이때의 친생자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

와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즉 일본 민법 제772조는 그 제목이 

적출추정으로서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측면에서도 적출자(우리

나라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말함)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

문41)에 우리나라의 친생추정규정에 표현된 법문언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844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혼인 중의 출생자

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42) 비록 우리나라의 친생추정규정이 일본

의 적출추정규정처럼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그것이 보다 명확해

진다. 우선, 최근에 도입된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인지허가청구와 관련하

여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는

데(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855조의2 제1항 단서), 이는 친생추

정의 적용대상인 자녀가 곧 혼인 중의 자녀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민법상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인‘혼인 중의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적어도 여기서 혼인 중의 자녀는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

녀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혼

인 중의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3) 다

41) 일본 민법상 부성추정을 받는 자녀가 곧 적출추정을 받는 자녀라는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주 22) 참조.

42) 윤진수 (2018), 158에서는 “혼인 중의 부부에 의하여 수태되어 출생한 자녀(출생 시

기는 혼인 해소 후이더라도 무방하다)가 혼인 중의 자녀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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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우리 민법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인 중의 

출생자는 같은 법 제844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 민법

상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나

타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44) 같은 법 제855조 제2항에 규정된 

‘혼인 중의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법적 모자관계와 부자관계가 모

두 결정된 자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친생추정의 적

용대상이면서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

다. 물론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일 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주

장45)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당연히 ‘출생’을 

예정한 것이고, 비록 그 출생이 혼인관계 종료의 날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있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임은 변함이 없다. 즉 자녀

의 출생시점이 혼인관계 종료의 날 이후라고 하여 단순히 혼인 외의 출

생자라고 볼 것은 아니고, 자녀의 출생에 있어 전혼관계를 전제로 한 경

우는 혼인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

로 본다고 하여 별다른 법적 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혼

43)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제42권 제

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75 주 20)에서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혼

인관계 종료 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혼인외의 자의 신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출생신고를 할 때도 혼인중의 자로 분류되고(출생신고서에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

의 자를 구분하는 난이 있는데,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분류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모와 모의 전 남편(자녀의 아버지로 추정되

어 친생부인허가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상 아버지의 신분을 갖는다) 사이에서 출

생한 혼인중의 자로 기록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44) 오병철 (2018. 6), 189에서는 “민법 제855조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의 출생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 중의 출생자나 혼인 외의 출생자의 개념

정의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45) 金容旭, “親生子의 法理〔上〕”, 司法行政 第302輯, 韓國司法行政學會 (1986), 28에

서는 “혼인해소 후에 출생한 자를 혼인중의 「포태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

할지 모르지만 이를 혼인중의 「출생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

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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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의 출생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46)은 그동안 위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해 왔

다. 물론 위 자녀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

문에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여 우리 민

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인 중

의 출생자라고 보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혼인 외의 출생

자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

기로 한다. 

    요컨대, 비록 민법 제844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앞으로는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만이 혼인 중의 출생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이 아니라면 설사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

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만이 혼인 중의 출생자이

고, 그 밖의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파악함으로써 혼인 중의 출생

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친생추정의 함의(含意)

    우리 민법 제844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친생추정에 직‧간접적

으로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부자관계와 생물학적 부자관계의 불일치 가능성

46) 이러한 실무와 학설의 구체적 내용은 이어서 다루게 될 〈2.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친생추정〉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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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추정에 의해 결정된 법적 부자관계가 반드시 생물학적 부자관계

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47) 즉 친생추정은 ‘부자관계의 실체적 진실

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친생추정제도는 아직 부자간의 

혈연 진실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추정규정’의 본질상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48)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우리 민법은 나름의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 판례49)는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

하는 해석론을 확립하면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민

법은 그동안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만을 허용하였으나(제846조 이하), 최

근에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청구까지 허용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제854조

의2 및 제855조의2)를 신설하였다.

       (2) 새로운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 가능성 제한

    자녀가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는 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50) 즉 친생추정에 의하여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가 번복

되지 않는 한, 누구도 새로운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 여기

서 특히 친생추정의 번복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부(夫) 또는 처(妻)’(제847조 제1항)로, 친생부

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

47) 李庚熙 (2002), 28-29.

48)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49)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등.

50) 윤진수 (2018), 164 및 175;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17 (權載文 집필부분).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은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

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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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조의2 제1항)으로,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생

부’(제855조의2 제1항)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원고적격과 청

구인적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자녀는 그중 어떠한 적격

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친생추정제도의 목적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위한 친생추정은 부(父)보다는 자녀를 위해 

보다 비중 있는 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친생추정제도는 출생과 

동시에 부자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51)를 부

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52) 이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53) 물론 그 밖에도 혼인 중 임신한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입증을 거치도록 한다면 혼인가정의 평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

되기도 하지만,54) 이는 부모의 혼인관계 존속 중인 단계에서는 타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의 혼인관계 해소 이후의 단계에서는 혼인가정의 

평화가 친생추정제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55) 결국 친생

추정을 통하여 법률상 부(父)를 결정하는 주요한 목적은 자녀의 복리를 

51) 윤진수 (2018), 160에서는 “민법이 혼인성립을 기준으로 하여 친생추정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송덕수 (2018), 134에서는 “이러한 친생추

정제도는…출생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

52) 일본에서 적출추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제도’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水野紀子, “嫡出推定·否認制度の將來”, ジュ

リスト 1059号, 有斐閣 (1995. 1), 117 이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아직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일현,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최

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014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비교사법 제22

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8), 1036-1038 참조.

53) Sally Macintyre ＆ Anne Sooman, Non-paternity and prenatal genetic screening, The 

Lancet 338 (1991. 10), 869. 權載文, “血緣眞實主義 實現을 위한 親生否認의 要件緩

和와 調停節次의 活用”, 法曹 第579號, 法曹協會 (2004), 154에서는 친생추정에 관한 

현행 민법의 입법의도에는 가정의 평화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혈연진실주의를 제한하

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54) 편집대표 윤진수 (2015), 559-560 (權載文 집필부분);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76; 송덕수 (2018), 134 등.

55)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의 법정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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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56)

  2.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친생추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녀’는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

신한 자녀가 될 수 없으므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57) 그

렇다면, 애초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

추정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할 것이나,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듯

이 우리 학계와 실무는 대체로 이러한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 의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내연관계로서 동거생활 중 처가 포태된 자의 출생일자가 그 부모의 

혼인신고일 뒤에 있고 그 사이의 기간이 200일이 못 된다 하여도 이러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그 부모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56)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그런데 류일현 

(2015. 8), 1037에서는 “그러나 우리 교과서는…아직도 ‘혈연진실주의’와 ‘가정의 

평화’를 친생자 추정의 존재 의의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

급하고 있다. 

57) 김상용 (2018), 175 주 20)에서는 “…[민법] 제844조 제2항과 제3항은 혼인 중의 임

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 기

간 내에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친생추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해서 당연히 남편의 친생자로 추

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혼인성립의 날부터 190일 만에 자녀를 출산

한 경우, 이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

지만, 포태의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해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임신의 시점

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법] 제844조 제2항과 

제3항이 제시하는 ‘통상의’ 임신기간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론은 지양되

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실무상으로는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관련하여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써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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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58)한 바 있다. 위 판시내용은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관습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법

적 지위, 즉 적출자(현행 민법상 혼인 중의 출생자를 말함)의 신분을 취

득59)하는 것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적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적출추정을 받는지 여부,60) 그리고 혼인성립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실혼

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학설은 대체로 위 대법원 판결이 사실혼성립

의 날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61)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민법 제844조의 

‘혼인성립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즉 긍정

설62)은 사실혼 부부의 성관계와 정조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상 부부와 마

찬가지라거나 사실혼관계를 준혼으로서 가능한 한 법의 보호를 주려는 

58)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28 판결.

59) 일본 대심원은 “사실혼관계의 계속 중에 사실혼의 처(妻)가 사실혼의 부(夫)로 인하

여 임신하고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출생한 자녀는 설사 혼인신고

와 출생 사이에 민법…소정의 200일의 기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민법상 사생

자(私生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부모의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생

과 동시에 당연히 부모의 적출자(嫡出子)의 신분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민법 중 친자

법에 관한 규정 전반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고[大審院 1940. 1. 

23. 民事聯合部 判決(民事判例集 19卷, 54)], 최고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혼인 중의 

출생을 이유로 적출성(嫡出性)이 인정되는 것일 뿐, 적출추정에 의하여 적출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출추정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最高裁判所 1966. 2. 15. 

判決(民事判例集 20卷 2号, 202)]. 그런데, 위 대심원 판결은 당시 사실혼관계를 거쳐 

혼인 직후 출생한 자녀의 취급과 관련하여 당연히 비적출자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그

와 같은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론이 반드시 명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

이 있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179-180 (高梨公之․高梨俊一 집필부분); 二宮周

平, 家族法, 新世社 (1999), 114-115; 高野竹三郞, “嫡出子をめぐる諸問題”, 早稻田法

學 69卷 2号, 早稻田大學法學會 (1993. 12), 29;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227-229 등 참조. 

60) 金疇洙, 親族․相續法, 第6全訂版, 法文社 (2002), 254 주 4)에서도 위 판시내용과 관련

하여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다고 한 것인지, 친생자의 추정은 받지 않으나 혼인 중

의 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가 명백하지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61)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긍정설[김주수․김상용 (2018), 297; 이경희 (2013), 172; 金疇

洙․金相瑢 (2016), 46]과 부정설[송덕수 (2018), 134; 박동섭 (2013), 240]이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62) 김주수․김상용 (2018), 297; 이경희 (2013), 172; 金容漢, 親族相續法, 補訂版, 博英社 

(2003), 174-176; 金疇洙 (2002), 254; 金疇洙․金相瑢 (2016), 46-47; 梁壽山, 親族․相續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346; 李和淑, “親生子推定과 親生否認의 訴”, 司法

行政 第376號, 韓國司法行政學會 (199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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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맞으며, 사실혼을 거쳐 법률혼으로 가는 실제 관행을 고려하여 

혼인성립의 날에 사실혼성립의 날도 포함되고 이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

는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

면, 부정설63)은 민법이 혼인성립을 기준으로 하여 친생추정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함인데, 사실혼 성립일이 언제인지는 명백하지 

않고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제소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

여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이한 점은 대체로 위

와 같은 긍정설64)뿐만 아니라 부정설65)에 의하면, 특별한 근거의 제시 

없이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법적 부자관계를 다투

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44조에서 규정된 ‘혼인’은 법률

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66) 또한, 사실혼성립의 날은 법률혼처럼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불명확하고, 사실혼이 민법 제844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

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67) 따라서 굳이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지 범위

를 넘어 우리 민법 제844조의 혼인에 사실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않

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혼인성

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63) 윤진수 (2018), 160; 송덕수 (2018), 124; 박동섭 (2013), 240; 박정화, “親生子關係存

否確認訴訟의 審理에 關하여”, 家事調停 第4號,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001), 50; 

李濟正 (2003), 448.

64) 김주수․김상용 (2018), 297; 金疇洙․金相瑢 (2016), 47; 李和淑 (1992), 76; 梁壽山 (1998), 

347; 이경희 (2013), 178. 

65) 송덕수 (2018), 136; 박동섭 (2013), 248. 

66) 박정화 (2001), 50 참조.

67) 李濟正 (2003),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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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이

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실무와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적실무상 업무처리의 기준이었던 구 호적선례 제200309-1호

는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가 2003. 4. 28. 혼인을 하고 2003. 4. 30.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출생자를 갑남의 호적에 출생등록할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844조 규정과 관련하여 사실혼 중에 

포태하여 혼인성립 후 200일 내에 출생한 자(子)도 부모의 혼인 중의 출

생자로 해석하므로,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의 가에 입적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성립

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면서도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하에서도 명시적으로 이와 상반된 입장

이 표명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설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입장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그동안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한

다고 보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반면, 최근 들어‘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에 대하여 인지에 의하여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면서도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68)이라고 하고, 다

른 하나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69)이라고 한다. 

6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561 및 616 (權載文 집필부분). 이 문헌에서는 특히 이와 관련

하여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이른바 ‘포태시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데 이러한 포태시주의로 인하여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69) 윤진수 (201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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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것은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즉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아

니면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보았듯이 우리 민법 체계에 비추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

떤 측면에서 보면, 국내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은 위 자녀와 관련하여 민

법 제844조에 따른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즉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부모의 혼인관

계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생각하

여 위 법문언에 반하는 해석론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서 보았던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면서도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지에 의하여 법적 부

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부모의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인식한 것은 

위 주류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혼인 중의 출생자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우리 민법 

체계에 비추어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보아야 하고, 위 자녀는 인지의 대

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다

만, 이러한 해석론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70)

70) 참고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현행 친생추정제도를 

출생시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별도의 인지가 없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신속히 법적 부

자관계를 성립하도록 하게 되면,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자녀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정, 

“가족제도의 변화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성”, 法學論攷 第33輯, 경북대학교 법학연

구원 (2010. 6), 385에서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는 포태 여부와 관계없이 ‘모의 

夫’의 자로 추정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자의 복리에도 타당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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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법

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모(母)가 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제46조 제2항)에

는 별도의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 별도의 인지가 없다면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이 요원해지고, 

그것이 있다면 민법상 자녀의 성‧본이나 친권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표식이 남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

는 인지에 따른 당연한 것이나, 그러한 표식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당사

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위 자녀가 혼인성립의 날 이후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가, 그리고 부모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부(生父)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 자녀가 아무리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이 일반

적 법감정에 비추어 수긍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우리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이 이러한 현실적 저항감을 해소한 것

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민법상으로 ‘생부(生父)’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혼인 외의 출생자와 법적 부자관

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곧 생부(生父)라는 관

점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생부(生父)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를 말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부모가 혼인했더라도 친생추정의 적

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녀의 아버지까지 포함한다는 점71)에 대하여는 

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권재문 (2011), 291에서는 “첫째로,…출생시를 기준으로 친

생추정을 적용하면 법적 부자관계를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둘째

로, 출생시주의에 의하면 이미 모가 포태한 상태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도 부에 대한 

친생추정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가 선행하였기 때문에 법률

상의 부가 혈연부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가 낳은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사로

써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출생시주의에 따라 친생추정이 적용되도록 하

더라도 어떠한 경우이건 법적인 부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 

71) 얼핏 보면, 우리 민법상으로 생부(生父)가 인지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규정들



- 50 -

일반적 법감정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같은 법 제909조 제4항, 제864조의2 등)이 부모가 혼인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생부(生父)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만을 전제로 하

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에 대하여 생부(生父)가 인지를 하는 경우는 부모의 혼인 후에 그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생부(生父)가 인지를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위 경우들의 

자녀는 모두 결국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는 점(민법 제855조 제2항 참조)에서 별도

로 친권자 지정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모의 협의 등은 필

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으로 생부(生父)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

라 혼인을 하였더라도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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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지제도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인지 관련 규정의 큰 변화는 없으나, 인

지제도는 친자관계의 성립에 있어 친생추정제도와 더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지제도는 주로 모(母)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법

적 부자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되는데, 우리 민법은 

모(母)의 인지와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발견되나, 그 구체적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우리 민법상 부(父)의 인지는 생물학적 부자관계를 증명하지 않더라

도, 그리고 재판인지는 특히 자녀 측에서 청구하여 각각 법적 부자관계

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를 위

해서도 바람직한 것인데,72)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제도가 갖는 의미에 비

하여 학계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인지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온 여러 쟁

점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Ⅰ. 일반론  

72) 李庚熙 (2002), 52-53에서는 “현행 민법은 사실에 반하는 인지가 있더라도 그들 사

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존재하고, 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혈연관계 없는 친자관계

의 성립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자연

적인 혈연관계보다 때로는 사실상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

로 오늘날 자녀의 복리 중심의 친자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金疇洙․金相瑢 (2016), 108에서는 “인지가 인정되는 주된 이유는 혼

인외의 子와 생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발생시켜, 父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子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한편,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07 (前田泰 집필부분)에서는 재판인지도 혼인 외 부자관계의 형성이라는 점

에서 임의인지와 공통적이며, 재판인지에 있어서 혈연의 진실성은 친자관계를 부정하

는 국면에 있어서 혈연의 진실성과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데, 이는 결국 임의인지나 재판인지 모두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제도임에 주목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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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우리 민법상 인지(認知)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

하지 않으나, 여기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를 형

성하는 것’7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는 크게 임의인지74)와 재

판인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의인지는 다시 신고를 요하는 생전인지

(민법 제859조 제1항)와 유언의 요건․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유언인지(같

은 법 제859조 제2항)로 세분화되며, 재판인지(같은 법 제860조)는 부(父)

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자녀 측의 청구에 의하여 

인지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인지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

에서는 자녀 측이 주도하여 부(父)가 원하지 않는 효과를 감수하게 된다

는 점을 감안하여 ‘강제인지’75)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는 인지자의 의사표시와 무관한 

형성의 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치 인지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그것이 

강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강제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임

의인지와 별개로 인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재판인 점

73)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1; 신영호․김상훈 (2018), 160;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13 (權載文 집필부분) 등 참조.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인지(認知)의 의미

와 관련하여 주로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서

술해 온 경향이 있는데[김주수․김상용 (2018), 311; 윤진수 (2018), 174; 송덕수 (2018), 

144; 박동섭 (2013), 257; 金疇洙․金相瑢 (2016), 106-107; 이경희 (2013), 181 등], 이는 

임의인지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우리 민법상 인지는 임의인지와 재판인지

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74) 일본에서는 인지(認知)라는 용어가 ‘임의(任意)’ 내지 ‘수의(隨意)’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의인지라는 용어는 똑같은 의미가 중복되어 있고, 반대로 

강제인지라는 용어는 모순된 용어법이라고 말해진다는 견해[奥田義人, 民法親族法論, 

有斐閣 (1898), 272; 我妻榮․立石芳技, 親族法․相續法(法律學体系 コンメンタール 篇), 

日本評論社 (1956), 187 등]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인지를 인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

로, 오히려 인지가 위 의미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294 (前田泰 집필부분).

75) 김주수․김상용 (2018), 321; 윤진수 (2018), 178; 송덕수 (2018), 150; 박동섭 (2013), 271; 

신영호․김상훈 (2018), 164;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3; 金疇洙․金相瑢 (2016), 

107; 이경희 (2013), 1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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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여 ‘재판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모자관계 성립과 관련

하여서도 모(母)가 인지하거나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55조 제1항 제1문, 제863조). 그러나 대법원 판

례와 상당수 학설은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은 임의인지와 관련하여 인지자의 의사능력과 관련

된 규정(같은 법 제856조), 그리고 피인지자가 생존한 사람이 아닌 경우

와 관련된 규정(같은 법 제857조 및 제858조)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미 다

른 사람의 법적인 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은 피인지자가 될 수 없다. 즉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의 경우라면 친생부인판결, 친생부인허

가심판 또는 인지허가심판으로,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

한 자녀’이거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의 경우라면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이미 인지를 받은 자녀’의 경우라면 인지무효판

결 등으로 타인과 자녀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를 해소하여야 비로소 인지

를 할 수 있는 것이다.76) 물론 재판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친생부인의 소

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자녀 측에서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77) 이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는 인지청구의 소

에서 선결문제로 다투어지게 된다.78)

76) 윤진수 (2018), 175-17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17 (權載文 집필부분); 김주수․김상

용 (2017), 313; 金疇洙․金相瑢 (2016), 107-108 등 참조. 여기서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및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앞서 보았

듯이 현재 우리의 실무 태도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7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이는 일본 대심원과 최고재판소도 마찬가지

의 입장을 보인다. 大審院 1932. 12. 14. 判決(民事判例集 11卷, 2323); 最高裁判所 

1969. 5. 29. 判決(民事判例集 23卷 6号, 1064) 등. 

7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50 (權載文 집필부분) 참조. 이는 우리 민법과 유사한 체계

를 가진 일본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412 (利谷信義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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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 민법상 인지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즉 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

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860

조). 비록 민법 제860조는 임의인지와 관련된 규정의 끝에 배치되어 있

으나, 이는 재판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79) 여기서 

인지의 소급효 부분(민법 제860조 본문)은 현행 민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친권(같은 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이나 자녀의 성․본(같은 

법 제781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으나 부양과 관

련하여 의미가 있다.80) 즉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부(父)가 자녀의 출생 

시부터 부양의무자가 되나, 그 순위는 부양의 정도 및 방법과 함께 당사

자의 협의에 맡기고 그 협의가 없는 때에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민

법 제976조 및 제977조). 반면, 인지의 소급효 제한 부분(민법 제860조 

단서)은 특히 상속에 한정하여 의미가 있다.81) 생전인지에 따라 피인지

자가 인지자의 상속인이 된 결과 다른 추정상속인의 상속분이 감소하는 

것 또는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문제

가 되지 않는다.82) 그러나 유언인지나 사후인지에 따라 새로운 상속인이 

등장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인지의 당사자인 자녀가 부(父)

의 상속인이 되지만, 민법 제860조 단서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해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

문에 같은 법 제860조 단서의 적용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 

이외의 제3자가 문제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83)

79) 이는 우리 민법과 동일한 배치 구조를 가진 일본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中川善

之助․米倉明 編 (2011), 359 (前田泰 집필부분) 참조.

80)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37 (權載文 집필부분) 참조.

81) 김주수․김상용 (2018), 327;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37 (權載文 집필부분); 中川善之

助․米倉明 編 (2011), 361 (前田泰 집필부분) 참조

82) 金疇洙․金相瑢 (2016), 128-129;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61 (前田泰 집필부분).

83) 윤진수 (2018), 180-182; 송덕수 (2018), 155;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37-639 (權載文 집

필부분). 반면, 판례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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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가. 일본

    임의인지와 관련하여 모(母)나 자녀의 승낙요건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일본 민법 제782조, 제783조 제1항 및 제2항. 이하 법명

을 생략한다). 그 밖에 일본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친자관계 성

립과 관련된 제도의 특징84)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의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모

자관계 성립의 경우에도 인정된다(제779조). 위의 부자관계 성립과 관련

하여 태아를 인지하는 때에는 ‘모(母)의 승낙’(제783조 제1항), 성년인 

자녀를 인지하는 때에는 그 ‘성년인 자녀의 승낙’(제782조), 성년인 직

계비속이 있는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때에는 그 ‘성년인 직계비속의 

승낙’(제783조 제2항)이 각각 있어야 한다. 

    둘째, 재판인지는 자녀 측의 청구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모자관계 성립의 경우에도 인정된다(제787조 본문). 

이 경우에는 사후인지가 인정되나 부(父) 또는 모(母)의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만 재판인지가 가능하다(제787조 단서).

    나. 독일

    임의인지와 관련하여 일본과 다른 내용으로서 모(母)나 자녀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독일 민법 제1595조 제1항 

및 제2항. 이하 법명을 생략한다). 그 밖에 독일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친자관계 성립과 관련된 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84) 일본 민법상 모(母)의 인지나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

으나, 일본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은 법문언과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이 절의 Ⅱ. 4. 및 5.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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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임의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만을 의미

한다(제1592조 제2호).85) 이때 자녀가 성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母)

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제1595조 제1항),86) 자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

다. 다만, 모(母)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母)의 동의 외에 

자녀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제1595조 제2항). 한편, 임의인지는 태아에 

대하여도 가능하다(제1594조 제4항).

   둘째, 부자관계존재확인판결(Gerichtliche Feststellung der Vaterschaft)로

도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600조

의d 제1항). 즉 친생추정 또는 임의인지에 의하여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에 의하여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가 제1599조에 따른 부성부인

(Vaterschaftsanfechtung)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87) 그 밖에도 비혼 혈연부가 제

기한 부성부인의 소가 인용되어 법적 부자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고이었던 비혼 혈

연부와 자녀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가사사건과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제182조 제1항].88)  

    다. 프랑스

    임의인지와 관련하여 모(母)나 자녀의 승낙(동의)요건을 두지 않는 대

85) 독일 민법 제1591조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그 자녀의 어머니이다.”라고 명시적

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적 모자관계는 법적 부자관계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86) 이와 같이 임의인지의 요건으로 모(母)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에는 그의 이익과 의사에 반할 수 있으며,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모(母)의 동의 거

부를 저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Gernhuber/Coster-Waltjen, 2010, 609-610, Rn. 

49; Bamberger/Roth/Hahn, 2008, §1595 Rn. 2.

87) 전경근 (2015), 61. 독일에서 모든 법적 부자관계는 동일한 부성부인절차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권재문 (2011), 

104-129 참조.

88) 전경근 (201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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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프랑스 민법 제316조 참조. 이하 법명을 생략

한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친자관계 성립과 

관련된 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의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모

자관계 성립의 경우에도 인정된다(제316조 제1항). 다만, 부자관계는 친

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모자관계는 출생증서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89)에 비로소 임의인지를 할 수 있으며, 임

의인지는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제316조 제1항).90)

    둘째, 재판인지는 자녀91)의 청구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모자관계 성립의 경우에도 인정된다(제325조 및 제

327조). 이러한 재판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익명출

산92)의 경우에는 재판인지가 불가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제325조 제1항). 

    셋째, 위와 같은 인지 외에 신분점유를 통하여 법적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317조). 부모 또는 자녀는 법관에게 신분

점유의 존재사실을 증명하는 공지증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17조 

제1항), 이러한 공지증서가 발급되면 친자관계가 성립하고 그 취지는 출

생증서의 난외에 기재된다(같은 조 제3항).93)

      

    라. 영국

89) 프랑스에서 모든 자녀의 모자관계 성립은 원칙적으로 출생증서 기재에 의하여 성립

한다. Article 311-25. La filiation est établie, à l'égard de la mère, par la désignation 

de celle-ci dans l'acte de naissance de l'enfant.

90) 권재문 (2011), 203 및 208-211.

91)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를 말한다(프랑스 민법 제328조 제1문).

92) 여기서 익명출산이란 출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증서에 모(母)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프랑스 특유의 제도라고 

평가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권재문 (2011), 203-208 참조.

93) 권재문 (2011), 203 및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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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94) 비록 혈연부

에게 출생신고를 할 의무나 권리는 없지만, 영국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

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특징95)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비혼 혈연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부로 인정

된다. 즉 ① 출생신고서에 혈연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모와 함께 서

명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② 혈연부라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작성

한 후 모와 함께 그 서면에 서명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③ 친권에 관

한 약정 또는 재판, 양육비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이 있은 후 그 등

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96)

    둘째, 자녀 측의 청구에 따라 부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혼인 외

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97) 이때 비혼 혈연부의 

친권은 모(母)의 동의 또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만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한 부자관계의 모든 법률효과가 인정된다

고 한다.

    마. 소결

    앞서 본 것처럼, 인지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

적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영국은 인지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일본, 

독일 및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지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부의 인지와 관

련하여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모(母)나 자녀의 승낙(동의)요건을 두고 있

94) 이로 인해 영국은 인지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John 

Greenwood Collier, Conflict of Law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8 (2001).

95) 아래의 내용은 권재문 (2011), 176-178 참조.

96)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제10A조.

97) Familiy Law Act 1986 제55A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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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나, 일본과 독일은 그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재판인지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원고적격과 사후인지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는 원고적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은 위와 같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인지가 아닌 

부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라는 형태인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일본과 프

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모자관계 성립에 있어 인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독일은 혼

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에 있어 임의인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3. 절차법상 처리방법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를 별론으로 하면, 생전인지의 효력은 

그 신고가 수리된 때(같은 법 제859조 제1항), 유언인지의 효력은 유언자

가 사망한 때(같은 법 제1073조 제1항),98) 재판인지의 효력은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사소송법 제21조)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지의 유형을 불문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명을 생략한 채 해당 조문을 기재한다)에 따

98) 참고로 송덕수 (2018), 146에서는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때에는 유언집

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어서 신고가 없더라도 인

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인지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로는 김주수․김상용 (2018), 314; 편집대

표 윤진수 (2015), 635 (權載文 집필부분); 신영호․김상훈 (2018), 161; 박동섭 (2013), 

262; 金疇洙․金相瑢 (2016), 118 등 참조. 반면, 윤진수 (2018), 176에서는 “유언에 의

한 인지의 효력은 유언의 효력발생 시점인 유언자 사망 시에 생기고, 이 경우의 인지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으나, 이 또한 다른 임의인지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창설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859조 2항은 인지의 효력발생 시

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의 인지신고에 관한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9조는 유언집행자가 창설적 인지신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55조, 56조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적 인지신고에 관한 [같

은 법] 58조를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

였는지를 제3자로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유언

인지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발생하고, 유언집행자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이

해되고 있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44 (前田泰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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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지신고를 하여야 당사자의 등록부에 비로소 법적 부자관계가 기록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여기서 인지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인지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모(母)의 성

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 재판인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母)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다(제58조). 이러한 절차법상 차이는 실체법상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임의인지의 경우라면 이미 다른 사람의 법

적인 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신고서

에 기재된 모(母)의 인적사항을 통하여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재판인지의 경우라면 인

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통하여 실체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절차법상 인지신고서에 모(母)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신고’ 또는 ‘친권자 

지정 신고’는 반드시 인지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이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경우

에는 인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제5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2항), 현행법상 이러한 동시 

신고를 강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신고를 한 

후라고 하더라도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 및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는 

각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인지신고를 위하여는 반드시 피인지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

다(제55조 제1항 제1호). 재판실무상 아직 출생신고 전인 관계로 등록부

가 없는 한국인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나, 위와 같은 판결은 주로 출생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면으로

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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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1. 인지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본 인지제도의 함의(含意)

    우리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총 

두 유형의 인지제도, 즉 임의인지와 재판인지를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이러한 인지제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의사

주의(주관주의 내지 인지주의)99)와 사실주의(객관주의 내지 혈연주의)100), 

그리고 절충주의101)가 대립102)해 왔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관련 

제도의 운용에 있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지제

도의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인지제도가 갖는 

의미 내지 특징을 규명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입법론이나 해석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 학계103)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어 온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의사주의에 의하면, 인지는 부(父)가 자기의 자녀라고 승인

함으로써 법적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父)의 일방

99) 송덕수 (2018), 145; 池元林, 民法講義, 제14판, 弘文士 (2016), 1877; 이준영, “임의인

지에 의한 부자관계의 확정”, 한양법학 제21권 제1호, 한양법학회 (2010. 2), 609; 신

영호․김상훈 (2018), 160; 朴秉濠, 家族法,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9), 165.

100) 金容漢 (2003), 183; 이경희 (2013), 182; 김성숙, “혼인외자에 대한 인지제도의 문제

점”, 법학논총 제1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 3.

101) 박동섭 (2013), 260; 박정기․김연 (2013), 211; 이병화, “국제적 인지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19호, 한국법학원 (2010. 10), 357.

102) 종래 일본의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이 있어 왔다. 의사주의 입장으로는 

奥田義人, 民法親族法論, 有斐閣 (1898), 258; 川島武宜․金沢良雄, 判例私生子法⑴, 法律

時報 11卷 5号, 日本評論社 (1939) 295; 末川博, 新版民法下の一, 千倉書房 (1951), 128; 

中川善之助 編, 註釋親族法 (上), 有斐閣 (1950), 331 (谷口知平 집필부분) 등 참조. 이

에 대하여 사실주의 입장으로는 薬師寺志光, “私生子認知の真意義 ⑵”, 法學志林 

42卷 3号, 法政大學 法學志林協會 (1940), 5; 於保不二雄, “認知に就て”, 法學論叢 47

卷 2号 (1942), 218 등 참조.

103) 아래의 의사주의와 사실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송덕수 (2018), 145; 박동섭 

(2013), 259-260; 박정기․김연 (2013), 211; 이준영 (2010. 2), 607-608; 이경희 (2013), 

181-182; 김성숙 (2003. 2), 2-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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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표시인데, 부(父)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임

의인지이고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으로 부자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재판인지

라고 한다. 반면 사실주의에 의하면, 임의인지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혼인 외의 부자관계를 추정하

는 방법에 불과하며, 재판인지는 생물학적 부자관계를 재판으로 확정하

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절충주의에 의하면, 재판인지와 사후

인지를 모두 인정하는 점에서 사실주의에 가깝고, 임의인지 과정에 그 

대상인 자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사주의에 가깝다고 한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의사주의는 아무래도 혈연의 진실이 덜 중요하므

로 부(父)의 인지만으로도 충분한 반면, 사실주의는 아무래도 혈연의 진

실이 더 중요하므로 인지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104) 물론 의사주의 입장이 민법총칙상 의사표시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며, 사실주의 입장도 필요한 한

도 내에서 의사표시 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에 있

어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105) 사실주

의와 의사주의의 각 입장이 우리의 인지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의 임의인지제도와 관련하여 보면, 의사주의에 입각해 있

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해방식이 특히 중

요한 이유는 현행 임의인지제도 그 자체로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신

속․간단한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고, 나아가 입법정책적으로도 굳

이 혈연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106) 물론 최

104) 李庚熙, “親子法의 새로운 問題”, 民事判例硏究 第18卷, 民事判例硏究會 (1996), 

596-597 참조.

105)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294 (前田泰 집필부분) 참조.

106) 오병철 (2018. 6), 195-198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의 제시가 결정적이라면 사물의 본

성에 따라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를 구별할 실익은 이제 상실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고 하면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인지제도를 강제인지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정확한 친자감정이 용이해진 측면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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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유전자감정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있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화

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사실주의107)에 입각하여 이해해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향은 현행 민법상 주로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절차의 경우에는 자연적 혈연의 존재를 주요사실로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108) 임의인지 절차의 경우에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우리의 임의인지제도에서 부(父)의 인지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예: 

유전자감정서 등)109)를 요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조사110)가 요구되지도 

할 수 없으나, 오늘날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의인지제도

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혈연의 진실만이 

반드시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에는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유전자감정이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보급

된다고 하더라도 인지신고에 감정서 첨부를 요구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부(父)의 

인지행위에 의존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07 (前田泰 집필부

분). 그렇다면, 임의인지만을 인정하고 재판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이나 이와 반대

로 재판인지만을 인정하고 임의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 모두 정책적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인정하는 입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04 (前田泰 집필부분) 참조.

107) 이러한 입장에서 임의인지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글로는 권재문 (2011), 27-29 

참조. 이와 관련하여 권재문 (2004), 149에서는 우리 민법 제855조 제1항이 ‘생부’ 

또는 ‘생모’라는 표현하고 있음을 근거로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한 입법이라고 평가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인지의 주체를 명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러한 평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108) 이경희, “DNA감정기술의 발달과 친자관계결정법리의 변천”, 연세법학연구 제7권 

제1호, 연세법학연구회 (2000), 55-5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55 (權載文 집필부분) 

참조.

109)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미국 각 주의 친자법을 통일한 모

범적인 규범으로서 Uniform Parentage Act(이하 ‘UPA’라 한다) 1973이 제정된 후, 실

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UPA 2002가 작성되어 현재 미국 10개 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데[권재문 (2011), 

138-142; 전경근 (2015), 84], UPA 2002 제302조 (a) (4)에 의하면 혈연부(the genetic 

father)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임의인지(the acknowledgement of paternity)와 관련하여 

특히 유전자 검사결과(the results of genetic testing)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입양수

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가 마련한 UPA 2002 제302조 comment 

참조.

110) 자녀 등은 인지를 하려는 사람이 생물학적 부(父)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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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 이는 임의인지를 의사주의 입장에서 이해할 경우 더욱 자연스럽

기 때문이다.111) 또한, 오히려 인지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혈연에 반하는 

부자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112) 혈

연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부(父)의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

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13) 비록 임의인지제도가 혈연

의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부(父)가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인지하는 절차는 

혈연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녀의 복리 실현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는데, 이를 반드시 사실주의 입장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둘째, 우리의 임의인지제도는 모(母)의 승낙과 같은 요건이 요구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요건을 사실주의를 제한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114) 오히려 자녀의 부(父)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은 모(母)라고 보면 위와 같은 요건은 사실주의를 반영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다.115)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임의인지제도는 사실주의

와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셋째, 만약 인지를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고 본다면, 인지가 있는 경우의 법률효과가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한 글로는 Anders Eriksson and Ake Saldeen, 77.

111) 특히 인지제도를 입법적 관점에서 조망할 경우,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과 생물학적 

부자관계의 일치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李庚熙 

(2002), 33 참조. 

112) 일본 최고재판소는 인지자가 혈연상의 부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인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지자는 민법 제786조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스스

로 한 인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첫째로는 인

지자가 인지에 이르는 사정은 다양하고, 둘째로는 자신의 의사로 인지한 것을 중시하

여 인지자 자신의 무효 주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

며, 셋째로는 이해관계인의 무효 주장이 허용되는 이상 피인지자를 보호한다는 관점

에서 보더라도 인지자 자신의 무효 주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

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남용의 법리 등에 의해 그러한 주장을 제한할 수 있고, 

넷째로는 인지자가 인지의 효력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지 무효 주장이 민법 제78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最高裁判

所 2014. 1. 14. 判決(民事判例集 68卷 1号, 1).

113) 이준영 (2010. 2), 608.

114) 鈴木禄弥, 親族法․相續法の硏究: 民法論文集 4卷 (1989), 138.

115) 이준영 (2010. 2),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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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116) 그러나 현행 민법 제859조 제1항은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

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라는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임의인

지를 일정한 요식행위로 규정한 것은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이라는 중대

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존부를 명확하게 하려는 데 있을 뿐이

다.117)

    다음으로, 우리의 재판인지제도와 관련하여 보면, 의사주의 또는 사

실주의와 연동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

법상 사후인지[사망한 부(父)에 대한 인지, 민법 제864조]에 비추어 보면, 

의사주의는 재판인지와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사실주의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 분

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특히 재판실무상으로 혼인 외의 출

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을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종종 등장

하는데,118) 얼핏 보면 사실주의 입장에 비추어 그러한 판결이 가능한 것

116) 송덕수 (2018), 145.

117)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32 (權載文 집필부분).

11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선례는 현실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을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재판실무상 그

와 같은 소의 제기나 그에 대한 판결이 있음을 방증한다. 즉 대법원 2010. 7. 29. 선

고 2010므1591 판결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

한다. 그리하여 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에 따라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

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친

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도 동일한 취지임). 또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1111-1호는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부의 친생자 신분을 취득하려면 사망한 부

가 생전에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였거나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인지가 없는 한 비록 혼인 외 출

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

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사이

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부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거나, 

나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에 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절차에 따른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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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119) 물론 사실주의 입장이 그와 같은 판

결의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물학적 부자관계의 존부

에 초점을 두게 됨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형성과 관

련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과 인지판결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고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120) 그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

지청구의 소의 성격을 생각하여 보면, 그러한 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의

문이 존재한다.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

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대상

이 될 수 없고,121)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적 부자관계가 형

성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122) 반면, 형성의 소는 법적인 관계가 없다

가 이를 생기게 하는 것과 같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국

내123)에서는 부(父)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는 대체로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부자관계가 창설됨을 이유로 형성의 소라고 보고 있다.124) 물론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

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할 수는 없

다.”라고 하였다. 

119) 물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 보충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을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불가하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논외로 하였다.

120) 이와 관련하여 비록 실증적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급심

은 최근에도 여전히 인지판결 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93 (利谷信義 집필부분) 참조.

12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62 (權載文 집필부분) 참조.

123) 일본은 사후인지를 허용하는 1942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급부소송설이 완전히 사라

지고, 혈연진실주의의 관철가능성을 중심으로 확인소송설과 형성소송설의 대립이 있

었으나, 현재는 형성소송설이 판례와 대다수 학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은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89-396 (利谷信義 집필부분) 참조.

124) 윤진수 (2018), 178; 김주수․김상용 (2018), 321; 박동섭 (2013), 272; 송덕수 (2018), 150; 

이경희 (2013), 186; 신영호․김상훈 (2018), 164;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3 등. 다

만, 우리 가사소송법상 대세적 효력은 혼인무효․이혼무효․입양무효 등 확인판결에서도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것이 형성소송설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즉 소송

의 범주와 판결의 대세적 효력 간에 논리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小山昇, “認知請求訴訟における諸問題”, 民商法雜誌 44卷 1号, 有斐閣 (196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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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535호,

1960.01.01. 제정] 

호적법 

[법률 제4298호,

1990.12.31. 일부개정]

호적법

[법률 제4796호,

1994.12.22.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2007.05.17. 제정]

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준정)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

의 효력이 있다. 그

러나 제52조125)의 경

우는 예외로 한다.

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

의 효력이 있다.

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

이 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

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와 인지청구의 소는 모두 그 주요사실이 자연적 혈연의 존재일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의미가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성을 위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설사 사실주의 입장이 형성의 소인 인지청구의 소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

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인지제도를 사실주의 입장에 비추

어 이해하기보다는 법적 부자관계의 창설적 효력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이해방식을 통하여 앞서 본 재판실무에

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소송이나 

판결의 유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친생자출생신고와 인지의 효력

<표 2 :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 관련 규정>

    

125) 구 호적법(법률 제535호, 제정․시행 1960. 1. 1.) 제52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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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2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부(父)의 

출생신고 형식을 통해서도 인지의 효력이 절차법상 인정되어 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

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이하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

라고 부르기로 한다)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이를 인지의 방

식 중의 하나로 설명126)해 오고 있을 뿐, 위 규정의 구체적 의미나 특징

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 호적법 제정 당시부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위 규정의 핵심 내

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적지 않게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학계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다는 실정

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특히 일본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호적법 제62조는 “민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적출자로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하여 부모가 적출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의 것과 법문언상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생신고의 대상’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

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출자로 되어야 할 사람’127)만을 대

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혼인 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 일본 민법 제789조 제2항은 “혼인 중 부모가 인지한 자(子)는 인지

한 때부터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

의 법률상 혼인성립 후 그 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인지에 의하여 준정이 

126) 윤진수 (2018), 176; 김주수․김상용 (2018), 314; 박동섭 (2013), 262; 신영호․김상훈 

(2018), 161;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2; 송덕수 (2018), 146; 이경희 (2013), 

183-184 등.

127)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혼

인 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我妻栄․有泉亨, 民法 Ⅲ, 一粒

社 (1963), 158; 青木義人․大森政輔, 全訂戸籍法, 日本評論社 (1982),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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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모(母)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그 모(母)와 혼인한 부(父)가 인지신고를 할 경우, 위와 같이 인지에 의한 

준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 호적법 제62조는 실제로 자녀의 출

생을 전후로 하여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절차의 

간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128) 그러나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애초 준정을 예정한 규정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외의 자

녀’129)가 출생한 이상, 부(父)가 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

우에도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출생신고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

모(父母)’, 우리의 경우에는 ‘부(父)’라고 표현하고 있어 얼핏 출생신

고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 법률상 

모자관계란 출산의 사실에 의해 명확해서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

고 모(母)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모(父

母)’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부(父)’가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다.130) 이는 결국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서 ‘부(父)’라고 표현한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된다.

    셋째, ‘출생자의 지위’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적출

자출생신고’, 우리의 경우에는 ‘친생자출생신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적출자의 신분 취득’이라는 결과에 

주목하여 ‘적출자출생신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친생자출생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128)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80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참조.

129)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자녀’라고 표

현하나, 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 법률은 혼인 외의 출생

자(제44조 제2항 제2호, 제46조 제2항)와 혼인 외의 자녀(제57조 제1항)를 모두 사용

하면서도 특별한 의미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30) 일본 호적실무의 지침인 1948. 1. 29. 民事甲 136号 民事局長 通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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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1) 이러한 친생자출생신고의 ‘친생자’는 혼인 외의 자녀 또는 

혼인 중의 자녀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데, 특히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민법 제855조 제2항과 같은 준정(準正)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출생신고에 따른 효력의 종류’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의 효력’,132) 우리의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적 부자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는 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57조 제1항은 모(母)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부(父)가 인지신고를 하

여 법적 부자관계로 인정받을 것을,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요식성을 완화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

131) 그런데, 오병철 (2018. 6), 180 주 47)에서는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순히 ‘친생자출생의 신고’라고 하

면 법률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생모와

의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반드시 준정(準正)의 경우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 조항은 생모(生母)와의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뿐, 부(父)의 법률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다. 

특히 후자의 상황은 부(父)의 법률혼 배우자를 모(母)로 기재하여 출생증명서를 위조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모자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 조항과 관련하

여 부(父)의 법률혼 배우자가 모(母)가 되는 일은 법률상 인정될 수가 없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132) 비록 일본은 적출자출생신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부(父)의 비적출자출생

신고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와 부(父)의 허위적출자출생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인지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最高裁判所 1978. 2. 24. 判決(民事判例集 32卷 1号, 

110)]. 다만,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지의 효력’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國府剛, “非嫡出子の父による嫡出子または非嫡出子出生屆と認知の效力”, 判

例タイムズ 30卷 21号, 判例タイムズ社 (1979. 9), 178-179; 岩志和一郞, “虛僞の嫡出子出生

届等と認知の效力”, ジュリスト 別冊 193号, 有斐閣 (2008), 54-55;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40-343 (前田泰 집필부분) 등 참조], 위 두 용어의 개념상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부(父)의 허위적출자출생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인지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여기서 부(父)는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다고 해석하고 있다[最高裁判所 1975. 9. 30. 判決(家庭裁判月報 28卷 4号,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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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 입법적 배려라고 평가할 수 있다.133)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발견

하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일본에 비하여 인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외연이 더욱 확장되어 있

다. 이처럼,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는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도 무엇보다도 혼인 외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에서 부(父)의 인지에 비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로서 자

녀의 복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무상으로도 부(父)가 한국

인134)인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인135)인 경우에 위 제도를 통하여 법적 부

자관계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위 제도의 활용이 생각보다 빈번하

다.136)

    한편,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母) 사이의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

133) 오병철 (2018. 6), 178에서는 “인지도 하기 전에 ‘부’의 신분에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것이 모순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제46조 제2항의 「혼인 외 출생자

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과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하고, 오병철 (2018. 6), 180에서는 “설령 출생신고 시

점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父)’라는 용어 대신에 적어도 

민법과 같은 ‘생부’, 더 정확히는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같이 ‘아버지라고 인정할 사

람’과 같은 표현이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으로는 인지를 

하기 전에 ‘부(父)’ 또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규정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으

므로(제856조, 제858조, 제863조 및 제86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부(父)’라는 용어가 ‘생부’라는 용어에 비하여 직접적 의미 전달력은 다

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신고의무자를 규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신고적격자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134) 구 호적선례 제4-124호는 부(父)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외의 자녀가 외국인

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가족관

계등록선례 제201002-1호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혼인 외의 자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생부는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135) 1989. 12. 7. 제정된 호적예규 제435호는 총 3차례의 개정(제555호, 제595호, 제646

호)을 거쳐 2008. 1. 1. 폐지되었으나, 그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국인 부(父)에

게는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은 변함없이 유

지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가 제정된 후 1차례 개정(제

289-13호) 당시에도 유지되었다가 다시 1차례 개정(제400호, 시행 2014. 6. 1.)되면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父)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

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136) 한봉희․백승흠 (2013), 252에서는 “과거에는 호적부에 혼외자인 신분이 나타나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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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인 부(父)는 그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인

다.137) 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806-3호는 “출생신고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속인주의)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속지주의)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든 속지주의에 의하든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일본에서 출생

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 모(母)가 한국에 상거소를 두면서 혼인 외의 자녀의 출산(출생)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이하 ‘A 사례’라고 한다), 한국인 부(父)가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

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재고의 여지가 있

다고 생각된다. 만약 위 A 사례에서 한국인 부(父)가 한국에서 인지신고

를 하려는 경우라면,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인 인지의 방식은 그 인지의 준거법, 즉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 제859조 제

1항이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한국인 부(父)가 인지신고

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 위 A 사례에서 한국인 부(父)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A 사례의 출산(출생)이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여 ‘출산(출생)’은 법률행위와 

137) 奥田安弘, 國際家族法, 明石書店 (2015), 279-280 주 54)에서도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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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사건에 해당되므로 그 조항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상으로 관련 준거법으로서 한국법이 될 수 없기 때문

에 한국인 부(父)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

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설사 외국인 모(母)가 한국에 상

거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을 인지의 방식으로 본다면, 앞서 본 것처럼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A 사례에서 

한국인 부(父)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한 개의 출생신고로써 

‘출생사실’ 이외에 ‘인지’의 복합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므로,138) 이

는 ‘인지의 방식’뿐만 아니라 ‘출생사실’에 관한 규율도 함께 받는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을 인지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A 사례에서 ‘출생

사실’에 관한 요건까지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위 A 

사례에서 외국인 자녀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 출생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고 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139) 이는 앞서 가족관계등록선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사법

의 규율영역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

여 한국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장소적 효력 

범위(속지주의)의 문제14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같은 법 제

1조 참조)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138)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2018), 263.

139)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2018), 595-596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족

관계등록신고를 위한 외국인의 신분변동사실(예컨대, 출생, 사망 등)과 관련하여 ‘한

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

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140)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20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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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 법률에 따른 절차의 규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그 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신고의 가능성을 예정한 규정, 즉 외국인에 관한 신고의 장소는 그 거주

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라는 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등

록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법 제22조),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보존

한다는 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등을 고려하

면 특히 그러하다. 

  3. 모 불상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가 갖는 함의(含意)

    우리나라에서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를 하려는 경우

라면, 반드시 모자관계의 확정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141) 이에 대하여 

현행 민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결론은 여

러 관련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예컨대, 민법상 혼인 외의 자녀

가 인지된 경우에 첫째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같은 법 제909조 

제4항), 둘째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같은 법 제864조의

2), 셋째로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같은 법 제781조 제5항 본문)에 관

하여 모두 부모의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

에 준정(準正)이란 혼인 외의 자녀에게 일정한 요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

로 혼인 중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시키는 제도인데(민법 제855조 제2항), 

이때 ‘혼인 중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법적 모자관계와 부자관계가 

모두 결정된 자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준정이 인정되는 혼인 

외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준정

은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인정될 

141) 윤진수 (2018),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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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모자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출생신고 

시 모(母)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母)의 출

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같

은 법 제44조 제2항 4호, 제4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이는 설사 위와 같

은 출생신고에 생부의 인지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법상으

로 반드시 모자관계의 증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는데,142) 2011. 6. 3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06-2호는 “…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뿐 아니라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인지라는 신

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

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

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

에도 모자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2015. 11. 19.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2항(이하 ‘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父)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

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조항이 어떠한 의미와 특

징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상 인지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문

헌143)은 “종래의 인지제도는 모는 확정되어 있으나, 부(父)가 정해지지 

142) 구 호적법 당시에는 부(父)가 모 불상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구 호적선례 제2-78호, 제2-80호 등).

143) 윤진수 (2018),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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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었는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도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부 단독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문헌144)은 민법 제

844조의 개정방안으로서 혈연설의 입법을 주장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

서 대상조항에 대하여 “…비혼부로서는 모의 신원을 은닉한 채 모의 법

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

는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된 셈이다. 이로서 적어도 절차법상으로 모의 법

률상 배우자가 오히려 당해 아동에 대해 자신이 법률상 부로 추정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친자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의 주

도권이 어차피 생부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혼인관계 존속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선택한 법률상 부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

을 고수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대상조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생부

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

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145) 이

에 비추어 보면, 대상조항은 종전에 비하여 과학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

의 정확한 증명이 가능해진 사정변경을 배경으로 일정 부분 혈연의 진실

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현행 민법상 생부의 인지

를 위해 혈연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데, 결과적으로 모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관련 입법

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조항은 모(母)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

쳐 부(父)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출생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마련된 것이다.146) 뿐만 아니라 비록 위 대상조항의 개정이유에 명

144) 현소혜,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成均館法學 第27卷 第4

號,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5. 12), 8.

1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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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1991. 12. 20.부터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당사국이 되었으므로, 같

은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

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상조항

은 부자관계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생부의 인지 내지 출생신고에 대한 

특례로서,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에 입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신속한 출생신고 절차의 마련이라는 절박한 현실에 초점을 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친생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147)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종전 출

생자의 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인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

조 제4항 제1호),148) 이는 결국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의 경우라면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인지를 하거나 출생신

고를 할 수 없다는 종래 우리 민법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4. 모(母)의 인지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146) 2015. 11. 19.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5호) 개정이유 참조.

14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사유는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제3항).

148) 이에 대하여 현소혜 (2015. 12), 86에서는 “친생추정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도 일단 비혼부와 자녀 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다면, 일률적으로 법률상 부

와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다시 친생부인판결을 거쳐 비혼부와의 관계

를 회복하도록 하기보다는, 혈연관계의 존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간이하게 

같은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등록부 정정절차를 면제해주는 편이 생부․생모․법률상 

부․자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

법의 추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로 윤진

수 (2018), 177에서는 “이는 친생자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모 또는 친생

추정을 받는 844조의 부(夫)가 그 부(夫)의 자녀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다시 친생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새로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를 정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출생신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므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친생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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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정 당시부

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법문언

상 임의인지는 생부뿐만 아니라 생모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상당수 문헌149)은 위 규정과 다르게 혼인 외

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기아(棄兒)와 같이 모자관계가 불분

명한 경우에만 모(母)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때

의 인지는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

른 문헌150)은 출산사실 그 자체의 판정이 어렵다는 것은 오로지 기아(棄

兒)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며, 유독 혼인 외의 출생자가 기아(棄兒)인 경

우에만 인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

모 사이의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母)의 인

지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들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종전151)에는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외

의] 생모자 관계는 출산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외

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외의 출생자

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예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최근152)에는 “혼인 외의 

149) 윤진수, (2018), 174;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8), 145; 김주수․김상용 (2017), 312; 박

동섭 (2013), 258; 신영호․김상훈 (2018), 160; 金疇洙․金相瑢 (2016), 107 등.

150) 이경희 (2013), 180-181. 金容旭, “母의 認知”, 司法行政 第248輯, 韓國司法行政學

會 (1981), 44도 동일한 입장이다.

151) 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그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2(일명 애식)에 대

하여 인지한 바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

1791 판결.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214 판결에서도 동일한 것으

로 보인다.

152) 위 판시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



- 79 -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종전처럼 예외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

다. 이러한 판시 내용의 변화만으로 대법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153) 적어도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모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확립된 해석론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母)의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법 제779조와 관련하여 일본의 학계에서는 

초기에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모(母)의 인지필요설154)을 취하였으나, 

이후에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모자관계가 발생하지만 기아

(棄兒)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지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당연발생설155)과 

그 예외를 언급하지 않는 당연발생설156)이 등장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당연발생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157) 최고재판소는 “모(母)와 

비적출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모의 인지를 기다리지 않고 출

산의 사실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라고 판

시158)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의 발생을 원칙으

로 인정하면서도 예외의 존재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 판결은 조

산한 후 이혼하는 한편,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원고 등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4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를 하였고, 원고 등은 소외 4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외 1과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

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

결.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

도1982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15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은 그 이유에서 ‘대법원 1967. 10. 4. 선

고 67다1791 판결 참조’를 언급하고 있다.  

154) 奥田義人, 民法親族法論, 有斐閣 (1898), 258.

155) 和田于一, 親子法論, 大同書院 (1927), 65.

156) 古山茂夫, 親族法注解, 酒井書店 (1923), 247.

157)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09 (前田泰 집필부분); 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靑林書

院 (1965), 381;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248; 田村五郞, 家族法大系 IV, 有斐閣 

(1960), 48.

158) 最高裁判所 1962. 4. 27. 判決(民事判例集 16卷 2号,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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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당연발생설로 이해되고 있으나,159) 그 판시 이후로 예외에 관한 판

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160)  

    그렇다면, 우리 민법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母)의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문언 그대로 모

(母)는 언제든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의 상당수 해석론처럼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

우에만 모(母)의 인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아가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할 뿐 모(母)의 인지는 어떠한 경

우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161) 실무상으로는 생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모(母)의 인지가 왜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는가라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父)가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진실한 모(母)를 기록하려는 

경우에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

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 제3항은 ‘출생의 추후보완신고’ 또는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신청’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법에 충실하여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과 모자관계의 성

립에 관한 확립된 해석론에 충실하여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대립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학계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당연발생설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모자관계의 성립에 있어 별도의 예외를 

159)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403 (利谷信義 집필부분).

160)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09 (前田泰 집필부분).

161) 이준영 (2010. 2), 612-613에서는 “…법률상 모자관계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자의 

출생과 함께 출산모와 유전학적인 모가 동일한 모자관계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원칙

(mater semper certa est)이 현행 우리 민법에 기초되어 있는데,…결국 혼인외의 출생

자와 모 사이의 모자관계는 부자관계와는 달리 별도의 인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의 출산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모자관계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서도 특히 기아(棄兒) 또는 미아

의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의 인지필요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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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내의 상당수 문헌에서 기아(棄兒)와 같이 모자관계가 불분명

한 특수한 경우에만 모(母)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母)의 

출산사실 판정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기아

(棄兒)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모(母)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162) 기아(棄兒)는 혼인 외의 출생자뿐만 아

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163)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모자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기아(棄兒)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해석론으

로 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이미 발생한 모자

관계를 왜 다시 모(母)의 인지에 의하여 모자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

문이 있다.164) 설사 모(母)의 인지를 확인적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확인이 필요한 때마다 여러 번 인지가 있어도 된다는 모순이 발생

하는 것이며,165) 굳이 ‘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할 필

요는 없다고 본다. 나아가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

법 제860조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166) 모(母)의 인지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모(母)의 인지가 가능하

다고 보는 입장은 법형식에 구애되어 비실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

다.167)  

    둘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

162) 김성숙, “인지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家族法硏究 第16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02), 171.

163) 鈴木禄弥, 親族法講義, 創文社 (1990), 105. 즉 기아(棄兒)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

우라면 모(母)의 인지가 가능하나,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라면 모(母)의 인지가 불

가하다는 결과가 된다.  

164)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405-406 (利谷信義 집필부분).

165) 田村五郞 (1960), 48-50.

166)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참조.

167)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10 (前田泰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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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제

45조 제2항),168) 이는 출생신고 전에 모자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

고 있다.169) 설사 혼인 외의 출생자인 자녀가 기아(棄兒)였다고 하더라도 

모(母)가 그 기아(棄兒)를 찾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170)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절차법상으로는 설사 기아(棄兒)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母)의 인지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1960. 1. 1.  제정된 호적법(법률 제535호, 시행 1960. 1. 1.) 당

시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1990. 12. 

31. 개정된 호적법(법률 제4298호, 시행 1991. 1. 1.)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71)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는 내용(제49조 제4항)을 신설172)하여 원칙적으로 출생증명서 첨부하도록 

하였다. 2007. 5. 17.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435호, 시행 2008. 1. 1.)도 위 개정된 호적법과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였

168) 이는 구 호적법 당시에도 동일하였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169) 仁井田益太郞, 親族法相續法論, 有斐閣 (1915), 221 참조.

170) 이는 구 호적법 당시에도 동일하였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171) 이와 관련하여 출생신고 사건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이를 

흔히 ‘인우보증서’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호적예규 제

454호).

172) 이와 관련하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333-334을 보면, “기본적인 신

분관계에 대한 호적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출생신고는 권리능력의 시기를 표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신고의 기초가 되는 것

이므로 그 정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망신고에 있어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나 이에 갈음할만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48조의 사망신고규정과의 균형에

도 상응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아무런 증빙서

류 없이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의 허위 또는 부실의 신고로 말미암

은 잦은 호적정정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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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16. 5. 2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

호, 시행 2016. 11. 30.)은 허위 출생신고의 방지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제도173)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첨부 여부와 관련된 일련의 흐

름을 살펴본 것은 민법상 모(母)의 인지와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

다는 데 있다.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부터 출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기 전인 1990. 12. 31.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증명서 없이도 

얼마든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법률상 출생사실(모자관계)의 증

명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모(母)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든, 아니면 인지174)를 

하든 모자관계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았으므로, 설사 기아(棄兒)라고 하더

라도 적어도 모(母)의 출산사실 판정(모자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이유로 

모(母)의 인지를 인정할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91. 1. 

1.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출생신고서에 출생사실(모자관계)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록 모자관계가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확립된 해석론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절차법적으로 

그 출산사실(모자관계)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법적 모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이로써 모(母)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

생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 모자관계의 증명 여부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991년을 기점으로 위

1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

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74) 구 호적법(제60조)이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서는 모(母)

의 인지와 관련하여 별도로 모자관계의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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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있게 되었으므로 모(母)의 인지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본 것처럼, 혼인 외의 출생자가 설사 

기아(棄兒)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인우보증이든, 아니면 최근 시행된 가정

법원의 출생확인이든 출산사실(모자관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

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를 상정하여 모(母)의 인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기아(棄兒)가 아니더라도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경

우에 모(母)의 인지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출생증

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 결과 그러한 

상황에서는 모(母)의 인지나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모두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무엇인지와 관

련하여 그 범위 설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셋째,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한 인지, 즉 태아인지는 부(父)만이 가능

한 것(민법 제858조)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생리상 사실의 차이로 인하여 

법률상 취급을 달리하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175) 부자관계는 외

관상 혈연의 존부 판별이 쉽지 않지만,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 존부가 외관상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모자관계

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과 마찬가지의 규율방식을 입

법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민법 제855조 제2항 전단의 모(母)에 대한 규정은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

이 있다.    

    요컨대, 현행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의 문언으로 인하여 혼인 외

의 출생자에 대한 모(母)의 인지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있다면 해석론으로 그러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과 관련하여 실무의 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의 문언이 존재

175)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10 (前田泰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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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상 모(母)의 인지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무엇보다도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모(母)

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모(母)가 인지를 하려는 경우에 그러한 증명 없이도 당연히 모자관

계가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76)

5.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

    우리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4조는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

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처럼,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위 법조문들은 재판인지의 

근거로서 임의인지와 더불어 인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민법은 부(父)뿐만 

아니라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모(母)의 인지에 대응되는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현행법상 모(母)에 대하여 인지청구만 가능하다

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도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문

헌177)은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만 출산모가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

176) 김성숙 (2002), 174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민법도 혼인외자와 모와의 친자관계의 

발생은 출생에 의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인지권자…로서 부만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준영 (2010. 2), 614에서는 “법적 

모자관계는 자의 출산사실에 의하여 성립하게 함으로써 부자관계에서와 같은 별도의 

인지절차가 필요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77)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51-652 (權載文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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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친생자관계존부확

인의 소는 보충성이 있으며 출산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모자관계의 확인

을 모의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모자관계의 확인

을 구하는 소 역시 §863의 인지청구의 소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문헌178)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자관계

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父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가 형성의 소라면 모에 대한 경우에는 확

인의 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에 대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판실무상으로는 모(母)에 

대하여 인지청구가 없지 아니하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에 비하면 비

중이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종전179)과 마찬가

지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

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

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180)한 바 있는데, 이는 재판실무상

으로 모(母)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만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청구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감이 없지 않다. 

    우리와 유사한 조문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민법 하에서 최고재판소

는 비적출자에 대하여 모(母)가 제기한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

면서 “모(母)와 비적출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모의 인지를 

기다리지 않고 출산의 사실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므로, 피상고인 모(母)가 상고인 자(子)를 인지한 사실을 확정할 필요 없

이 그 출산의 사실을 통하여 그 사이에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판시181)한 바 있고, 나아가 사망한 모(母)에 대

178) 김주수․김상용 (2018), 326. 박동섭 (2013), 274에서도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만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위와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17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등.

180)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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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도 인정하였다.182) 한편, 최고재판소는 “부모가 

아닌 사람의 적출자로서 호적에 기재된 사람은 그 호적의 정정을 기다릴 

것까지 없고,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183)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

본의 재판실무는 모(母)에 대하여 인지청구나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 모

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모(母)의 인지 편

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일본의 학계에서는 모자관계와 관련하여 출산

의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184)

이 견해에 의하면 법적 모자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존

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185)    

    모(母)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우리의 

재판실무는 분명히 현행 민법상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으

로 규정한 문언과 직접적 충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문헌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민법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친

자관계에 관한 다른 유형의 소에 대한 보충성이 있다는 점(제865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의 모(母)에 대하여 친

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는 불가하고 인지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출산

의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종래 우리의 학계나 실

무의 확립된 해석론에 배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

석론에 충실하자면, 혼인 외의 출생자의 모(母)에 대하여 인지청구가 불

가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설사 원칙적으로 모자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그 용어만 ‘인지’라고 표현했을 

181) 最高裁判所 1962. 4. 27. 判決(民事判例集 16卷 2号, 1247).

182) 最高裁判所 1970. 7. 15. 判決(民事判例集 24卷 7号, 861).

183) 最高裁判所 1974. 10. 11. 判決(家庭裁判月報 27卷 7号, 46). 

184)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405 (利谷信義 집필부분).

185)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97 (利谷信義 집필부분).



- 88 -

뿐 그것은 어차피 확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186)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엄밀히 말하여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의 문언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해석론상 쉽지 않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즉 이미 출산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일관성 있게 모(母)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충분히 법적 모자관계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라는 형식이 필요

한 것인지,187) 오히려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정함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860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

는 것은 아닌지,188) 그리고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혼인 외의 

출생자뿐만 아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189)에도 

불구하고 유독 혼인 외의 출생자와 관련해서만 모(母)에 대한 친생자관

계존재확인청구가 아니라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요컨대,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모(母)의 인지에 관

한 논의와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

석이 필요한 관계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190) 무엇보다도 

현행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의 문언으로 인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를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 보충성

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모(母)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186) 김성숙 (2002), 172 참조.

187)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405-406 (利谷信義 집필부분) 참조.

188) 다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은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

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하였다.

189) 鈴木禄弥․唄孝一, 人事法, 有斐閣 (1980), 17 참조.

190)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310 (前田泰 집필부분)에서는 “모(母)에 대한 인지청

구 취급에 대하여 인지불요설의 대응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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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보는 해석론은 오히려 현행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

만, 혼인 중의 출생자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모자관

계는 임신과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현

재 우리의 재판실무처럼 모(母)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

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191)

  6. 보론: 준정(準正)

    현행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이를 ‘준정’이라는 용어로 설명해 오고 있다.192)

그런데, 종전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준정이 됨에 따라 호주승계순위의 

상승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2008. 1. 1.부터 이에 관한 민법 제985조 

제1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준정제도가 지금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193)거

나 준정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194)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의 개정도 없이 준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자녀의 복

리에 입각한 인지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오늘날 변화

된 준정제도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191) 김성숙 (2002), 174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민법도…인지청구의 소의 상대방으로서 

부만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92) 윤진수 (2018), 184; 김주수․김상용 (2018), 331-332; 송덕수 (2018), 157; 박동섭 

(2013), 283; 신영호․김상훈 (2018), 173;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7; 이경희 

(2013), 193-194; 한봉희․백승흠 (2013), 261 등.

193) 윤진수 (2018), 184; 박동섭 (2013), 283; 이경희 (2013), 193 등.

194)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20 (權載文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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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준정의 의의 및 유형

    준정(準正, legitimation)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구

비될 것을 전제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시키는 제도이다. 여

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법률상 친자관계의 결정’과 ‘부모의 법률상 

혼인성립’을 말한다.195) 이러한 2가지 요건을 구비하는 시기를 전후하

여 크게 2개 유형의 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96) 첫째, 법률상 친자관계의 결정이 부모의 혼인에 선행하

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 민법 제855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유형인

데(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후행하는 혼인을 통하여 비로소 준정이 

되므로 ‘혼인에 의한 준정’ 또는 ‘혼인준정’이라고 부를 수 있

다.197) 둘째, 부모의 혼인이 법률상 친자관계의 결정에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유형이나(이하 ‘제2유형’

이라 한다), 후행하는 친자관계의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준정이 되므로 

‘인지에 의한 준정’ 또는 ‘인지준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198)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위와 같은 2개 유형의 준정을 모두 인정하

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제2유형과 관련하여 ‘혼인 중의 준

정’과 ‘혼인해소 후의 준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199) 그러나 

195)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78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196)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79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197) 일본 민법 제789조 제1항은 “부(父)가 인지한 자(子)는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 제855조 제2항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우리 민법 규정은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만 규정할 뿐, 그 자녀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차

이가 존재한다.

198) 일본 민법 제789조 제2항은 “혼인 중 부모가 인지한 자(子)는 인지한 때부터 적출

자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외국 입법례 중에는 제1유형

만을 인정하고 제2유형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혼인 후에 적출이 

아닌 자녀를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 제2유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근거로 보고 있

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79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199) 윤진수 (2018), 184; 김주수․김상용 (2018), 331-332; 송덕수 (2018), 157; 신영호․김상

훈 (2018), 173;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7; 이경희 (2013), 193-194; 한봉희․백

승흠 (2013), 261; 박동섭 (2013), 283-2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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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의 두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대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200) 나아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준

정’도 준정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하나,201) 이는 엄밀히 말하여 위 2개 

유형의 특수한 형태일 뿐 별반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202)

    한편, 준정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제1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우리 민법 제855조 제2항의 문언상으로 명시되어 있

는 것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모자관계의 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다.203) 그렇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의 모(母)가 선행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후행하는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준정이 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제2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인지준정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부모의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204) 그

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친

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부모의 혼인 이후에 

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준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5)

200) 가족관계등록실무상 관점에서 준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유형은 ① 

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한 후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인지신고가 

있은 후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고, 제2유형 중 ‘혼인 중의 준정’은 

① 부모의 혼인신고 후 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②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함과 동시에 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③ 부모가 혼인신고

를 한 후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 제2유형 중 ‘혼인해소 후의 준정’은 부모의 사망,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한 혼인해소 후에 인지신고(또는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

생신고를 한 경우와 관련된 준정을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준정’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제1유형과 제2유형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

로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본다. 

201) 송덕수 (2018), 157; 박동섭 (2013), 283-284; 신영호․김상훈 (2018), 173; 김형배․김규

완․김명숙 (2016), 1887; 이경희 (2013), 194 등. 한편, 일본 민법 제789조 제3항은 자녀

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준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79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203) 이에 대하여는 앞서 다룬 ‘3. 모 불상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가 갖는 함의(含

意)’ 부분 참조.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中川善之助․

米倉明 編, (2011), 579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204)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82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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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정의 효력발생시기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2개 유형의 

준정 모두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206) 이러한 측면에서 준정제도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인지제도와 대비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준정의 효력발생시기가 

일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1유형, 즉 혼인에 의한 준정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후행하는 부모

의 혼인에 의하여 비로소 구비되는 것이고, 현행 민법 제855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준정의 효력발생시기가 명확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반

면, 제2유형, 즉 인지에 의한 준정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후행하는 인지

에 의하여 비로소 구비되는 것인데, 현행 민법상 이러한 준정의 효력발

생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참고로 일본 민법 제789조 제2

항은 위 제2유형과 관련한 규정인데, ‘인지한 때부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학설은 법문언에 충실하게 그 효

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207) 최근의 학설과 실무는 인지의 소급효(일본 

민법 제784조 본문 참조)가 있더라도 준정 요건이 구비되는 것이 ‘부모

가 혼인한 때’이고, 이는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려

는 준정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208) 이러

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209) 결국 준정의 유형을 

205)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83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206) 송덕수 (2018), 157; 박동섭 (2013), 284; 신영호․김상훈 (2018), 173;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1887; 이경희 (2013), 194; 한봉희․백승흠 (2013), 261 등.

207) 野上久幸, 親族法, 三省堂 (1928), 316; 穂積重遠, 親族法, 岩波書店 (1933), 475; 宮崎

孝治郎, “準正制度の進化とその機能”, 永田博士「新民法要義」完結記念・法学に関

する諸問題 (1962), 402 등.

208) 我妻栄 (1961), 253; 太田武男, 親族法槪說, 有斐閣 (1990), 268; 久貴忠彦, 親族法, 일

본評論社 (1984), 194;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85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일본 호적선례는 “인지준정의 효과는 혼인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해석된다.”라고 한 

바 있다(일본의 1967. 3. 8. 民事甲 373号 民事局長 回答).

209) 박동섭 (2013), 283에서는 제2유형과 관련하여 ‘인지신고 시부터’ 준정이 생긴다

고 보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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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 준정제도의 의미 변화

    이론상으로 원래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했다고 하더라

도 그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혼인성립 이후에 출생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차별적 취

급을 받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의 의제에 의

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내지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혼인을 촉

진․장려하는 측면도 있다.210) 그렇기 때문에 준정제도는 혼인 외의 출생

자의 복리 실현과 정당한 혼인의 존중이라는 2개의 명제를 교묘하게 연

결하는 것으로서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취급하는 일종

의 법률적 혜택이라고 볼 여지도 있었다.211)

    이와 같이 준정제도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최근 서구 여러 나라에서 비혼동거 

등이 일반화되고 이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가 급증하면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사라진 현대 친자법에서 그 존재 의의가 현

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212) 실제로 스웨덴,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철폐된 것 또는 혼인 중의 출

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준정제도

를 폐지하였다.2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210) 穂積重遠 (1933), 475; 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靑林書院 (1965), 403; 我妻栄 (1961), 

251 등 참조.

211)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570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참조.

212) 한봉희․백승흠 (2013), 261.

213) 준정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의 구체적 현황에 대하여는 中川善之助․米倉明 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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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출생자를 구별하는 방식이 민법상 삭제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

재의 준정제도214)는 그때까지 과도기적 위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215)

571-573 (岡垣学․二宮周平 집필부분) 참조.

214) 준정제도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친권 또는 후견과 관련하여 실체법상 의미가 있

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친권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부모

가 혼인 중이기만 하면 공동친권을 행사함이 원칙이고(제909조 제2항 전단), 미성년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성년후견의 경

우에는 그 개시․종료 여부가 우리 민법상 친권과 연동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부모가 혼인 중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준정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또는 후견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

한다고 할 수 있다. 

215) 오병철 (2018. 6), 195에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분을 철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준정제도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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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실무적 측면: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

    2015. 4. 30. 헌법재판소는 민법(법률 제14965호, 2018. 2. 1. 시행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

료의 날부터 300일 내1)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위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

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2)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불

합치결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 남편

인 부(夫)의 친생자일 개연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고 유전자

검사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혈연의 진실성에 부합하는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학계에서도 그동안 별 문제의식 없이 유

지되어 온 친생추정제도 관련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설시한 입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사실관계

1) 현행 민법 제844조 제3항과 달리 종전에는 300일 ‘내’라고 규정되었으나, 보다 정

확히 말하자면 300일 ‘이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전 민법 규정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일 ‘이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위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에서는 재판관 9인의 의견이 6대 3

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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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A녀는 2012. 2. 28. B남과 이혼신고를 한 후, C남과 동거하면

서 2012. 10. 22. 딸 D녀를 출산하였다. 청구인 A녀는 2013. 5. 6. 관할구

청을 방문하여 C남의 성을 따라 딸 D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할구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민법 제844조에 따라 딸 D녀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B남의 성을 따라 B남의 친생자로 기록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보

류하였다. 한편, C남은 D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려고 한다. 이에 청구인 A

녀는 민법 제844조 및 제845조가 청구인 A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면서, 2013.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을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입법재량의 한계

를 준수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

로, 친생부인의 소를 규정한 민법 제846조나 제847조로 심판대상을 확장

하여, 그 규정들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

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친생추정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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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추정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출

생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

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동

일한 입장이다.

      다.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오늘날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상황은 친생추정의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반

영하지 않고 아무런 예외 없이 300일의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청구인이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즉 독일과 같이 친생추정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비송사건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녀의 신분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

에 대하여 추정규정의 본질상 진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을 

수 없으며, 그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입법부작위 상태에 있는 추정 번복

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라. 잠정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공

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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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이것이 

정상적인 헌법불합치결정 방식은 아니며, 다수의견이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를 전혀 구제해 주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잠정 합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3. 평가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전후로 학계에서는 민법 

제844조 등 개정과 관련된 연구 논문3)이 다수 발표되었다. 다만, 그 논

의의 범위는 대체로 현행 친생추정규정을 그대로 둔 채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거나 그 경우에 간이한 절차로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방안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민법 일부개정법률

안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친생추정제도’와 관련하여 ‘혼인성립

의 의미’ 또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05. 3. 31. ‘친생부인제도’와 관련하여 그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에 관

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학계에서 위 제도들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5) 그러나 위 결정에서도 언급된 것처

3) 현소혜,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5. 2), 263-295; 승이도,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家族法硏究 第29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15. 3), 

265-294; 현소혜,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成均館法學 第

27卷 第4號,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5. 12), 63-92; 전경근, “親生子推定條項

의 問題點 및 改正方向”,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1-129; 정구태, “2015년 親

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法學論叢 第23卷 第1號,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 17-22; 윤진수,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家族法硏究 第31卷 第1號, 韓國

家族法學會 (2017. 3), 1-26 등.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 2016. 5. 30. 발의) 제844조 제2항 단서, 민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698, 2016. 8. 19. 발의) 제844조 제2항 단서 참조.

5) 물론 우리의 친생추정제도에 관한 입법론으로서 ‘출생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崔鎭涉, “親族法의 未來의 課題”, 家族法硏究 第14

卷, 韓國家族法學會 (2000), 338; 이은정, “가족제도의 변화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

성”, 法學論攷 第33輯,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0. 6), 385;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景仁文化社 (2011),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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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오늘날의 상황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민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

졌고, 이는 우리의 친생추정제도와 친생부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 다수의견의 심판대상조항 관련 문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의 태도는 다소 모순6)된 듯한 인

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위 심판대상조항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

생 여부를 친생추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반대의견의 지적처럼, 친생추

정에 관한 근본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의 문제는 없고,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

는 전혀 없는 것일까? 이는 특히 위 결정의 판단내용 중 “…민법상 친

생추정이 모ㆍ자ㆍ생부ㆍ부(夫)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

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생추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소

송을 통하여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비합리성이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혼인 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추정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6) 윤진수 (2017. 3), 13에서는 “…위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 위 결정의 진

의는, 친생추정에 아무런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한 채 오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친생부

인의 소만으로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민법 제846조나 제847조로 이 사건

의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그 규정들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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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생추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강

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설시한 부분을 보면, 심판대상조항인 친생추정제

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청구인은 2012. 10. 22. 딸을 출산하고, 2013.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민법상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심판대

상조항의 위헌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즉 다수의견은 

‘전혀 예외7)를 두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의 문제8)에 집중하였고, 그 예

외를 두지 아니함으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친생추정제도

나 친생부인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개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였던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기본

적인 관점이 달랐던 것이고, 그러한 다른 관점 하에서 각 의견을 개진하

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7)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독일에서는 부(夫)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라도 그 출

생일이 이혼소송 계속 이후이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한 경우라면 부(夫)의 친생추정

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권재문 (2011), 105

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친생부인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부자관계가 해소가 인정되는 유

일한 예외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친생추정으로 성립된 부자관계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해소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의견의 태도와 달리 ‘친생추정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독일 민법 제1599조는 부자관계의 부존재

(Nichtbestehen der Vaterschaft)에 관한 규정으로서 ‘친생부인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제1항)와 더불어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자녀가 출생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자가 인지한 경우’(제2항)를 두고 

있다. 비록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독일에서 친생추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다수의견의 표현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수의견은 ‘처음부터 친생추정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입법’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식으

로서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8) 이러한 점은 다수의견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자가 출생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추정의 

주된 목적인 자의 복리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

다.”라고 설시한 부분으로부터 뚜렷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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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과 ‘입법시한을 두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방식’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보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한 대립이 존재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추정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친

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한 부분에서는 별다른 입장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수의견은 모(母)뿐만 아니라 부(夫)․생부․자녀의 관점9)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불합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송사건

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친생추정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의 해결방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측면에서

는 다수의견이 단순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인식한 수준을 넘어서 향후 

우리의 ‘친생추정제도’그 자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진실한 혈연관계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변화 내지 개선 가능성을 위한 단초를 제공

하였다10)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9) 이러한 점은 다수의견이 “모의 경우,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출산

한 생부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남편의 자로 기재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소기간 내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모가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부(夫)의 경우, 전

처가 이혼 후 출산한 제3자의 자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벗어나려면 모의 친생부인의 

소를 기다리거나 2년의 제척기간 안에 스스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모 또는 부(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2년의 제척기간

이 지나 친생부인의 기회를 상실하면, 자는 생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 없고 생부도 

자를 인지할 수 없어,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길이 막혀 버린다.”라고 설시한 부

분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다.

10) 이러한 점은 다수의견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

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

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

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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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종래 대법원의 제한해석론이 갖는 의미

    우리나라에서 친생추정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친생추정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그것이 가

능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

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

였는데, 현재까지도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일정 부분 

혈연의 진실성에 부합하는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한 것11)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과 관련된 

학계와 실무의 논의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항소심12)에서 위 확립된 대법원 입장과 동일한 원심의 

판결13)을 취소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판결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위 논의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

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없다. 이러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래의 입법취지에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친자관

계를 신속히 진실에 맞게 합치시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라고 설시한 부분으로부터 뚜렷이 알 수 있다.

11) 李庚熙, “親生親子關係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家族法硏究 第16卷 第1號, 韓國家

族法學會 (2002), 39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이러한 판례의 태도 변

경은 가능한 한 법적인 부를 생물학적인 부와 일치시키려는 혈연진실주의적 경향이라

고 볼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2)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및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은 그 이유에서 “…동서(同棲)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

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

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3) 서울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339443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드단329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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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에서는 종전에 비해 ‘친생추정제도’를 둘러싼 관심이 한층 

뜨거워진 한편,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종전

과 달리 ‘완화된 친생부인의 소 제기요건’ 또는 ‘신설된 비송사건절

차’로 인하여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친생추정에 관한 대

법원의 제한해석론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

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법제와의 비

교를 통하여 친생추정의 한계 설정에 관한 제한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1. 종래 국내의 논의상황

      가. 대법원 입장의 변천

    우리 대법원은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

에 의하지 않고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입장의 변

화가 있어 왔다.

    처음에는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 중에 처가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함이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

고, 이러한 자의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확정판결을 받는 도리밖에 없으며,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여러 해

에 걸쳐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위 추정은 번복되

지 않는다 할 것이고…”라고 판시(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

결)하여 이를 부정하였고, 이후에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여 출생한 자

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가사 처가 부가를 나와서 제3자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에 그 자를 포태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만이 친생부인의 소로서 

위 친생자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데 그 친생부인의 소로서 위 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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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뜨려지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그 자가 자기의 자라고 주장할 수 없

다.”라고 판시(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65 판결)하여 이러한 태도

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

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

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

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

고 판시(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하면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판시 태도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

다.14)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9인의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서 

“왜냐하면 위 제844조는 제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

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전제사실을 갖추지 아

니한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에 의하게 함은 도리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

는 부자관계의 성립을 촉진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라고 하였는데, 4인의 반대의견은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민

법 제844조는 제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일률적으로 부의 자로 추정하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부

가 이를 부인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사실을 입증

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일반원칙에 어긋난 예외적 경

우를 미리 상정하여 위 추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근

14) 이후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대법

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등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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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취지에 반하고, 위 제844조 소정의 혼인은 모든 법률혼을 의미하므로 

그 추정범위를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로 제한함은 

법조의 명문에 반하고, 나아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의 제한은 부자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오히려 친생추정의 규

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라고 비

판하였다. 위 반대의견은 한걸음 더 나아가 “물론 이와 같은 예외적 사

정이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부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진실에 반하는 부자관계가 법에 의하여 유지

된다는 것은 일견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의 생활감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불합리는 별로 문제시될 것이 없으므로 친생자 추정의 

일반원칙을 정한 위 법 제844조의 규정과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예외적 

경우를 정한 민법 제846조의 규정의 각 취지에 반하는 해석은 피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의 한 대법원 판결15)은 유전자검사결과 부(夫)와 자(子) 간

에 혈연관계가 부존재하더라도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

(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

전히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학계의 입장

    학계에서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

15) 대법원 2012. 10. 11. 2012므1892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공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그와 같이 판시한 근거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학계

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구태,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

고적격-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121 

및 123; 류일현,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최근의 최고재판소 판례(2014

년 7월 17일 판결)를 소재로 하여”,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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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이전부터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려는 주장이 제기되었

고,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

생추정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이는 

급격히 변화된 시대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전자검사기술의 발달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자관계를 현행 법체

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다양한 주장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⑴ 무제한설

    무제한설16)은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 예외를 전혀 인정할 필요 없이 

친생추정 여부는 법문에 충실하게 출생시기만을 가지고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장한 

직후에 국내의 한 문헌17)은 우리 민법이 독일 민법처럼 친생추정이 미치

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판결

의 반대의견처럼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부(夫)

의 불이익으로 돌려 하루 빨리 부자관계를 확정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당

시 민법상 1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무제한설은 한동안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

러나 일본 민법상 친생부인 기간의 기산점이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 

규정된 관계로 엄격한 친생부인의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설이 고안된 것과 달리, 이제 우리 민법상 그 기산

점이 2005. 3. 31.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개정되었고 제소권자도 

부(夫) 외에 처(妻)를 추가하였으며 장기간의 별거가 있는 경우에 친생부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부자관계를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결

16) 그 구체적인 근거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과 

유사하다.

17) 鄭貴鎬, “親生子의 推定과 親生子否認의 訴”, 民事判例硏究 第6輯 , 民事判例硏究會 

(1984),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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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친생추정의 기능을 반감시키는 제한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18)이 제기된 바 있다.

     ⑵ 외관설

    외관설19)은 처(妻)가 부(夫)의 자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외관상 명백한 경우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위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

장하기 전부터 ‘외관’을 토대로 한 해석을 통하여 엄격한 친생추정규

정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20)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도 이러한 

외관설을 지지하는 입장21)이 많다. 이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 함은 부(夫)의 실종․수감․외국체재, 부부의 사실상 이혼으

로 인한 장기간 별거 등과 같이 부부의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임신 가

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부(夫)가 직장 형편상 일시적으로 집을 떠

나 있는 경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또

는 부의 생식불능이나 부자 간 혈액형의 상이(相異)가 있는 경우 등은 

위에서 말한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외관설은 부

부의 사생활 내지 개인적 내부사정까지 침해하여 조사해야만 비로소 드

러나는 사유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결국 가정의 평화 보호를 

위한 친생추정제도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163; 권재문 (2011), 297-298.

19) 그 구체적인 근거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유사하다.

20) 金疇洙, 親族․相續法: 家族法, 第2全訂版, 法文社 (1978), 202; 金容漢, 親族相續法論, 

全訂版, 博英社 (1980), 212; 李根植․韓琫熙, (新)親族相續法, 重版, 一潮閣 (1978), 136.

21) 池元林, 民法講義, 제14판, 弘文士 (2016), 1871; 박정기․김연, 친족상속법, 1판, 도서출

판 탑북스 (2013), 202; 조승현, 친족․상속, 제5판, 신조사 (2015), 197; 최금숙, 로스쿨 

親族法(1), 초판, 第一法規 (2010), 26; 이영규, 새로운 가족법강의, 증보판, 大明出版社 

(2008), 187; 한삼인, 신체계 한국가족법, 초판, 화산미디어 (2015), 1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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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혈연설

    혈연설은 혈연진실주의를 관철하여 부(夫)와 자(子) 간에 혈연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라면,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 예외를 인

정하는 입장22)이다. 즉 ‘동서(同棲)의 결여’라고 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의 생식불능, 부자 간 혈액형의 상이(相異)가 있는 경

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⑷ 가정파탄설

   

    가정파탄설은 아내가 남편의 자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

되었고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23)이다. 이때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내가 자녀의 생부와 동거하고 생부가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형식상 혼인은 계속되고 있지만 부부관계가 파

탄된 관계로 별거하면서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

다. 결국 가정파탄설은 혈연진실주의와 가정의 평화라는 두 법익을 조화

시키려는 입장으로서 이미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경우라면 혈연진실주의

를 관철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의 평화를 중시하여 외관설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친생

추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22)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244;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1판, 三英社 

(2013), 239; 조미경,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家族法硏究 第11卷, 韓

國家族法學會 (1997), 167; 김선혜,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訟實務上 몇 가지 問題

點”, 재판자료 제62집, 법원도서관 (1993. 12), 627.

23) 李濟正, “親子關係確認訴訟의 審理上 主要 論點”, 裁判資料; 家庭法院事件의 諸問

題 第101輯, 법원도서관 (2003), 443-444; 이경희, 가족법, 8정판, 法元社 (2013), 173;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법문사 (2018), 300; 오시영, 친족상속법, 제2판, 

학현사 (201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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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⑸ 동의설

    동의설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

유가 없더라도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

었고 부부와 자녀 모두가 동의한 경우라면,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 예외

를 인정하는 입장24)이다. 실무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검사결과 부자 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

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25)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부적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 기판력에 따라 친생추정의 효력

은 번복되었다고 보기 때문26)이라고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

566 판결 참조).

    ⑹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설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설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

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남편과 자녀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도 부존재한 

경우라면, 민법 제844조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27)이다. 이때 사

회적 친자관계28)란 혈연관계가 없는 남편과 자녀 사이에 부자로서의 

24)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8), 139; 朴秉濠, 家族法, 한국방송통신대학 출

판부 (1991), 159-160.

25) 박정화, “親生子關係存否確認訴訟의 審理에 關하여”, 家事調停 第4號, 서울가정법

원 조정위원회 (2001), 51-52; 李濟正 (2003), 444 주 72);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법문사 (2018), 300 주 19).

26) 박정화 (2001), 52 주 16); 李濟正 (2003), 444 주 72).

27) 정구태 (2015. 6), 131. 다만, 제한해석론의 다른 용어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상황

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초점에 맞추어 위 문헌상 용어인 ‘사

회적 친자관계설’을 수정하여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8) 참고로 독일 민법상 사회적 친자관계는 법률상 부(夫)가 적절한 시점에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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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남편이 부(父)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친자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결국 사회적 친

자관계 부존재설은 혈연진실주의와 사회적 친자관계라는 두 법익을 조화

시키려는 입장으로서 사회적 친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라면 혈연진실주

의를 관철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하여 외관설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2. 검토

    

     가. 제한해석론의 등장 배경과 존속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약 35년 동안 우리나

라에서는 학계와 실무를 불문하고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을 꾸준히 개진

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친생부인의 소 제기요건이 완화된 2005년 민법 

개정,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비

송사건절차가 신설된 2017년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일본

의 학계에서도 외관설,29) 혈연설,30) 가정파탄설,31) 동의설,32) 신가정형성

실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제1600조 제4항 제1문), 이러한 사회적 친자관

계가 없을 것은 비혼 혈연부의 부성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제

1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등 참조). 

29)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221; 島津一郞, 家族法入門, 有斐閣 (1981), 191.

30) 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靑林書院 (1965), 365; 高野竹三郞, “摘出性の否認”, 家族

法大系 Ⅳ, 有斐閣 (1960), 20; 橘勝治, “嫡出推定の排除に關する一考察”, 戶籍 409

号, テイハン (1979. 5), 11.

31) 松倉耕作, “嫡出性の推定と避妊”, 法律時報 45卷 14号, 日本評論社 (1973) 130; 松

倉耕作, “嫡出推定と子の幸福”, 民商法雜誌 78卷, 有斐閣 (1978), 84; 小野善弘, “親

子關係における血緣について”, 現代家族法の諸相 高野竹三郞先生古稀記念, 成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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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33) 등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고, 최근 최고재판소34)는 재판관 

5인 중 3대 2로 나뉘어 결국 다수의견대로 종전35)처럼 외관설을 채택하

였다.

    물론 일본은 우리의 친생추정제도와 비슷한 적출추정제도와 우리보

다 더 엄격한 적출부인제도를 두고 있어 적출추정의 제한해석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제기요

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36)이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친생추정제도’와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제기요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현행 친생추정제도는 민법 제

정 당시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이혼․재혼이 증

가하고 법률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

게 된 시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우리 

민법은 자녀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에도 

(1993), 331. 

32) 福氷有利, “嫡出推定と父子関係不存在確認”, 家族法の理論と実務 別冊 判例タイムズ 

8号 (1980), 254.

33) 梶村太市, “嫡出子否認の訴えと親子關係不存在確認の訴え嫡出推定排除と科學的證

據に關する最近の東京高裁の二判決を素材として”, 判例タイムズ 48卷 13号, 判例

タイムズ社, (1997. 5), 35.

34) 最高裁判所 2014. 7. 17. 判決(判例時報 2235号, 14). 위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는 류일현 (2015. 8), 1014-1021.

35) 最高裁判所 1969. 5. 29. 判決(民事判例集 23卷 6号, 1064) 이후로 외관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床谷文雄, “家庭破綻後の嫡出推定を受ける子に對する親子關係不存

在確認の訴え”, 法律時報 別冊 私法判例リマクス 22号, 日本評論社 (2001. 2), 79; 

松倉耕作, “嫡出推定と子の幸福”, 民商法雜誌 78卷, 有斐閣 (1978), 71; 水野紀子, 

“嫡出推定·否認制度の將來”, ジュリスト 1059号, 有斐閣(1995. 1), 116. 

36) 류일현 (2015.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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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것인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37) 또한, 종전에 비하여 친생부인의 

소 제기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나, 그것은 여전히 일정한 제약이 있어 

위와 같은 시대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현행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만이 

제기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비록 

2018. 2. 1.부터 친생부인의 소보다 완화된 비송사건절차가 신설되었지만 

그것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

로 ‘혼인 중의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허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절차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

문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문

제가 있다는 주장38)이 있다. 즉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출생 당시

에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출생 후의 사정 또는 출생 후에 

밝혀진 사정을 근거로 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자녀의 출생시기와 모(母)

의 법률상 혼인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

법 제844조에 따라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향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해소될 수도 

있다. 이는 법적 부자관계의 사후적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즉 출생 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친생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 입법자는 친자관계의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

로 민법상 그러한 가능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혼인 중의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 불변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7) 이는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은정 (2010. 6), 385.

38) 윤진수 (2018), 162. 제한해석론 중 혈연설이나 가정파탄설,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

설은 출생 후의 사정 또는 출생 후에 밝혀진 사정에 따라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를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 동의설도 그 동

의의 시점이 출생 후일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 밖에 제한해석론의 문

제점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윤진수 (2017.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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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의 차원에

서 친생추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하

여는 앞서 보았듯이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출생 당시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이미 결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보다 요건이 완화된 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사후적 변경 가능성을 보다 탄력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 출생 후의 사정 

또는 출생 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변형

된 법리를 만들어낸 것이 반드시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하여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의 법리를 변경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고, 이때 친생추정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생추정제도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안정

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보다 비중이 있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기반이 사라진 상황에서조차 친생추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

서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측면

에서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라는 기본적 구조는 오늘날

의 현실과 자녀의 복리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못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재판실무상으로 친생추정으로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친

생추정을 벗어나 진실한 부(父)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

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판실무례가 오히려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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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친생추정을 고수하는 것이 특히나 자

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입법자가 예상했던 

현행 친생추정제도와 친생부인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제한해석론이 생겨난 배경에는 

친자관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혈

연의 진실성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책을 부여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나,39) 친생추정제도가 공동화될 정도로 극단적인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한 나머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은 특히 당사자인 자녀에게도 친

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 등 관련 제도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위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제한해석론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우리의 시대 

현실을 담아내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보다 상당히 완화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할 경우,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친생추정이 번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놓

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각 해석론을 비판

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석론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나. 각 학설에 대한 구체적 분석

     첫째, 무제한설은 민법 제844조의 문언에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불합리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최근에 특히 2005년 개

39) 松倉耕作 (1978),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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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법에 의해 친생부인제도와 관련하여 ‘절대기간 없는 상대기간이 도

입됨에 따라 더 이상 제한설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위 반대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의 다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친생추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

적이어서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

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앞서 보았

듯이 우리의 친생부인제도는 여전히 원고적격이 제한되어 있고,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처럼 자녀나 생부에게 친생추정을 번복할 방법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40)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보면서도 입법이 아닌 해석에 의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나,41) 그와 같은 적지 않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

으로서 친생추정제도의 존립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해

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반드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

다. 또한, 2018. 2. 1.부터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

녀의 경우에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생

부에게도 인지허가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지만, 여러 제약조

건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민법 개정

으로 인하여 종전에 문제되었던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

지만, 현행 민법이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라는 기본적 구조를 그

대로 유지하는 한, 여전히 해석론을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

40) 앞서 본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항소심) 및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항소심)은 그 이유에서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

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까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

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

혹한 측면이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특히 친생추

정이 미치는 자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벗어나 자신의 친생부와의 친생자관

계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41) 윤진수 (201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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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를 논의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42)

     둘째, 외관설은 제한해석론 중 친생추정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가장 엄격히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입법에 변형을 가하

는 해석론을 전개하더라도 최대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신중히 접근

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설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

나는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외관’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그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다.43) 따라서 혈연관계

가 없는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자녀의 복리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즉 통상의 부자관계를 통하여 발현되는 

사회적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고

려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혈연설은 제한해석론 중 친생추정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전자검

42) 류일현 (2015. 8), 1036에서는 그 예로서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한 아내가 이 사

실을 숨기고 출산하여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부부가 현재는 이혼하고 그 자녀 또

는 생부가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사안’을 들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서울가

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항소심)은 ‘아내와 혼인기간 중에 1997. 

1. 5. 출산한 자녀(B)에 대하여 남편(A)이 1997. 1. 27.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하여 1998. 3월경 그 자녀(B)가 남편(A)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

오고 약 6개월 후인 1998. 9. 4. 이혼하여 전 남편(A)과 위 자녀(B)는 서로 교류 없이 

지냈고, 전 남편(A)이 2004. 8. 23. 원고와 혼인한 후 위 자녀(B)가 2008. 8월경 법원의 

심판에 따라 전 남편(A)과 동일한 성과 본을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위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들, 즉 전 남편(A)과 자녀(B)를 상대로 제기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 사이에 친생

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의 판결이 확

정되었다. 또한, 앞서 본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87 판결(항소심)

은 ‘피고(D)와 혼인기간 중에 1997. 8. 22. 출산한 자녀인 피고(E)에 대하여 원고(C)

가 1997. 9. 9.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들(C와 D)은 2001. 9. 11. 협의이혼하였고 원고

(C)가 협의이혼 당시 피고(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줄곧 피고(E)를 양육해 온 한편, 

피고(E)의 친부(F)가 2002. 1. 10. 피고(E)를 새로운 인적사항(G)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피고(E)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인적사항(G)으

로 생활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D)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위 항소심은 원고(C)가 피고(D)와 피고(E)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3) 松倉耕作, “長期別居中の懷胎子と嫡出推定”, ジュリスト 別冊 132号, 有斐閣 (1995),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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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혈연진실주

의를 더욱 강화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44) 그러나 

이러한 혈연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친생추정제도나 친생부인제

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45) 또한, 혈연관계의 부존

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혈연

설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46)

    넷째, 가정파탄설은 친생추정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과 관련

하여 외관설보다 넓고, 혈연설보다 엄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정파탄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충분

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혈연관계 없

는 남편과 자녀의 의사나 정서적 유대 등 사회적 친자관계의 실질에 비

중을 두지 않고 있고, 부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뒤집힐 위험이 있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정파탄이라는 혼인관계의 실질에만 치중하고 있

다는 점에서 가정파탄설의 취약점이 드러난다.47) 즉 혈연관계의 부존재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가정파

탄설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동의설은 친생추정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외관설보다 

더 넓게 인정하려는 해석이다. 물론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없음

이 밝혀지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고 보기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가사사건절차법상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과 같은 근거규정이 없

44) 權載文, “血緣眞實主義 實現을 위한 親生否認의 要件緩和와 調停節次의 活用”, 法

曹 第579號, 法曹協會 (2004), 147.

45) 윤진수 (2018), 162; 宫崎幹朗, “嫡出推定規定の意義と問題點”, 有地亨 編, 現代家族

法の諸問題, 弘文堂 (1990), 268.

46) 정구태 (2015. 6), 133.

47) 二宮周平, 家族法, 新世社 (1999),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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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사자들의 동의만으로 법이 정한 제소요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48)이 있다.

    결국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설은 친생추정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과 관련하여 가정파탄설보다 엄격하면서도 친생추정제도의 궁극적 목

적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입장에 의하면, 비록 

혈연관계가 없는 남편과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특히 그동안 제한해

석론이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자녀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관점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회적 

친자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법적 부자관계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사회적 친자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일뿐더러, 설사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

라도 모(母)의 배우자인 법률상 부(父)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반드

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혈연부 등 제3자가 위와 같

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친자관계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설은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친생추정제도와 친

생부인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사

회적 친자관계를 유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폐단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48) 정구태 (2015. 6), 133-134.



- 119 -

제2절 제도적 측면

Ⅰ.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2017. 10. 31. 개정 민법(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가사비송절차로서 

두 가지 유형, 즉 친생부인허가절차(제854조의2)와 인지허가절차(제855조

의2)가 신설됨에 따라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제기요건으로 인한 문제점

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록 부차적인 부분이기

는 하지만, 민법 제854조의2 제2항 및 제855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

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

른 검사결과…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정법원의 심리절차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

른 정확한 부자관계의 증명’을 고려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로서 민법상 

처음으로 명시적 문언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민법 

제844조 제3항, 즉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만

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제85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855조의2 제1항 본

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아닐 것이 요구되므로(제

85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855조의2 제1항 단서), 실제로는 친생추정의 

번복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절차가 도입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학계와 실무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요

한 경우 관련 입법론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검토는 

친생추정의 번복절차로서 가사비송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인지허가 관련 문제와 입법론



- 120 -

       가. 인지허가의 효력발생시기와 법적 의미

    비록 우리 민법상으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인지허가를 애초 생부의 인지와 연동시키려는 

점49) 등을 고려하여 친생부인허가 외에 인지허가라는 별개의 절차가 신

설되기는 하였으나, 인지허가와 친생부인허가는 친생추정의 번복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0) 다만, 어머니 또는 어

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허가를 받거나 생부가 인지허가를 받은 경우

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친생추정이 번복51)되는 시점에 차이를 두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 즉 친생부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곧바로 친생추정이 

번복되나, 인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친생추정이 번복된

다(민법 제854조의2 제3항 및 제855조의2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애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52)에는 허가의 효력에 관

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

면서 그에 관한 규정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53) 그리하여 특히 인지허

가를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생부의 인지를 위한 선행절차로서만 규정되

었던 위 개정안과 달리 개정 민법에서는 생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선행절

49) 정부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17호, 2017. 4. 5.) 제855조의2 제3항; 

윤진수,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家族法硏究 第31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17. 3), 19.

50) 이와 관련하여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

문집 제42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80-181에서는 “효력면에서 볼 

때 인지허가의 심판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친생부

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라는 두 제도를 둘 필요 없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으로 일

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51) 법문에서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법 제854조의2 제3항 및 제855조의2 제3항), 아래에서는 편의상 ‘친생추정의 번

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52) 정부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17호, 2017. 4. 5.) 제854조의2 및 제

855조의2 참조.

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6617호) 검토보고서 (2017. 

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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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서 규정되어 결국 그러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친생추정이 번

복되도록 수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의 인지허가를 받은 시점’부

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여전히 어머니의 전 남편의 친

생추정이 인정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지허가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 

여전히 어머니의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

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부(父)의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위 기간 동안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부의 입장에서

는 인지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54) 어떤 측면에

서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인지허가심판

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상 사실상 위 기간 동안 인지허가심판에 구애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전 남편이 위와 같은 출생신고를 할 가

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지허가를 받은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

여 인지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자녀의 법적 지위가 안정될 수 있는 경

우라면 인지허가심판의 확정과 동시에 가급적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인지허가의 효력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즉 인지허가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친생추정 번복의 효력이 있는가,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능

하게 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위 심판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6617호) 검토보고서 (2017. 

9), 9에서는 “…특히 인지허가의 경우 심판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면 허가심판에 따른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어머니의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전 남편이 인지의 효력을 다투게 되면 자의 법적 상

태가 불안정해질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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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생추정 번복의 효력이 없지만 생부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친생

추정 번복의 효력이 있는가를 말한다.55) 물론 민법 제855조의2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인지허가는 생부의 출생신고 전후로 그 효력이 구분된다. 

즉 인지허가는 생부의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추정 번복의 효력이 인정

되지 않고 단순히 생부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반면, 생부의 출생신고 이후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생추정 번

복의 효력까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기술도 한편으로는 나름의 의미

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부의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인지허가의 

효력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인지허가도 법원의 재판인 이상 그 재판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다 자

연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나 생부가 법원의 인지허가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그 허가 후에 어머니의 전 남편이 혼인 중의 자녀로 먼저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지허가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 법감정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수긍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 인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친생부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번복되도록 

개정하여 허가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나. 인지허가의 적용범위

    자녀가 전혼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임과 동시에 후혼

성립일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56)에도 해당된다면, 개정 민법 제

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6617호) 검토보고서 (2017. 

9), 9 주 5) 참조.

56) 만약 자녀가 전혼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임과 동시에 후혼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후혼의 남편은 생부가 아닐뿐더러 그 자녀는 

후혼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55조의2에 따라 인지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위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후혼의 남편은 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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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조의2에 따라 인지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실무상 종

종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생부’의 개념과 연관

되어 있다. 

    만약 민법상 생부(生父)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를 말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와 같이 중첩되는 경우가 

같은 법 제855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후혼의 남편은 인지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견해’라 한다). 이는 

후혼성립일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보더

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민법상 생부(生父)는 부모가 혼인했더라도 친

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녀의 아버지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와 같이 중첩되는 경우가 같은 법 제855조의2 제

1항 및 제3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후혼의 남편은 인지허가

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견해’라 한다). 이는 물론 후혼성립일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임을 전제로 한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국내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처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생부의 개념을 제2견해처럼 보더라도 후혼의 남편은 인지

허가를 받는 것에 그칠 뿐,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3

견해’라 한다). 왜냐하면, 위 조항의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법 제855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허가청구의 주체, 즉 생

부의 개념뿐만 아니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현행 민법상 ‘혼인성립의 날

인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부를 정하는 판결 또는 친생부인허가심판이 확정

되어야 비로소 위 자녀에 대한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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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보아야 하고, 

생부는 혼인을 하였더라도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기간에 해

당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위 제2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소송절차와의 관계 문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사비송절차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사람이 위 가사비송절차가 아니라 위 소송절차를 이용해

야 하는 경우이다. 둘째,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

으나, 위 가사비송절차가 아니라 위 소송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이다. 

셋째,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위 가사비송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다시 위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

우이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셋째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

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예컨대, 친생부인허가결정57)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전 남편이 자녀

의 부(父)임이 밝혀진 경우에 이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마

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친생부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에 관

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 소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5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친생부인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종전의 허

가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59) 물론 친생부인허가결정은 그

57)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친생부인허가결정과 인지허가결정은 친생추정이 번복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인지허가결정도 친생부인허가결정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

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58) 윤진수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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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확정됨으로써 그 절차 안에서는 더 이상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효력, 즉 형식적 확정력60)이 발생하는데 그치므로, 대세효61)가 인정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는 않다. 다만, 친생부인허가결정을 받

은 후에 다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친생부인허가에 의하여 형성된 효력, 즉 민법 제854조의2 제3항에 따

른 친생추정 번복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

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친생부인허가를 받은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여 양 절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62)

   3. 친생추정의 번복에 관한 표현상 문제와 입법론

59) 참고로 일본에서는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가사심판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

다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가사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효과를 당사

자나 재판소가 다툴 수 없다고 본다. 德田和幸, “家事審判の旣判力,” 判例タイムズ 

100号, 有斐閣 (2002), 583.

60) 왜냐하면, 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가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

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가사소

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 김선혜, “가사재판의 기판력”, 家

族法硏究 第23卷 第3號, 韓國家族法學會 (2009), 295 참조.

6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차주희, “친생자 추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제안-헌법재판소 2015. 4. 30. 선

고 2013헌마623 결정을 중심으로-”, 젠더 판례 다시읽기: 2015-2016, 젠더법연구회 

(2017), 16에서는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허가를 인정하면서도 위 비송사건 외에 친

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도가 여전히 별도로 존재하므로 추후 위 

허가결정과 다른 취지의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 내용이 종전 친생부인허가결정이나 

인지허가결정과 다를 경우 어느 것의 효력이 우선할지와 관련한 실무상 혼란(비송사

건이지만 한번 결정이 있으면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산분할은 이를 대체할 다른 소송

이나 제도가 없으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을 해결

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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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민법 제854조의2 제3항 및 제855조의2 제3항은 모두 “…제844

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고히 정립된 표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동서(同棲)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왔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법문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친생추정이 번복된 단계에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63) 물론 여기서 “…제844

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출생 시에 일단 

친생추정이 성립하지만 친생부인의 허가가 있거나 일정한 출생신고가 있

으면 친생추정이 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64) 만약 위와 같은 의미로 새길 수 있다면 독일 민법 제1599조 제1

항65)을 참고하여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와 같

이 해당 표현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66)

63) 윤진수 (2017. 3), 17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前) 남

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간이하게 친생부인의 추정을 배제하도록 한 것

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종래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았기 때문에, 종래의 판례와는 저촉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64) 윤진수 (2018), 160. 

65) 제1599조(부자관계의 부존재) 

   ① 부성부인에 의하여 자녀의 부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1592조 제

1호 및 제2호, 제159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599 Nichtbestehen der Vaterschaft

   (1) §1592 Nr. 1 und 2 und §1593 gelten nicht, wenn auf Grund einer Anfechtung 

rechtskräftig festgestellt ist, dass der Mann nicht der Vater des Kindes ist.

66)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제42권 제

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74-180 및 191-192에서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

니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위 개정 민법 조항은 입법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친생부인허

가심판과 인지허가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의 신분’으로 변경된

다는 내용으로 재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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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친생부인의 소와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

    2005. 3. 31. 개정 민법(법률 제7427호, 시행 2005. 3. 31.)에 따라 종

전에 비하여 요건이 완화된 친생부인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고유한 친생

부인권이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에게도 인정되었고, 제소기간이 ‘그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제약67)이 있기는 하나, 종전보다 혈연

의 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68) 여기서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에서 구체적

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민법 제851조

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민법 제851조는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

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개

정 전후의 법문언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보충적 친생부인권과 관련하여 

‘처(妻)’가 추가되고 제소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것 외에

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

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847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유 있음을 안 

날’이란 ‘자녀가 부(夫)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69) 내지 ‘자

67) 이와 관련하여 권재문 (2011), 310-311에서는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방향

의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도 혈연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행 민법상으로는 생부가 인지허가를 받아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친생추

정이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혈연부에게 친생

부인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68) 박설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해석-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

4591 판결에 관한 분석-”, 일감법학 제3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 607

에서는 “…2005년 이 조항이 개정되어 과거의 친생부인의 소의 요건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혈연진실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69) 김주수․김상용 (2018),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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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법률상 부(父) 사이에 혈연이 없음을 알게 된 날’70)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 제851조에 규정된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라 함은 부(夫) 또는 처(妻)가 자녀와 법

률상 부(父) 사이에 혈연이 없음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내에 사망한 경

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 결국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

속에게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보충적 친생부인권이 인정되는 것

이다. 한편, 부(夫) 또는 처(妻)가 자녀와 법률상 부(父) 사이에 혈연이 없

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라면,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민법 제851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도

과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그 이유에서 “원심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의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위 사안에서 실제로 망인이 피고와 혈연이 

없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설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대법원은 망인이 그

것을 알았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한 문헌71)은 민법 제851조의 규범목적과 관련하

여 어디까지나 혈연에 반하는 법적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에 있다고 

보면서도 사회적 친자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혈연진실주의

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결코 타당하

지 않으므로, 자녀가 출생한 후에 민법 제846조의 고유한 친생부인권자

에게 친생부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851조의 

직계비속 등에 의한 보충적 친생부인권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70)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초판, 박영사 (2015), 582 (權載文 집필부분).

71) 정구태 (2016. 4), 15-17. 



- 129 -

았다.72) 이에 따라 위 사안과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와 혈연이 없음을 모

르고 사망하였다면 망인에게 친생부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를 상대로 친생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하 ‘제1견해’라 한다). 반면, 

또 다른 문헌73)은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도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로 하여금 혈연을 바로 잡고 그의 상속이익도 보호하도록 해야 하므로 

위 사안에서 망인이 피고와 혈연이 없음을 모르고 사망하였다면 민법 제

851조를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되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을 도과한 관계로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이하 ‘제2견해’라 한다). 이처럼, 위 두 견해는 

결국 부(夫) 또는 처(妻)가 자녀와 법률상 부(父) 사이에 혈연이 없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851조에 규정된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

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앞서 본 것처럼, 위 두 견해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

나 직계비속의 보충적 친생부인권을 인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나름의 기

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견해들은 민법 제851조의 법문언에 

비추어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제1견해처럼 민법 제846조의 

고유한 친생부인권자가 자녀와 법률상 부(父) 사이에 혈연이 없음을 모

르고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의 친생부인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것을 알고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의 친생부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

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러한 친생부인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연진실주의 실현이라는 친생부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72) 그러나 민법 제851조에 따르더라도 부(夫)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나 친생부

인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2년 내에 사망한 경우, 부(夫)에게 설령 친생부인 의사가 없

었다 하더라도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관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박설아 (2015. 10), 623.

73) 박설아 (2015. 10), 6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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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7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것인데, 이미 법률에 명시된 이상 제2견해처럼 굳이 그러

한 기산점의 흠결로 보아 유추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필요가 없으며, 

민법 제846조의 고유한 친생부인권자가 자녀와 법률상 부(父) 사이에 혈

연이 없음을 모르고 사망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

간 내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사안에서 설사 망인이 피고와 혈연이 없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민법 제847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라면 피고를 상대로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미 그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였다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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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양친자관계의 결정

제1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은 입양신고가 아

니라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는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는 적어도 입양

신고의 요식성에 구애되지 않고 사회적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으나, 최근 실

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게 됨에 따라 종전 관

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그동안 당연시되어 

온 해석론을 학계의 입장과 더불어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 하에서 여

전히 종전 해석론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고

자 한다.

Ⅰ. 일반론     

  1. 문제의 제기: 종래 국내 현실을 중심으로

    민법상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양친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하

여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1)에 따른 입양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878조). 이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양친자관계가 인

정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그동

안 우리 사회에서는 양친이 되려는 자가 입양신고를 꺼리고, 오히려 허

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2) 무엇보다도 입양사실이 외

1) 이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이전에는 구 호적법)을 말한다. 

2) 이에 대한 정확한 실증적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설사 허

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부와 자녀가 원만한 생활을 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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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종전 우리 민법상 양친의 성을 따를 수 없는 상

황3)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자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4)

    그런데 위 경우에 과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것

을 인정한다면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

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특히 2013. 7. 1.부터 미성년자 입양 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됨에 따라 종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

정해 온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5)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

근 들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

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에는 이를 알 길이 없으며, 부부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친생자관계가 아

님을 확인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문제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

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상당히 많은 대법원 판결들을 통하

여 유사한 내용의 판시가 반복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현실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인, “入養制度의 法規定 整備에 

관한 提言”, 家族法硏究 第25卷 第3號, 韓國家族法學會 (2011), 23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양부모들이 입양 시에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즉 

허위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金疇洙, “虛

僞親生子出生申告와 入養의 成否-無效行爲의 轉換과 관련하여-”, 延世行政論叢 第9輯,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221에서는 “생후 얼마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어린 아이

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 부부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서 오랜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고 평가

하고 있다.

3) 반면, 구 입양촉진 및 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4) 이에 관하여는 정구태, “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친양자제도의 위헌 여부-헌

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22

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14;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초

판, 박영사 (2015), 767-768 (玄昭惠 집필부분); 주인 (2011), 23 등 참조.

5)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198; 현소혜,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

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2), 272; 편

집대표 윤진수 (2015), 772 (玄昭惠 집필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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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입장

   가. 입양의 효력 인정 여부 관련

    우리 대법원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몇 차례 입장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즉 처음에

는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대법원 1947. 11. 25. 

선고 4280민상126 판결), 이후에 “…신고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입양의 

효력을 발생하며 그 입양에 여러 가지 무효요건의 정함이 있는 요식행위

인 입양신고를 양자가 될 타인의 소생자를 양친이 될 부부 간의 적출자

로 출생신고 함으로써 갈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친의 적출

자로 신고된 자가 그 신고에 의한 신분에 따라 양친을 상속한 후 일가친

척으로부터의 아무런 이의 없이 다년간 그 신분상의 지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이 있었다 하여 동인을 그 적출자 신고에 의하여 양친의 양자로 입

양된 것으로 보아줄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하였고(대

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

492 전원합의체판결(이하 이 절에서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본시 

신분행위의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

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

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입양신고 역시 당사자의 입양에 관한 합의의 존

재와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입양을 미리 

막아 보자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

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

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

하여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도 당사자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

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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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6)이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

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7)고 판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정’하는 입장8)을 

유지하고 있다.9)

6) 위 대상판결에 설시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

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

후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므2321 판결 

등 참조). 

7) 나아가 위 대상판결은 “이러한 해석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

이 있다는 당원 판결(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과 대비하여 볼 때 더욱 명백

해진다 하겠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양자로 한 이 사건에 있어 마땅히 입양의 실질

적 성립요건이 완비되었는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판단한 후에 그 요건이 모두 구비되

었다면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입양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양신고의 요식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양O석이 

양O일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

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논란하는 취

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 판결에 저촉되는 종전의 당원 판례(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8) 위 대상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것으로는 대법원 1987. 7. 10. 선고 87드134 판결; 대법

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596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므389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대법

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대

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29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

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므167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

486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

므232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므8095 판결 등 참조.

9) 특이한 점은 위 대상판결 당시 대법관 16인 중 5인은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반대의견 중 의미 있는 부분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입양의 성립요건으로 요식적 신고를 우리 법규를 위시해서 여러 나라

가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그 신고로 인하여 그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사전에 심

사하여 적어도 위법한 입양의 효력 발생을 사전에 조사 방지하자는 데 있다. 이와 같

은 기능은 우리 민법상도 무시 못 할 것이므로 요식의 입양신고 없는 입양은 법제도

상 그 효력을 인정 않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설사 사후심사결과 그 입양에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해도 요식의 입양신고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논에 찬성할 수 없다. 만일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실질적 입양의 요건

이 구비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예컨대 증인 2인의 연서 대신 그 1인의 연서만 있는 신



- 135 -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 대심

원10)은 입양의사, 최고재판소11)는 요식성과 강행법규에 초점12)을 두어 

일관하여 소극설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최고재판소 판례는 확립

된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3)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2006년 7

고를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비교적 사소한 요식 위반의 입양신고라도 수리 안 되어 

그 입양효력을 발생 못 하였을 것이다.…유아시대에 입양된 자는 자기가 양자임을 알

기도 극난한 경우도 있으므로 양자에게서 파양권을 사실상 박탈함은 물론 그 실부모

가 누구인지 찾기 곤란한 비인도적이랄까 비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

라 양자는 비록 실가에서 이적하였다 하여도 그 실가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고 볼 것이므로 양자는 실가에서도 일정한 상속권, 부양의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것조

차 공시가 없으므로 일반에도 의외의 불편, 손해를 줄 것이고 극단의 경우에는 양자

는 이 권리들이 박탈될 예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극단의 경우에는…신분상 혼인이 

금지된 지극한 근친결혼이 사실상 성립됨은 물론 이것이 호적상(법률상)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사실상 이 강행법규 위반의 혼인이 과오로 인하여 성립할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호적상 용인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 내지 소지가 있는 폐단을 조

장하는 결과가 되는 법해석을 하는 다수설에 우리는 찬동할 수 없다.”

10) 大審院 1936. 11. 4. 判決(民事判例集 15卷, 1946)은 “허위 적출자출생신고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입양신고의사, 나아가서는 입양의사의 부존재를 확정하고 있는 점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大審院 1938. 7. 26. 判決(法律新聞 4312号, 3)에서도 "입양의사라는 

것은 입양신고라는 방식에 의해서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시하여 종전 

태도를 유지하였다. 

11) 最高裁判所 1950. 12. 28. 判決(民事判例集 4卷 13号, 701)은 “입양은 본건 신고 당

시 시행된 민법 제847조, 제755조(현행 민법 제799조, 제739조) 및 호적법에 따라 그 

소정의 신고에 의해 법률상 효력이 있는 소위 요식행위이고, 동시에 이러한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본건 적출

자출생신고를 가지고 입양신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아가 最高裁判所 1974. 12. 23. 判決(民事判例集 28卷 10号, 2098)은 “입양 등 신분행

위의 요식성은 호적제도와 더불어 창설되는 신분관계를 호적상 공시하고 신분적 법률

효과를 명백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수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입양에 관해서 말한다면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의 입양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고 미성년 양자에 관해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필요

로 하는 법제도 하에서는 그의 후견적 역할이 저해되는 일이 없게 담보하고 또 부부

공동입양을 요건으로 하는 법제도 하에서는 부부 중 일방에게 그 의사가 없어 그 입

양의 성립을 방지하는 등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입양의 성립을 사전에 저

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입양의 요식성을 완수하고 있는 전기 

기능을 중시하지 않고 입양을 하는 의사로 타인의 자를 적출자로서 신고한 허위의 출

생신고를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해 입양의 효력을 긍정한 것은 설사 호적상의 친

부모와 자 사이에 출생신고 이후 친자적 공동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우선 입양신고의 유무에 의해 양친자관계의 성부를 결정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11조 2항의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12) 泉久雄, “實子として屆け出た緣組と養親子關係の成否”, ジユリスト 591号, 有斐閣

(197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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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개의 판결14)에서 허위 출생신고를 통하여 호적에 기재된 친자관계

에 관한 다툼에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그 청구를 부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종래 최고

재판소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향후 정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위와 같은 권리남용법리에 의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부

13) 山畠正男․泉久雄, 演習民法(親族), 靑林書院 (1975), 233; 久留都茂子, “虚偽の出生届

の効力”, 現代家族法大系 Ⅲ, 有斐閣 (1979), 99. 이후 最高裁判所 1975. 4. 8. 判決(民

事判例集 29卷 4号, 401)은 종전 最高裁判所 1950. 12. 28. 判決(民事判例集 4卷 13号, 

701)을 인용하여 상고를 각하하였고, 最高裁判所 1981. 6. 16. 判決(民事判例集 35卷 4

号, 791)도 종전 最高裁判所 1950. 12. 28. 判決(民事判例集 4卷 13号, 701)과 1975. 4. 

8. 判決(民事判例集 29卷 4号, 401)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14) 最高裁判所 2006. 7. 7. 判決(民事判例集 60卷 6号, 2307)은 ‘이미 장녀 C와 차녀 D

라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B 부부가 다른 부부의 아들인 Y를 떠맡아 1941년에 

자신들의 적출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장녀 C는 다른 부부에게 입양되어 양육되었고, 

Y는 오랜 세월 동안 A․B 부부의 친생자로서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하고 1976년까지 A․

B 부부 및 차녀 D와 함께 생활해 왔는데, A는 1974년, B가 1996년에 각 사망한 후인 

2002년에 D가 집에서 사망하여 약 10일 후에 그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에 장녀 C는 

Y가 D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D 사망이 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중, Y가 법요(法要)의 참석자를 C 자신의 상담 없이 결정하

려는 것에 반발하고, 이를 계기로 Y와 A․B 부부 사이에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안(이하 제1사안이라 한다)’에서 “호적상 부모 이외의 제3자인 

C가 A․B 부부와 Y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A․B 부

부와 Y 사이에 실제의 친자관계와 같은 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기간의 길이, 그러한 

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Y 및 그 관계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 

재차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Y가 A․B 부부의 적출자 신분을 얻을 가능성 유무, C가 친

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게 된 경위․동기나 목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C 이외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때에는 

이러한 확인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한, 最高裁判所 2006. 7. 7. 判決(家庭裁判月報 59卷 1号, 98)은 ‘A와 X가 1937년에 

혼인한 후 장남 B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43년에 친생자 아닌 Y를 적출자로 허

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Y는 A․B 부부 아래에서 양육되어 고교 졸업 후 A가 경영하

는 가게 일을 도왔으며, A가 1976년에 사망한 후인 1994년에 X는 Y를 상대로 친자관

계부존재확인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고, 2004년에 다시 X는 Y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조정불성립에 의해 종료되었

기 때문에 X가 Y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하 제2사안이라 한

다)’에서 앞서 본 판시와 동일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다만, 제2사안의 판시 내용을 

보면, 그 사안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실상 양육을 담당한 부모 중 일방인 관계로 

이미 사실상 부모 쌍방이 모두 사망한 제1사안의 판시와 달리 재차 입양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Y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판

단의 필요성, 그리고 X가 조정을 신청한 동기나 소송을 제기한 목적 등 검토의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다. 



- 137 -

정하더라도 본래 무효인 친자관계가 호적에 그대로 남겨진 상태로 유지

되고 이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15)

    반면, 일본의 학계에서는 적극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소극설도 유

력하다. 우선, 적극설은 앞서 본 대심원 판결에 대하여 “허위 출생신고

를 하여 훌륭하게 자기 자식인 것을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실제로 

친자의 생활이 영위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

의 호적신고에 의한 신분행위의 의제에 가깝다.”고 하면서 비판적 입장

을 취한 견해16)가 있으며, 이후 무효행위의 전환17)을 논거로 허위의 친

생자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전환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

장18)이 많아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극설19)은 주로 요식성, 호적의 신

용성, 위법행위의 조장, 입양의 성립시기, 입양의 해소방법 문제 등을 논

거로 하여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의 전환가능성에 반대하였다. 

15) 宮崎幹朗, “虚偽の出生届の養子縁組への転換の可否をめぐる議論の展閒”, 西南学院

大学法学論集 47卷 2․3号 (2015), 166. 

16) 中川善之助, “養親の嫡出名義の出生屆と養子緣組”, 民商法雜誌 5卷 5号, 有斐閣 

(1937), 137.

17) 이와 관련하여 最高裁判所 1952. 10. 3. 判決(民事判例集 6卷 9号, 753)에서 타인 부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다시 그 타인 부부의 대락으로 입양하는 방식[일본

에서는 이를 ‘전입양(轉入養)’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락권자의 입양의사 흠결로 

무효인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양자가 만 15세에 달한 후 그 입양을 추인에 의하여 유

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판시 내용은 ‘무효인 

입양신고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견해[我妻榮, “無效な緣組届出の追認と轉

換”, 法學協會雜誌 71卷 1号, 東京大學法學協會 (1953), 1]가 등장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18) 谷口知平, “虛僞の嫡出子出生届と親子關係不存在確認の訴”, 民商法雜誌 28卷 2号, 

有斐閣 (1953), 28; 我妻榮, “無效な緣組届出の追認と轉換”, 法學協會雜誌 71卷 1号 

(1953), 18; 山畠正男, 養親子關係の成立および效力, 總合判例硏究叢書: 民法(15), 有斐

閣 (1960), 146; 久留都茂子, “虛僞の出生屆と養子緣組”, 家族法大系 Ⅳ, 有斐閣 

(1960), 217; 田村五郞, “家庭の裁判”, 日本評論社 (1980), 184 등.

19) 平賀健太, “親子結緣と戶籍訂正”, 家族法大系 Ⅰ, 有斐閣 (1960), 277; 松本暉男, “虛

僞の嫡出子出生届と養子緣組の成否”, 法律時報 40卷 3号, 日本評論社 (1968. 12), 117; 

久貴忠彦, 現代家族法の展開, 一粒社 (1990), 302-306; 松坂佐一, 民法提要: 親族法ㆍ相續

法, 有斐閣 (1992), 92; 久貴忠彦, 現代家族法の展開, 一粒社 (1990), 3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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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관련

    위 대상판결에서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

기 위하여 구비되어야 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

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요건이 무엇인지는 다음의 판

결에서부터 비로소 명확해지게 되었다. 즉 대법원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

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

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

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

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고 판시20)하였는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21) 이

처럼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후자는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20) 이미 대법원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아닌 ‘무효인 입양신고’의 추인이 문

제된 사안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이 형성되어 있어

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관한 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1) 이와 동일한 판시로는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29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므167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므23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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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

기 위하여 별도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이라는 추가 요건의 설정

과 관련하여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실상태를 존중하고자 함에 

있다는 주장22)이 있으나, 통상의 입양에 있어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이유는 없다는 비판23)도 존재한다. 다만, 이

러한 비판이 지적하고 있듯이 실제로는 위와 같은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

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

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위 대상판결에서 입양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관계로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친생자출생신고 당시 입

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24)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

22) 韓相鎬, “入養의 效力이 있는 虛僞親生子出生申告와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請求”, 

大韓辯護士協會誌 第145號, 대한변호사협회 (1988), 252-253.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본 

일본의 적극설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久留都茂子, “虛僞

の出生屆と養子緣組”, 家族法大系 Ⅳ, 有斐閣 (1960), 217 이하; 中川善之助, 注釋民法 

(22)のⅡ 親族(3), 有斐閣 (1972), 607 이하 등 참조.

23) 朴鏞秀, “입양의 효력 있는 허위의 출생신고와 호적정정”, 判例硏究 第7輯, 부산판

례연구회 (1997), 354.

24) 참고로 우리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에서 “청구외 망 갑이, 태어난 지 

약 3개월 된 상태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로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보호하

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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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

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

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

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25)하였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

1633 판결).26) 이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이든, 아니면 이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이든 간에 입양의 실

질적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론은 신분행위의 

획일적 처리27)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소급효를 인정할 명문의 근

신고하고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가 된 후 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

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후에도 다수의 판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에서 ‘무효인 신분행위의 소급적 추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위와 같은 일련의 판결들에서 언급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입양의 효력발생시기를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당시로 설정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여 ‘추인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

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 민법 제139조에 따른 추인은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효인 입

양신고’의 추인이 문제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에서는 추인에 의하

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처음으로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취지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관한 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6) 이와 동일한 판시로는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등.

27) 金疇洙, “虛僞 親生子出生申告에 대한 入養의 效果”, 法律新聞 第1233號, 법률신문

사 (1977), 8; 韓相鎬 (1988), 2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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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모호하다는 비판28)도 존재한다. 다만, 어차피 판례에 의하여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이상, 그 효력발생시기도 판

례에 의하여 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3. 학계의 입장

    우리 학계에서는 대상판결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다양한 연

구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나, 크게는 대상판결의 당부와 파생문제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당부와 관련하여 이를 긍

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대별해 보고, 파생문제의 해결과 관련하

여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우선, 대상판결을 긍정하는 견해부터 살펴보자. 이미 대상판결이 등

장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하여 입양의 효

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29)가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허

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입양의 요식성에 구애

받지 않고 무효행위의 전환30)에 의하여 법률상으로도 양친자관계의 성립

을 인정하는 것이 ‘키운 어버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타당

하다고 하였다. 이 입장은 특히 두 가지 논거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비록 친자관계는 혈연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물학적인 혈연 그 자

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친자로서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이 성립되

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는 자녀의 복리라는 현대 친자법의 이념에 충실하려고 한 해석이

28) 尹眞秀, “虛僞의 親生子 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에 관한 몇 가지 問題”, 民法論攷 

Ⅳ, 博英社 (2009), 283.

29) 金疇洙, “虛僞親生子出生申告와 入養의 成否”, 法律新聞 第1116號, 법률신문사 

(1975), 8.

30)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요건 및 그 전환에 따른 법률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李庚熙, “虛僞親生子出生申告와 入養의 效力”, 司法行政 第384號, 韓國司法行政學會 

(1992),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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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법상 신고가 요구되는 두 가지 이유는 ‘신

고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공시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입양의 효력이 있는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입양신고와 비교하여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공시의 목적이라는 것이 방식 그 자체에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와 친생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

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위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31)들이 많

이 보이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법정의견은 단순한 해석론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Fortbildung des Rechts)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연구결과32)가 있어 주목된

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을 부정하는 견해를 살펴보자. 대상판결이 등장

한 후 발표된 한 연구33)에서는 대법원의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대

상판결의 취지에 공감은 하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판결을 통하

여 갈음하였다는 점에서 재고하여야 할 문제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이러

한 형식의 입양을 인정함으로써 양자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즉 생부모들의 무책임한 대락입양으로 자녀의 인격이 무시되

고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의 충분한 감독이 결여되어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

는 입양과 관련하여 오히려 입양신고에 앞서 법원의 허가주의마저 채용

31) 金容漢, “虛僞婚生子出生申告에 대한 入養으로서의 效力”, 法曹 第24卷 第12號, 法

曹協會 (1975), 60 이하; 金容漢, “虛僞婚生子出生申告에 대한 入養으로서의 效力”, 

法曹 第25卷 第1號, 法曹協會 (1976), 80 이하. 金疇洙 (1977), 8; 金疇洙, "虛僞親生子出

生申告와 入養의 成否", 法曹 第27卷 第1號, 法曹協會 (1978), 10 이하;  金疇洙 (1983), 

221 이하. 

32) 尹眞秀, “虛僞의 親生子 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에 관한 몇 가지 問題”, 民法論攷 

Ⅳ, 博英社 (2009), 280.

33) 鄭貴鎬, “虛僞의 親生子出生申告와 入養의 效力”, 民事判例硏究 第1輯, 民事判例硏

究會 (1979), 1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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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형편에 적어도 위법한 입양의 성립을 사전에 조사․방지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34) 이후에도 위와 유사한 흐름

을 보여주는 연구결과35)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흐

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36)37) 이는 부부에게 친생자출생신고

가 무효라면 당연히 입양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라는 점,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측면에서도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상궤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 실제적으

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은 비밀입양을 횡행하게 함으로써 

입양아동을 영아매매의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34) 나아가 대상판결의 법정의견대로 한다면 친족법상의 원칙 내지 관습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즉 이성계후(異姓繼後)금지와의 관계, 근친혼금지와의 관계, 성불변원칙과의 관계

가 문제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鄭貴鎬 (1979), 195-197 참조.

35) 裵慶淑, “養子制度의 改革에 관한 硏究-사회실태조사와 완전양자제도의 입법화를 

중심으로-”, 現代民族의 課題와 展望: 南松 韓琫熙敎授華甲紀念, 南松韓琫熙博士華甲

紀念論文集 刊行委員會 (1994), 403-412; 우병창,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양자법

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家族法硏究 第6卷 第2號, 韓國家族

法學會 (2002), 196; 이병화, “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2

호, 大韓國際法學會 (2003. 8), 156-157; 현소혜, “입양법제 선진화방안”, 법무부 연

구용역보고서 (2009), 12-16.

36) 정구태 (2015), 413-415. 이 문헌의 관련 내용 중 말미에서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되

겠으나, 그것이 반드시 여의치 않다면 입법론으로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입양신

고로 전환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에 의

하더라도 종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따라 인정된 입양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37) 2012. 8. 4.부터 시행된 새로운 입양특례법과 2013. 7.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이므로 대

상판결의 입장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위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현소혜,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법학

논고 제4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2), 27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198 참조. 그러나 안소영, 입양법제의 개선방안-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7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을 인정하면서도 입양관계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로 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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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2013. 7.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상 

미성년입양은 오직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하게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엄연히 법원의 허가를 면탈하는 것으로

서 국가에 의한 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둘째, 

양친의 성․본을 따르고 종전 혈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비밀입양을 조장하는 대상판결이 변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다.38) 대상판결은 양친의 성․본을 따를 수 없었고,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

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종전 시대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판

결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비밀입양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친양자 입양제

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자녀의 복리는 실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

고 한다. 

4. 절차법상 처리방법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그 출생신고의 형식은 통상의 출생신고와 다를 것이 없다. 즉 신고인

이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

은 이를 심사하고 그 신고의 수리 결정 시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으로 나

아가게 된다. 중요한 점은 출생신고의 심사 단계에서 입양의 실질적 요

건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의 절차에서 심리를 통한 판

결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지, 그 확정 이전에는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는 

친생자관계일 뿐 양친자관계임이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38) 주인 (2011), 59-61.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86-887 (玄昭惠 집필부분)에서도 친양

자 입양제도의 도입배경 중의 하나로서 비밀입양의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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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1.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법리적 측면

    (1)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

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

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하

여 국내의 다수 학설39)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하

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적극설40)도 동일한 논거를 들고 있

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

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까?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법률행위가 원래대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

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민법 제138조).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크게 세 가지 요건, 즉 ①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

될 것, ③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이에 비

39) 金疇洙 (1977), 8; 鄭貴鎬 (1979), 189; 李庚熙 (1992), 54; 尹富讚, “入養의 要件과 無

效行爲의 轉換”, 司法行政 第38卷 第4號,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12; 박동섭, 친족

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314-315; 박정기․김연, 친족상속법, 1판, 도서출판 탑북

스 (2013), 240 등.

40) 深谷松男, “虛僞の嫡出子出生届と養子緣組の效力”, ジュリスト 増刊『民法の判例』, 

有斐閣 (1978), 122; 我妻榮, “無效な緣組届出の追認と轉換”, 法學協會雜誌 71卷 1号, 

東京大學法學協會 (1953),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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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대상판결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부 또는 양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는 무효인 법

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양부 

또는 양모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같은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57조), 그 신고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어도 ‘법률행위가 무

효일 것’이라는 요건은 큰 이견 없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41)

    둘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즉 입양을 하

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42)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는 해당 사안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를 일

률적으로 긍정하기가 쉽지 않다. 재판실무상으로도 실질적 요건 중 특히 

입양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43)

41) 李庚熙 (1992), 53에서는 “신분행위의 명확성을 위하여 신고의 형식을 중시하는 민

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신고형식의 전용이 무효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

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42) 最高裁判所 1974. 12. 23. 判決(民事判例集 28卷 10号, 2098)의 재판관 岡原昌男의 補

足意見을 보면,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 자신의 입양의사에 관하여만 본다면, 법

정의 효과인 적출자로서의 지위를 그 자녀에게 부여한다는 의사가 입양의사라고 생각

함으로써 그 의사가 적출자출생신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이 호적상의 부의 의사는 다른 입양당사자의 의사와 합치하여야 하는데 이 합치, 

즉 입양의 합의는 부가 행한 적출자출생신고로부터 곧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다.”라

고 한다.

43) 金善惠,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訟實務上 몇 가지 問題點”, 재판자료 제62집, 법

원도서관 (1993), 641-642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상당수의 판례가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입양

의 실질적 요건(특히 입양의 합의가 문제된다)을 부정한 예로서 문전에 버려진 생후 

몇 시간이 된 아이를 주워다 기른 경우(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혼인 외의 

자의 생부의 본처가 출생 직후 생모로부터 자를 데려와 기르다가 10세 때 친생자출생

신고를 한 경우(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 호적상 부가 그 사실혼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호적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신과 본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1984. 5. 15. 선고 84므4 판결)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예로서 생부모와 백부모 사이의 합

의에 의한 경우(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경찰서에서 보호 중인 생후 3개월 

된 기아(棄兒)를 데려와 기른 경우, 4촌 오빠의 혼인 외의 자를 데려와 기른 경우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계부가 재혼하는 처와 그 망부 사이의 출생자를 친

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여 출생신고한 경우(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 등이 

있는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는 일면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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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당사자의 입양의사 증명은 다소 완화해야 할 것

이라는 주장44)이 있다. 

    셋째, 가정적 의사인 입양의사를 통하여 인정되는 입양의 요건을 구

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특히 우리 민법 제878조에 따라 입양이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성 내지 요식행위라는 것과 연관된 문

제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입양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

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 

위에 형식, 즉 요식성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요

식성을 중시하는 경직적인 해석을 고집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가능한 한 

타당성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한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주

장45)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각 경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尹眞秀 (2009), 283-284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 즉 “판례상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는 주로 입양의 합의에 관하여 문제된다.…물론 입양의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대법원 1982. 11. 9. 판결 및 1984. 5. 15. 판결은 

입양의 합의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호적상 부모의 입

양의 의사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그 후의 판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친 감

이 있다.”라고 한다.

44) 李庚熙 (1992), 58-59에서는 위 주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심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채증의 차이이지 법리상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똑같이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인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으면

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에 나타난 사례를 보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사건과 부정한 사건

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는 더 많은 판

례가 쌓여야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한 요건을 정립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양친이 대부분 사망한 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친생부모는 거의 익명으로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양의 의사라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너무 중점을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대락권자 내지 

입양승낙권자의 승낙의사도 비록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정할 수만 있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한다.

45) 金容漢 (1976), 87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유연성은, 우리나라 호적

법 제62조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서 좋은 예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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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성을 완화한 해석론46)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엄밀히 말하자면 

입양신고를 통해서만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878조에 정

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57조 제1항47)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지신고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된 때에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는 인지신고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

에 없다. 법적 근거 없이 요식행위로서의 입양과 관련하여 그 의사만 확

인되면 어떤 신고라도 공시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 보면서 무효행위

의 전환에 해당한다는 무리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 신고

를 통해서만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에 반

하는 것48)으로서 이후 다른 유형의 신고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된다.49) 이처럼,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무효

행위의 전환이 아니라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0)

46) 韓琫熙, “民法上의 學說의 重要爭點과 判例(下)”, 考試硏究 第21卷 第5號, 고시연구

사 (1994), 85.

47) 대상판결 당시 구 호적법 제62조 본문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48) 이러한 이유로 위법 내지 편법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는 현소

혜 (2009), 16 참조.

49) 이에 대하여는 후술할 ‘나. 현실적 문제 (2) 법리의 확대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부

분 참조.

50) 윤진수 (2018), 197; 尹眞秀 (2009), 280; 鄭貴鎬 (1979), 199. 일본의 학설 중에서 이러

한 전환이론에 반대하는 대표적 문헌으로는 久貴忠彦, 親族法, 日本評論社 (1984), 224 

참조. 宮崎幹朗 (2015), 194에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해

석으로서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강하다. 단순히 사실행위에 불과한 출생신고

와 신분관계를 성립시키는 행위인 입양신고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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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

을 도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해석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당원 판결(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과 대비하여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하겠다.”라

고 판시하였는데, 인지의 효력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이 대상판결의 결

론 도출을 위한 논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은 혼인 외의 출생자

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

다고 생각된다.51)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행위로서의 인지와 쌍방행위로서의 입양의 차이52)를 차치

하고라도 위와 같은 인지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71다1983 판결은 당시 

호적법 제62조 본문에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

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부(父)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이후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 이상, 

부(父)가 처음부터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결국 위와 같은 인지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71다1983 판결은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법

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혈족관계의 성립을 위한 신고를 법정

혈족관계의 성립을 위한 신고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설사 인지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71다1983 판결이 당시 호적

51) 鄭貴鎬 (1979), 194에서도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로부터 반드시 대

상판결의 결론이 도출된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52)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을 보면, 인지는 부친의 단독행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

하여 성립하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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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 본문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판결은 무효행위의 전

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즉 신분행위인 점은 동일하다고 하더라

도, 사안 자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유무를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53) 결국 출생신고든, 인지신

고든 간에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라는 법적 효과를 위한 것이므로, 부(父)

의 출생신고 속에 인지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입양신고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이라는 법적 효과를 위한 것이므로, 사후

적인 심사와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부(父)의 출생신고 속에 반드

시 입양의 의사(입양의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54)

    셋째, 입법론적으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

차피 친생자이므로 출생신고든, 인지신고든 간에 그 신고의 방법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양자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신고의 방법이 중요

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55)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에 인지

53) 그러나 金疇洙 (1983), 228에서는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신분행위의 요식성을 이유

로 내세워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신분행위인

데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가 하면, 또 그 앞서서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무효행

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등 일관성을 결지하고 있었으나,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일관성

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54) 金疇洙 (1983), 228-229에서는 “친생친자관계의 창설과 양친자관계의 성립에 형식에

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도 괜찮을 것이

다…그 공시의 목적도 거래의 경우와 달라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방식 그 자

체에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와 친생자라고 해서 실질상으로는 대차가 

없다. 따라서 입양신고보다 강한 친생친자관계 창설의 의사에 기인하는 출생신고에 

대하여 설사 이와 같은 의사 자체는 법률상·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

라도, 친생자출생신고 속에 인지의 의사를 인정한 판례이론을 추급하여, 법률상의 친

생친자관계를 만들어 내려는 의사의 표현인 친생자출생신고에 의제적 친생관계인 양

친자관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판결

이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당됨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친자관계의 성립이라는 점에서 동

일하다는 결론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둔 측면이 없지 않다. 

55) 물론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 모두 친자관계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最

高裁判所 1974. 12. 23. 判決(民事判例集 28卷 10号, 2098)의 재판관 岡原昌男의 補足

意見을 보면, “후일을 위하여 입양이란 것을 명확히 공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리고 호적이 진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 혼인

이 금지되고 있는 자 사이에 있어서의 근친혼을 호적상 방지할 방법도 없어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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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 출생신고의 수리 당시에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

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

정한다면 그 출생신고의 수리 당시에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이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사후적인 심사와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법적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3) 입양 관련 민법 규정과의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56)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사안에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민법상 입양 관련 규정들 중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2012. 2. 10. 민법이 개정됨(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867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된다(같은 법 제883조 제2호).57) 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목적으로 허위의 친

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58)가 있

다.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 역시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중 하나일 뿐만 

우생학상으로나 도의상으로도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

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56) 결국 출생신고의 형식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

정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이상, 외형적으로는 양친자관계

의 실질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성을 담보해야 할 가족관계등록부

의 공신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현소혜 (2009), 16 참조.

57) 이는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873조 제2항 및 제883조 제2호).

58) 윤진수 (2018), 19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72 (玄昭惠 집필부분);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5; 정구태 (2015), 414.



- 152 -

아니라 만약 이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입양허가제를 도

입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59)이라고 한다. 다만, 위 법 시

행 전에 요건을 갖추어 행해진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여전히 가정법

원의 허가 없이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60)

    만약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61) 이에 대하여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입양동의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먼저 친생부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가

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가정법원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62)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 입양허가절

차는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63)처럼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개별 사안에서 그러한 첨부서류를 요구할지는 모르나, 법제상으로 그러

한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위의 친생자출

생신고를 한 이후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청구하고, 해당 가정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입

59)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72 (玄昭惠 집필부분); 정구태 (2015), 414.

60)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72 (玄昭惠 집필부분); 정구태 (2015), 415.

61) 종전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인우보증방식의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입양의 효력을 갖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용

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6. 11. 30.부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그 확인

서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같

은 법 제44조의2 참조)에 따라 제도적으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차단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한 출생신고

도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2013. 7. 1. 시행된 민

법 전후를 불문하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와 관련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72 (玄昭惠 집필부분). 

63)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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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가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전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친

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볼 여

지가 존재한다. 이는 마치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락이 없어 입양이 무효

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본인 또는 대락권자에 의해 그러한 입양의 추

인64)이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자가 

이미 성년자가 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양의 

다른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적어도 성년 이후로는 양친자관

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65)

    비록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는 사전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사후적으로 그러한 허가요건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다

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가 될 미성년자

의 복리를 해할 수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입양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

도록 애초 위와 같은 허가요건을 잠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양자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의 절대 다수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는 편법에 의해 이루어

64) 이와 관련된 예로서 ① 청구외 망 갑이, 태어난 지 약 3개월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

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여 온 사안에서, 피청

구인이 15세가 된 후 위와 같은 경위를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

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본 점(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② 피고가 원고를 출산한 것처럼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소외 1(생모)이 피고에게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을 위임한다는 내

용의 친권 및 양육권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입양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

다고 한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65) 안소영 (2015), 77에서는 “성년자의 입양은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양자가 성년이 되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그대

로 적용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154 -

진 관행은 우리 사회에 비밀입양을 만연케 하고, 이는 양부모로서의 적

격성에 대한 사전심사와 입양 후 사후관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

의 복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66)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완전입양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67)이 많았고, 2005. 3. 31. 민

법이 개정됨(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1. 1.)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양부모 가족의 구성원으로 완

전히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고, 양부(양모)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를 기준으로 한 친

족관계는 모두 종료되어 완전입양의 효과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친양자 입양제도의 도입배경을 고려하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론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

이 타당하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허가를 받게 되면, 양자를 자

신의 친생자와 같이 양육하고자 하는 양부모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친양자 입양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68)

나. 현실적 측면

    (1) 파생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파생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이는 특히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을 둘러싸고 통일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69)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출생신고의 형식에 입

66) 현소혜 (2009), 16; 정구태 (2015), 414 등 참조.

67) 文興安, “戶籍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家族法硏究 第8號, 韓國家族法學會 (1994), 

493-494; 李庚熙 (1992), 411 등.

68) 일본에서는 우리의 친양자제도에 대응하는 특별양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부의 기

대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적출자출생신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에 대하여는 林良平․佐藤義彦, 民法Ⅲ親族·相續法, 有信堂 (1989), 146.

69)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82-783 (玄昭惠 집필부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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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른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에게는 곧바로 파양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에 파양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상판결이 등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않았다.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의 확립된 입장은 애초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러한 인정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음은 예정된 것이었

다.70) 이러한 점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판실무상으로도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을 부

정할 수 없다. 

     (2) 법리의 확대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친생자 아닌 사람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을 부

(모)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의 경우에도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

양의 효력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 형식이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나 등록부정정신청이라고 하더라

도 그 신고나 신청에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인지신고 또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거기에 입

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71) 이러한 해석론은 종전 대상판결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즉 자녀의 복리 내지 보호를 위하여 다른 법

확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의 태도 또한 분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0) 尹眞秀 (2009), 291-292에서는 “…위와 같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새

로운 법의 창조였던 만큼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찬 점이 많다. 입법적 조치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이 바람

직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71) 인지신고에 관한 사안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호적정정신청에 

관한 사안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므1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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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나 가치를 완화하거나 보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법리의 확대적용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

로 검토해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72) 이는 결과적으로 무효행

위의 전환이 아니라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다. 소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대상판결 이후로도 

대법원이 계속하여 확립된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한동안 법의 테두리 내

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현실적 요청을 외면하지 않

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획기적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실질은 양친자관계이면서도 외형은 친생자관계로 하여 그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관행을 부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있어

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차단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

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입양을 위한 법적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3. 7. 1.부터 미성년자 입양

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

가 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8. 1. 1.부터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종전 비밀입양이라는 편법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양부모 

72) 그런데, 최진섭, “혈연관계 없이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법률관

계”, 民事法의 實踐的課題: 閑道鄭煥淡敎授華甲紀念, 한도정환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545에서는 혈연관계 없이 인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혈연관계의 절대적 존중보다는 사회적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의 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해석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론 구성에 의하여 허위의 인지에 의한 친자

관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로 보는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 

의하여 입양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지에 의한 경우는 친자관계의 성립이 출생한 때에 소급하

나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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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출

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 요청을 여전히 수용해야 하

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판결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

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근거나 가치를 완화하거나 유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입양의사 등이 확인되면 어떤 

신고라도 공시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반드시 해당 신고를 통

해서만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에 반하는 

것이고, 다른 유형의 신고에서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대상

판결의 법리가 확대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된다. 이

러한 점에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판결

은 무효행위의 전환이 아니라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판결을 따를 경우 파생되는 여러 문

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결과

라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재판과정을 통하여 출생신고의 형식에 입양

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재판이라는 법적 

쟁송이 표면화된 순간 그동안의 평화스러웠던 친생자관계의 외형은 상당

히 타격을 받게 마련이고,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심리절차에서 

파양사유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용이하게 자녀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자녀의 복리를 도모할 수 없는 부당

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74)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

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리는 더 이상 유지되

73) 裵慶淑 (1994), 410에서는 “어떻게 법률상 양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

결될 수 없는 정신적 타격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한다.

74) 裵慶淑 (1994), 411-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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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75)

2. 양친자관계로의 정정방법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친생자관계라

는 외형과 양친자관계라는 실질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를 

정정하기 절차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친자관계로 공시하기 위한 경우에 모두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아래와 같은 견해들이 대립하여 왔다. 여기서는 

특히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어 온 점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실무상으로 허위의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있

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가. 종래 국내의 논의 상황

    1993. 7. 16. 대법원76)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77)라는 소송유형을 

75)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2010년대 발표된 연구결과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이

다. 이때 개정민법이 시행된 2013. 7.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사실상 가정법

원의 입양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전에 실질적 요건을 갖춘 허위의 친생

자출생신고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편집대표 윤진수 (2015), 772 (玄昭惠 집필부분)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그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이면서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비로소 입양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대법

원이 더 이상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 허위의 친생자출

생신고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친자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

다.”라는 내용의 판시를 하여,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7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신분관계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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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판시를 하기 전까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양친자관계로 정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즉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의 기술적인 곤란성이 있더라도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통하여 실제

에 합치하도록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78) 당시 가사심판법상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조가 가정법원의 심판사

항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친

자관계가 친생자관계와 극히 유사함을 고려하면, 이를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양친자관계존

재확인판결을 통하여 호적정정이 가능하다는 견해,79) 친생자관계부존재

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

류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

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

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원고로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

이고,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양자와 사망한 양부모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소자는 호적법 제123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양부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호적정정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라.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

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

하면서 그 소제기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출소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있어 위 각 법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각 법조가 정하는 출소기간의 적

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77) 참고로 1998. 12. 4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1574호, 시행 1999. 1. 1.)이 개정됨에 

따라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는 내

용을 신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참조)하였다.

78) 金疇洙 (1977), 8.

79) 韓相鎬 (1988), 85-86. 나아가 이 견해는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726 판결을 

넓게 해석한다면,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아닌 다른 유형의 판결, 즉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의 기각판결, 파양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판결을 근거로 하여 구 호적

법 제12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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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심판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유로써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다면 이

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당시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는 견해80)가 있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등장한 후에는 정정할 사

항이 판결주문에 나타나 있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 당시 호적법 제

123조에 따른 호적정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정할 사항이 판결이유 

중에 나타나 있는 확정판결들,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기각(각

하)판결,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인용판결, 입양취소청구의 인용판결, 파양

청구의 인용판결 등은 당시 호적법 제120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호적정

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81) 1998. 12. 4. 가사소송규칙으로 이러한 소

가 명문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제정됨에 따라 양친자

관계존재확인판결만을 통하여 허위의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이 

가능하고, 파양판결 등 다른 유형의 판결을 통하여 그 정정이 불가하다

는 견해82)가 있다. 

   나. 현재 실무의 상황

     (1) 선례의 등장

    2007. 7. 9. 호적실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구 호적선례 

제200707-3호83)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2009. 5. 8. 가족관계등록실무상

80) 金甲東, “親子關係에 관한 戶籍訂正”, 사법연구자료 제18집, 법원도서관 (1991), 

188-189. 특히 이 문헌에서는 구체적인 정정방법과 관련하여 “양가의 호적 중 부모

란에 기재된 양친의 성명을 말소한 후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양부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본적을 기재토록 하고, 친가호적상의 양

자에 대하여는 입양으로 인한 말소 제적의 정정절차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입양신고

에 갈음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에는 친가호적에 양자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가 보

통일 것인바,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선행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

고 한다.

81) 朴鏞秀 (1997), 365-369; 崔成培, “家事判決에 인한 戶籍訂正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戶籍의 信賴保護와 관련하여-”, 司法論集 第33輯, 법원도서관 (2001), 380-383.

82) 안소영 (2015),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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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처음으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절차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5-1호가 마련된 바 있

다. 특히 위 가족관계등록선례를 보면,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

는 양친자관계의 존부가 직접 주문에 나타나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

이라는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양친자관계의 존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

고 선결문제로서 판결이유에 나타나는 파양판결은 이러한 확정판결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 예규의 등장

    2009. 7. 17. 처음으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가 제정되었는데, 특

히 위 예규 제6조에서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

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

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만 

가능하고 다른 유형의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은 불가하다. 이러한 규

정은 등록부의 정정방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84)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83) 이 선례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호적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① 

양자의 생가가 있고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 호적 중 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부

모(사실상 양부모)의 성명을 말소한 다음, 실제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양부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부모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의 신분사

항란의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정함과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생가의 호적을 기

재하며, 양자의 생가호적에서 입양을 사유로 양자를 제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② 양

자의 친생부모의 성명과 생가호적 등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부

모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부모의 성명을 말소하고 양부모란을 설치하여 양부모의 

성명을 기재함에 그치고(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음) 전호적란에 생가의 호적

을 기재할 수 없으며, 양자의 생가호적에 출생신고로 양자를 입적할 수 없고 입양을 

사유로 제적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84)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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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생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허위의 친생자출생신

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확고한 해석론을 정립하고 있는 이상, 이

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제의 해결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파생문제로서 특히 실무상

으로 종종 문제되고 있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과 민법상 인지 가능성

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 문제

는 그동안 별 문제없이 유지되어 온 외형상 친생자관계를 후발적으로 어

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의미하고, 민법상 인지 가능성 문제는 외형상 친

생자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부(生父)와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보호 내지 복리와 연관성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있었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또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

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었다가 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법적 친자관계를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해소하여야 하

는가? 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학설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확고히 정립

된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깊이 있게 

분석되지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당연히 파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특히 ‘친생자관계라는 외형’과 ‘양친자관계

라는 실질’ 중 어디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전혀 상반된 방향

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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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형별 분석

     (1)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있었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입양

무효의 소에 의해야 하는가,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입양무효의 소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85)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86)가 있다. 만약 ‘양친자관계라

는 실질’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면 그 해소는 입양무효의 소에 의해야 한

다고 할 것이나,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면 그 해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양친자관계

의 해소는 파양청구의 소에 의해야 하는가,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에 의해야 하는가?87) 이러한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은 크

게 세 가지 관점이 대립된다.88)

85) 朴鏞秀 (1997), 359에서는 입양무효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가호적에서 양자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게 되

고,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기각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

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입양무효의 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8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79 (玄昭惠 집필부분). 

87) 사실 아래의 논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도중 재판상 

파양사유의 주장이 있다면, 그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파양판결의 주문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8) 다만,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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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일단 파양청구의 소에 의해야 하되, 그 

청구가 인용된 후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재)을 입양으로 정정하여야 비로소 그 파양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견

해89)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친자관계라는 실질’을 중시하는 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① 파양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는 그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서로 대용물이 될 수 없다는 점, ②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양친자관계로서 이는 파

양에 의하여서만 해소된다는 점, ③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파양 

이후에 어떻게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파양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은 종전에 “파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

자 간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 있거나 재판상 파양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90)한 바 있는데, 최근에

는 이러한 판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둘째,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

다는 견해91)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을 중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에 따른다면, 파양의 필요가 생겼더라도 호적상 친생자로 기재

되어 있는 자가 스스로 양자임을 알 수 있을지가 문제이고 당시의 법제상으로는 호적

을 입양으로 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법기술적인 측면의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鄭貴鎬 (1979), 193 참조.

89) 韓相鎬 (1988), 258-259; 朴鏞秀 (1997), 359;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法文

社 (2018), 369.

90)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91) 金善惠 (1993), 645; 李濟正, “親子關係確認訴訟의 審理上 主要 論點”, 裁判資料; 家

庭法院事件의 諸問題 第101輯, 법원도서관 (2003), 476-479. 김정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청구사건의 소의 이익”, 實務硏究 Ⅳ, 서울가정법원 (1998), 93-94에서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주장된 경우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과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민법 제905조로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만큼, 별소로 파양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별소로 파양청구를 하려면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할 터인데, 대법원 판례대로 각하된 판결을 증거자료로 내면서(호적을 정정하든 정정

하지 않든) 파양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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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① 당사자가 파양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호적기재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한 후 파양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92)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되

면, 그 판결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재판상 

파양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이 최근

에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

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93)를 한 바 있고, 종래 “파양에 의하

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94)한 것도 

이러한 취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단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

재)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파양청구의 소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95)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생자관계라는 외형’과 

‘양친자관계라는 실질’을 모두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

체법상으로는 무효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절차법상으로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는 점을 근거로 한다.

데, 이는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92) 실제로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일부를 보면, 선행적으로 파양청구를 인용한 결과 후

행적으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주문이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문(“…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과 비교하면 

생소한 감이 없지 않다. 

93)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9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므2321 판결 등.

95) 이경희, 가족법, 8정판, 法元社 (2013),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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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협의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협의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양친자관계는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대립된다.96)

    첫째,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

다는 견해97)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을 중시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부모와 양자, 생부모 모두 다툼이 없

는 경우라면 등록부(호적부)상 양친자관계로의 정정 후 협의파양신고를 

하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둘째, 일단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재)

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협의파양신고에 의해야 한다

는 견해98)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생자관계라는 외형’과 ‘양친자

관계라는 실질’을 모두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협의파양은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점을 근거로 한다.

96) 다만, 곧바로 협의파양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문헌상 발견하기 힘들다.

97) 朴鏞秀 (1997), 357-358. 나아가 金善惠 (1993), 643-644에서는 “…호적상 부모나 실

부모, 호적상 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입양 이전 상태로 호적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경

우이거나 호적상 자녀가 성년이고 호적을 바로 잡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명백히 가려볼 필

요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인용의 판결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 

그와 같이 처리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협의상 파양의 실질적 요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 1988. 2. 23. 선고 85므886 대법원 판례가…파양에 의

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

여지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위 판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에서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당사자 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파양의 신고 없

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양친자관계가 해소되므로 후에 상속문제 

등과 관련하여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가려보아

야 하는 문제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9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84 (玄昭惠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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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입양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의 소에 의해야 하는가,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대립된다.99)

    첫째,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

다는 견해100)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을 중시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① 입양취소사유가 존재하고 입양취소청

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파양청구의 소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입양취소의 소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

99) 참고로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일단 입양취소의 소에 의해야 하되, 그 청구가 인용된 

후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입양으로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재)을 정

정하여야 비로소 그 입양취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

한 견해를 문헌상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朴鏞秀 (1997), 359에서는 입

양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가호적에서 양자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게 되고,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기각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상 친

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이 있다.

100) 김정원 (1998), 94-96. 다만, 李濟正 (2003), 469에서는 “…입양취소사유가 존재하더

라도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입양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당

사자인 취소권자로서는 제척기간 내에 소송과정에서 그 취소사유를 스스로 주장하여

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

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종전에 대법원은 입양취소의 제척기간이 이

미 경과하였거나 심지어 입양취소청구권자도 아니라면 양친자관계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대

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한 바 있는데,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청구에서 입양취소사유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최근에 대법원이 양부의 친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

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사유 및 효력 등

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입양취소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

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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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소도 가능하다는 점, ② 대법원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

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

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101)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양사유 

외에 입양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둘째, 일단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입양으로 등록부 기록

(호적부 기재)을 정정한 후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입양취소의 소에 의해

야 한다는 견해102)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생자관계라는 외형’과 

‘양친자관계라는 실질’을 모두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입양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재)과 동일한 상황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입양취소의 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나. 소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네 가지의 해소사유, 즉 입양무효사유, 재

판상 파양사유, 협의파양사유 및 입양취소사유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에 

곧바로 입양무효의 소, 파양청구의 소, 협의파양신고, 입양취소의 소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친자관계라는 실질’만을 중시하는 관

점으로서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을 도외시한 결과다. 이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성립한 법적 부자관계라면 그 해소는 인지에 관련된 소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립한 법적 부자

관계라면 그 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는 것103)

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10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10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80 (玄昭惠 집필부분). 

10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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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 기록(호적부 기재)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비로소 입양무효의 소, 파양청구의 소, 협의파양

신고, 입양취소의 소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을 존중하면서도 ‘양친자관계라는 실질’을 반

영하려는 관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의 가장 큰 단점은 어차피 양

친자관계는 해소될 것인데, 당사자들에게 번잡한 절차만을 요구하는 것

이므로 때로는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가 파양판

결처럼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 외에 또 하나의 절차를 거쳐

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

사자들의 선택사항104)이다. 그러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

력을 인정한 이상, 양친자관계의 해소방법도 필연적으로 ‘친생자관계라

는 외형’에 입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을 통하여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입양무

효, 재판상 파양, 협의파양 및 입양취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나 효과가 파양판결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청구의 심리절차에서 재판상 파양사유 등 실체법적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105)에 비추어 보면 양 판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104) 참고로 현소혜 (2009), 15에서는 협의파양사유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

우 입양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불분

명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105) 예컨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서 부산가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드단2495 판결은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

였고, 대전지방법원 1999. 11. 12. 선고 99르157 판결은 그러한 파양사유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에 대한 설시도 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28. 선고 2011드단317 판결은 양친이 아닌 원고가 해당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이 없다는 점을 부적법 각하 사유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金善惠 

(1993), 645에서는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파양의 인용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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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민법상 인지 가능성

    대법원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

하고 양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106)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첫째,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양친의 동의가 있

는 때에 한하여 곧바로 인지청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파양을 통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한 후에 비로소 양자의 인지청구가 허

용된다는 견해107)(이하 ‘제1견해’라 한다)가 있다. 허위의 친생자출생

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성립된 양친자관계는 다른 어떤 법

익보다 우선해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둘째, 부(父)의 임의인지는 불가능하나, 양자의 인지청구는 가능하다

는 견해108)(이하 ‘제2견해’라 한다)가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또다시 호적기재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한 후 판결에 의한 파양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필자의 졸견으로는 위 대법원 1988. 2. 23. 85므86 판결 및 

1993. 2. 23. 92다51969 판결에 비추어 재판상 파양사유 여부를 심리하여 파양사유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고 파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인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판결에 의하여 그 확정일 이후 양친자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

어 재판상 파양과 동일한 결과로 되므로 재판상 파양청구로의 청구취지변경은 불필요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0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107) 김상용,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양자의 인

지청구 허용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家族法硏究 

第14卷, 韓國家族法學會 (2000), 133. 

108) 최진섭, “입양에 관한 판례의 쟁점 분석”,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

구원 (2011), 215-217.



- 171 -

양친자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어 친생자관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인 점, 후

자와 관련하여서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부와의 법적 부자

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막는 실정법상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셋째, 부(父)의 임의인지는 물론, 양자의 인지청구도 가능하다는 견

해109)(이하 ‘제3견해’라 한다)가 있다.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사후에라도 인지

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 

    우선,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는 외형을 통해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자의 인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

다. 왜냐하면, 애초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반드시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절차를 선행적으로 거쳐야 하

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는 병존할 수 있으

며, 무엇보다도 자연적 혈연의 존재를 주요사실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와 

관련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제1견해110)는 

양자의 인지청구가 법체계상 모순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파양 없이 임의

인지가 불가능한 실무에 비추어 해석론상 양자의 인지청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는 외형을 

109) 현소혜, “개정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체계정합성의 관점에

서”, 家族法硏究 第27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會 (2013), 109-110. 다만, 편집대표 윤진

수 (2015), 798 (玄昭惠 집필부분)에서는 위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 말미에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10) 김상용 (2000),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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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시되는 이상 곧바로 부(父)의 임의인지는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

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의 법적인 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

여는 부(父)의 임의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 등

을 통한 별도의 법적 판단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로 취급될 것이어서 마

찬가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는 

외형이 양친자관계로 정정되거나 양친자관계의 해소로서 정리되어야 비

로소 부(父)의 임의인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제2견해도 마찬가지 입

장으로 보이는 한편, 제3견해는 위와 같은 외형과 연동하여 임의인지의 

가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부(父)의 임의인지는 친생자관계라는 외형이 정리된 이후에, 그

리고 양자의 인지청구는 그 외형이 공시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곧바로 가

능하다고 할 것111)이다. 다만, 양자의 인지청구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

결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

여 국내의 한 문헌112)은 “위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타인의 자를 입양하

면서 입양신고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의 생부모

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친생자관계부

111) 물론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

양의 효력이 인정되었다가 새삼스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 판결만

으로는 곧바로 관련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양친자관계존재확

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

리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된 인지판결을 첨부한 인지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인지 사건

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112) 李濟正 (2003), 476. 윤진수 (2018), 162에서는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은…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호적상의 부모가 입양할 의사로 자신들 사이

에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그와 같이 기재된 경우였으므로, 처음부

터 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위 82므59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 문헌과 동일한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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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판례는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함으로써 해당 양친자를 

제외한 제3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은 기존의 판례의 태도와는 배치113)된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가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재에 의하여 법률상 추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양자는 처가 혼

인 중에 포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충분하며, 굳이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법

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의 법리를 벗어난 해석이

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확장해 보면, 양자 갑남이 친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청구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혼

인 중인 친생부모가 우선적으로 갑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양부모가 나중에 갑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양자 갑남은 친생모

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한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기록될 수 

없다.114) 결국 위와 같은 청구 내지 판결이 가능한 것은 친생자관계와 

113) 위 제1견해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상용 (2000), 133.

114) 이와 관련하여 진실한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를 곧바로 말소하고, 진실한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는 것

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와의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만약 대법원이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절차법상으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은 여전히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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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가 병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모자관계에 있어 출산사실115)

을 주요사실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관련된 별다른 법적 제

한이 없기 때문이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별도의 정리절차를 선행적으로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판결에 

따른 해당 사건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사안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있으나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가족관계등록실무상 진실한 친생모

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그 확정판결을 증거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를 말소하는 정정허

가를 받아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115) 앞서 보았듯이 우리 학계와 판례는 모자관계가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자연적 혈연의 존재’

보다는 ‘출산사실’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편집대표 윤진수 (2015), 670 (權

載文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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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부공동입양

   

    1990. 1. 13. 민법의 개정으로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규정을 둘러싸고 

통일된 해석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

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에 관하여 문언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이와 같은 부부공동입양은 적어도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 부부 

쌍방이 양부모가 되어 양자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

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관련 규정의 변

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부공동입양과 관련하여 우리 법체계 내에

서 어떠한 방향의 해석론이 도출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Ⅰ. 일반론     

  1. 민법상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입법례로 흔히 대표형, 공동형 및 동의형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116) ‘대표형’은 부부 중 일방이 입양당사자가 됨에 

따라 다른 일방은 자동으로 양친이 되는 유형이고, ‘공동형’은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입양당사자로서 양친이 되는 유형이며, ‘동의형’은 

부부 중 일방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유

형을 말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부부공동입양은 제정 민법 당

116) 이에 관하여는 金疇洙, “夫婦共同入養의 成立과 解消”, 경희대 논문집 제3집, 경

희대학교 (1964), 288-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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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夫婦의 共同入養) ① 妻가 있는 者는 共同으로 함이 아니면 

養子를 할 수 없고 養子가 되지 못한다.

② 妻의 不在 其他 事由로 因하여 共同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夫 

一方이 夫婦雙方의 名義로 養子를 할 수 있고 養子가 될 수 있다.

시에는 불완전한 공동형이었으나, 1990년 개정 민법부터 현행 민법에 이

르기까지는 완전한 공동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법상 

부부공동입양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될 경우만을 의미하나, 아래

에서는 우리 민법 조문의 변천과정을 조망하고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

가 될 경우와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각각의 경우를 모두 소개하기로 한

다.

  가. 제정 민법

    1958년 제정 민법(법률 제471호, 제정 1958. 2. 22., 시행 1960. 1. 1.)  

제874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夫)가 주도적 입양당사자일 뿐, 처(妻)는 종속적 입양당사자

에 불과하였다(제1항 및 제2항).117) 즉 처(妻)는 부(夫)가 양친이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으나, ‘대등한 당사자’로

서 입양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처럼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입양당

사자가 되기는 하나, 부부가 주종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불완전한 공동

형’118)이라고 일컬어진다.

   둘째, 처(妻)와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夫) 일방

의 의사만으로도 처(妻)는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제2항). 이로 인하

117) 金疇洙 (1964), 290.

118) 池元林,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斷想”, 成均館法學 第21卷 第3號, 成均館大學校 比

較法硏究所 (2009. 1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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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夫婦의 共同入養) ① 配偶者 있는 者가 養子를 할 때에는 配

偶者와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② 配偶者있는 者가 養子가 될 때에는 다른 一方의 同意를 얻어야 한

다.

여 처(妻)의 인격이 침해되거나 부(夫)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서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유’라 함은 그 사유가 상당히 오래 계

속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119)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시의 부재나 일반적인 정신장애는 이러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않고, 행방불명이라도 그것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

귀의 가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았다.120)

   나. 1990년 개정 민법

    1990년 개정 민법(법률 제4199호, 개정 1990. 1. 13., 시행 1991. 1. 

1.) 제874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와 양자가 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양친이 되는 경우’에만 부부는 입양당사자가 되었다(제1항). 

엄밀히 보면, 이때부터 부부공동입양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

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21)

    둘째, 양친이 되는 경우에 부부가 ‘주도적’ 입양당사자가 되었다

(제1항). 즉 1990년 개정 민법상으로 종전 ‘처가 있는 자’에서 ‘배우

119) 金疇洙 (1964), 293.

120) 金疇洙 (1964), 293.

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 민법 제874조의 제목이 ‘부부의 공동입양’인 것

은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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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됨에 따라 남성중심적인 공동입양에서 양성평등

적인 공동입양으로 처(妻)의 당사자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122)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부공동입양은 ‘완전한 공동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부부 쌍방이 양부모가 되는 것이 양자

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는 입장123)이 많으

나, 이는 부부가 성년자의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일차적으로 배우자의 인격 존중 및 그를 통한 부부공동체의 유지

를 고려한 것이며 부부가 미성년자의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녀의 복리도 고려된 것이라는 반론124)이 있다. 

    셋째, 양자가 되는 경우에 부부 중 일방만이 입양당사자가 되었다

(제2항). 즉 1990년 개정 민법 이전에는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부부 쌍방

이 입양당사자가 되었는데, 이는 부부인 동시에 남매인 지위를 겸유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125) 그리하여 1990년 개정 민법

상으로는 양자가 되는 경우에 ‘공동’이 아닌 ‘동의’로 규정된 것이

다. 한편, 위 조항은 부부 중 일방이 양자가 될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

자에게도 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척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 배

우자의 의사 내지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6)

    넷째, 처(妻)에게 공동입양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夫) 

122) 朴東涉, “부부공동입양-판례를 중심으로-”, 裁判資料;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第

101輯, 법원도서관 (2003), 594.

123) 金承杓, “夫婦共同入養의 原則을 違反한 親生子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의 效力”, 裁

判實務 第1輯, 창원지방법원 (1999), 281; 이은희, “부부공동입양-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Juris forum 제2호, 충북대학교 (2002. 6), 217; 박동섭 

(2013), 304; 김주수․김상용 (2018), 362.

124) 池元林 (2009. 12), 308-309.

125) 우병창 (2002. 12), 191 주 95); 박정기․김연 (2013), 237-238. 金疇洙 (1964), 290-291

에서는 제정 민법 제87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부부가 모두 양자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상 난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당시 학계의 견해 대립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는 민법 제

783조 및 국민의 법의식에 비추어 남편(夫)만 양자가 되고 아내(妻)는 양자가 안 된다

고 해석되며, 이때의 ‘공동’은 실질적으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하

였다.

126) 池元林 (2009. 12), 311; 김주수․김상용 (201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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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일방의 의사만으로 부부공동입양을 할 수 있었던 종전 조항이 삭제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夫)가 단독으로 양친이나 양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 2005년 개정 민법

    2005년 개정 민법(법률 제7427호, 개정 2005. 3. 31., 시행 2008. 1. 

1.)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127)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

됨을 명시하였다(전단). 이는 친양자에게 혼인 중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

하고자 한 것이 제도의 입법취지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혼인관계에 있

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

영한 것이다.128) 다만, 3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색

127) 참고로 현행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2005년 개정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와 내용상 변화가 전혀 없다. 다만, 현행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

된 ‘부부의 한쪽’은 2012년 개정 민법(법률 제11300호, 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당시 ‘부부의 일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2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87 (玄昭惠 집필부분); 김주수․김상용 (2018),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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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

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인데, 우리 입법자는 이 정도의 혼인기간이 지속된 경우라면 그 가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혼인 파탄의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129)

    둘째,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

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후단). 이는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의 배우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하

면 충분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130) 다만, 1년 이상의 단축된 혼인기

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색인데, 우리 입법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친

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라면 혼인과 더불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재혼가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131)

   라. 2012년 개정 민법

    1990년 개정 민법(법률 제11300호, 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제874조와 비교하여 보면, 조문의 내용상 변화는 없다. 다만, 2012년 

개정 민법 제874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문의 제목이 ‘부부의 공동입양’에서 ‘부부의 공동 입양 

등’으로 변경되었다. 종전에도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

만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점은 다를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의 

129) 윤진수 (2018), 214; 김주수․김상용 (2018), 394.

130)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1 (玄昭惠 집필부분); 김주수․김상용 (2018), 395.

131) 윤진수 (2018), 214; 김주수․김상용 (2018), 395.



- 181 -

제목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때 비로소 조문의 내용을 포

괄하는 제목이 된 것이다.

    둘째, 제1항의 실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으나, 문언상 표현이 보다 

자연스럽게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

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양자를 할 때’

라는 것이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배우자와 공동

으로 입양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

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가. 일본

    일본은 부부공동입양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공동입양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일반 입양과 특별양자 입양을 불문하고 마찬

가지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반 입양과 관

련하여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라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

용되나(일본 민법 제795조 본문. 이하 법명을 생략한다),132) ‘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라면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를 얻는 것으로 족하다(제796조 본문).133) 다음으로, 특별양자 입양과 관

련하여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적출자(특별양자 입양 이외의 

입양에 의한 양자를 제외한다)의 양친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공

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된다(제817조의3). 

132)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적출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제795조 단서 참조).

133)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제796조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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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는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다. 이는 

일반 입양과 특별양자 입양을 불문하고 마찬가지이다. 물론 일본 민법상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95조), 특별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다른 일

방이 양친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부의 일방은 양친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817조의3 제2항),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

입양 가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가 양친의 적출자 신분을 취득하는 점(제809조), 양

자는 양친의 성을 따르는 점(제801조), 양부모가 양자의 공동친권을 가질 

뿐이고 부부 이외의 공동입양에 따른 친권행사의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134)로, 특별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의 

특별유형일 뿐 앞서 언급한 입양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양친이 

사실혼관계가 아닌 법률상 혼인 중인 경우로 한정됨을 근거135)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셋째, 부부공동파양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된다. 일반 파양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부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136)되고(제811조의2 본문),137) 성년자인 경우라면 그 원칙이 적용되

지 않을뿐더러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

는다. 특별양자 파양과 관련하여서는 부부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134)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新版注釋民法(24) 親族(4), 有斐閣 (2011), 202 (中川良廷 집

필부분).

135)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602 및 630 (大森政輔 집필부분).

136) 비록 조문의 위치상으로는 협의상 파양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공동파

양의 원칙은 재판상 파양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203 (深谷松男 집필부분)]. 협의상 파양이든, 재판상 파양이든 그 절차가 다를 뿐, 미

성년 양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島津一郎 

編,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親族, 日本評論社 (1989), 140 (加藤正男 집필부분); 深谷松

男, 新版現代家族法, 靑林書院 (1988), 128].

137)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공동파양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제811조의2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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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양자와 양친의 일방 

사이에서만 파양을 할 수 없고 설사 양친에 의한 학대 등 양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유가 양친의 일방에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친의 

다른 일방이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138)가 유력하다. 

    나. 독일

    독일도 부부공동입양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공동입양이 강제되는 것이 원칙이다.139) 이러한 점은 양자

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이

다.140) 즉 양친이 될 사람이 미혼이라면 단독으로만 입양할 수 있으나, 

기혼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한 반드시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1문 내지 제3문. 이하 법명을 생략

한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행위능력이 없거나 21세가 되지 않아 입양

을 할 수 없다면,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제1741조 제2항 제3문).

138) 細川淸, “改正養子法の解說: 昭和62年民法等一部改正法の解說”, 法曹時報 40卷 7

号, 法曹會 (1988), 27;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634 (大森政輔 집필부분). 다만, 

일본 민법 제811조의2 본문에 비추어 보면, 특별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39) 이와 같은 부부공동입양을 위해서는 독일 민법상 일정한 요건이 요구된다. 우선, 연

령기준과 관련하여 보면, 양친이 될 사람 중 일방은 25세 이상이고, 타방은 21세 이

상이어야 한다(제1743조 제2문).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라면, 양

친이 될 사람은 21세 이상인 것으로 족하다(제1743조 제1문). 다음으로, 미성년자 입

양과 관련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반드시 상당한 기간 동안 양자가 될 사람을 양육하

여야 한다(제1744조).

140) 독일 민법상 성년자 입양은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규정

들을 준용하고 있다(제1767조 제2항 이하 참조). 한편, 독일 민법은 입양의 효과와 관

련하여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을 구별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완전 입

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제1754조 제2항, 제1755조 제1항), 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완전 입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제1770조 제2항, 제17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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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는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다. 공동입

양의 주체로서 부부(Ehepaar)라고 규정(제1741조 제2항 제2문)되어 있는 

이상 비혼 동거관계의 남녀는 공동으로 양친이 될 수 없다. 

    셋째, 부부공동파양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입양은 원칙적으

로 해소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입양의 해소가 가능하다. 그중에

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라면, 부부 중 일방과 양자 사이의 입양

관계도 해소될 수도 있다(제1763조 제2항). 이는 물론 상대방 배우자 또

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

는 경우이거나 새로운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제1763조 제3항 a)호 및 b)호].

   다. 프랑스

   

    부부공동입양을 강제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는 완전 입양

(l’adoption plénière)을 표준으로 상정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일반 입양

에 준용하고 있는데(프랑스 민법 제361조 참조. 이하 법명을 생략한다), 

적어도 부부공동입양과 관련하여 완전 입양과 일반 입양의 실질적 차이

는 없다. 프랑스 민법상 부부공동입양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공동입양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28세를 넘은 사람

이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제343조의1 제1항). 다만, 부부가 별거상

태에 있지 않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43조의1 제2항).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141)에도 마찬가지

141) 이 경우에는 4가지 요건, 즉 1. 입양될 자녀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법

한 친자관계가 있을 것, 1의2. 입양될 자녀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져 친자관계가 있을 것, 2. 입양될 자의 부모 중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친

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을 것, 3. 입양될 자녀의 부모로서 상대방 배우자 아닌 사람이 이

미 사망하여 1촌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또는 이러한 직계존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될 

자녀에 대하여 명백하게 무관심할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프랑스 민법 제345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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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단독 입양에 요구되는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점만 차이가 존

재한다(제343조의2). 반면, 부부공동입양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요구

된다. 즉 별거142)상태에 있지 않는 부부(deux époux non séparés de 

corps)로서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와 부부 쌍방이 28세를 넘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다(제343조). 이는 결국 연령의 

제한 없이 부부공동입양을 하려면 별거상태가 아니면서 일정한 혼인기간

을 충족하여야 하고, 혼인기간의 제한 없이 부부공동입양을 하려면 일정

한 연령기준을 상회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는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다. 즉 부

부 이외의 다수인에 의한 입양은 금지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346조 제1항). 다만, 단독․공동으로 입양한 양친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입

양을 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한 타방 배우자의 새로운 배우자

가 청구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양이 가능한데(제346조 제2항), 이 경우에

도 여전히 부부 이외의 사람들이 공동입양을 할 수는 없다.

    셋째, 부부공동파양은 완전 양자의 경우가 아닌 일반 양자의 경우에

만 문제될 수 있으나, 그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 양자의 경우

라면 그에 대한 파양이 불가능함(제359조)143)에 따라 부부공동파양이 문

제될 여지가 없고,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완전 양자의 경우와 달리 중대

한 사유가 있고 양친 또는 양자144)의 청구가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로는 

142) 여기서 ‘별거’란 프랑스 민법 제296조에 따른 별거(la séparation de corps), 즉 이

혼과 동일한 사유 및 조건 하에서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김미경, “프랑스의 완전양자제도”, 比較私法 第17卷 第2號,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6), 6 주 13) 참조.

143) 완전 입양 후에 파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완전 입양에 의하여 양친이 되고자 한 

의사가 번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François Terré et Dominique Fenouillet, Droit 
civil Les personnes La famille Les incapacités, 7e éd., Dalloz, 2005, 853. 이는 양자가 

미성년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미성년 양자라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될 수 있다. Jean Carbonnier, Droit civil, t. 2, La 
famille, l’enfant, le coup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2, 373. 

144)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검사(ministère public)를 말한다. Article 370 Lorsque l'adopté 

est mineur, la révocation de l'adoption ne peut être demandée que par le ministèr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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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한데(제370조, 제370

조의1), 부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라. 소결

    앞서 본 것처럼, 어떠한 내용으로 부부공동입양제도를 둘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공동입양이 강제되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처럼,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부공동입양이 강제될 

수도 있고, 일본처럼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부

부공동입양이 강제될 수도 있다. 반면, 프랑스처럼 부부공동입양이 반드

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도 있다. 둘째,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일

본, 독일 및 프랑스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부 이외의 다수인에 의한 입양이 금지

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부부공동파양이 강제되는

지 여부이다. 독일은 일정한 요건 하에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해소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미성년자인 일반 양

자의 경우에 부부공동파양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절차법상 처리방법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 즉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고 하더라도 그 입양신고의 형식은 통상의 입양신고와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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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자될 사람이 미성년이든, 아니면 성년이든 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입양신고서에 반드시 함께 입양당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차이

점이 있다. 만약 혼인 중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신고서에 양부 또

는 양모 중 어느 한 사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입양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민법 제874조 제1항 및 제881조 참조). 이것

은 물론 입양신고의 수리 전까지만 문제되는 것일 뿐, 담당기관의 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입양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부부 중 일방의 단

독입양으로서 유효하고 입양취소청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888조 및 제

894조).

    한편, 친양자입양허가심판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신고서상 부부 쌍방이 반드시 함께 입양당사자로 기재된다

는 점에서 부부 쌍방이 일반 입양신고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

다.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1.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가. ‘공동’의 의미

     (1) 일반 입양의 경우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

으로 입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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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위 ‘공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위 조

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분석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1990년 개정 민법 제874조는 종전과 달리 양친이 

될 부부 쌍방이 공동의 입양당사자가 되고(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공동’이 아닌 ‘다른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얻도

록 하였다(제2항). 해당 조문의 실질적인 내용은 현행 민법 제874조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될 경우’인지, 아니면 ‘양자가 될 경우’인지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확연히 구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부부공동입양’이라는 용어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

이 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 일방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현행 민법 제874조의 조문 제목이 1990년 개정 

민법 당시의 것, 즉 ‘부부의 공동입양’과 달리 ‘부부의 공동 입양 

등’으로 변경된 점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부부공동입양’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될 경우’로 한정하

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 민법상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은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이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부부공동

입양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본 민법 제795조 본문과 두드러진 차이점이

다. 한편, 우리 민법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경우’라면 

그가 미성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본 민법 제796조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될 경우에 ‘공동으로’ 한

다는 문언에 충실하자면, 부부 중 일방이 단독의 양친이 될 수 없고 부

부 쌍방이 반드시 평등한 지위의 입양당사자로서 양친이 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145) 즉 우리 민법은 적어도 입양의 성립 단계에서 배우자가 있는 

145) 김주수․김상용 (2018), 362; 이경희 (2013), 214. 한편,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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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는 비록 자신은 입양당사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배우자만 타인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를 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을 하려는 것

은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의 ‘공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우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146) 이때 ‘공동’의 의미는 일반 입양에 관한 현행 민법 제874

조 제1항에 규정된 ‘공동’과 다르지 않다. 즉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부부 쌍방이 반드시 평등한 지위의 입양당사자로서 양친이 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147) 다만, 일반 입양과 달리 우리 민법 제908조의2 제1

항 제1호 단서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

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부부공

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부부 중 일방이 단독의 양친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

(玄昭惠 집필부분)에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

련하여 학설을 소개하면서 “개별설에 따르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한다는 것은 부

부 상호간에 상대방의 입양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입양의 성립 단계에서 ‘공동’이란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의 입

양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고, 우리 민법 제87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될 경우에는 ‘공동’, 양자가 

될 경우에는 ‘동의’라는 명시적 구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46) 우리 민법상 ‘친양자 입양’과 유사한 일본 민법상 ‘특별양자 입양’도 부부공동

입양의 원칙이 적용되나, 특별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중이라면 그 혼인기

간은 묻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일본 민법 제817조의3 제2항 본문 참조).

147) 김주수․김상용 (2018),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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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입양의 경우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

으로 입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란 법률혼관

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148) 따라서 법률상 부부가 공동입양을 해

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나,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입양을 할 수 있는가? 즉 배우자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

우자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배우자 없는 사람이 입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아가 양자법 규정의 해석상 부부가 아닌 사

람들이 함께 양친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을 긍정하는 견

해149)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부부공동입양제도는 법률혼에 기한 

148) 박동섭 (2013), 304; 송덕수 (2018), 17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49 (玄昭惠 집필부분).

149) 최진섭 (2000), 555-557. 물론 이 문헌은 입양신고의 형식이라면 혼인하지 않은 남

녀가 함께 한 아이의 양부모가 되는 것이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

면서도 출생신고의 형식이라면 사실혼관계의 남녀가 각각 양부모가 되는 것도 가능하

다고 본다. 한편, 차주희, “동성애자의 혼인과 입양-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

806 판결을 중심으로-”, 젠더판례 다시 읽기: 2013-2014, 젠더법연구회 (2017), 16에

서는 “…민법 제874조를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공동으로 입양하라’는 취지이지, 부부가 아닌 경우는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

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대

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많은 규정들(재산분할, 동

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는바, 이성의 

사실혼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듯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 역시 반드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

로, 민법 제874조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

지 않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입양이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구민법과 달리, 현행법 하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양육환경 조사절차에서 부부로서의 실질이 있는지 충분히 심리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부부공동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단독으로 양자를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고, 양자에게 실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 모두와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도리어 부부의 경우 공동입양을 하도록 한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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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동체를 제3자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 특히 미성년 

양자는 법률상 정당한 부부 밑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을 부정하는 견해150)도 있다. 

    비록 배우자 없는 사람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호적상의 

부(父)가 하였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

는지가 문제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

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

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

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

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시151)한 바 있다. 이는 혼인 중인 부부 이외의 사람들은 공동으로 입

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 사안과 달리 호적상의 모(母)가 배

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 아닌 호적상의 부(父)로 

하여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판시의 태

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 민법이 혼인 중인 부부 이외의 사람들은 공동입양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

으나, ① 우리 입법자는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인격

을 침해하거나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

87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자의 복리에도 반한다.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 중 누구

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하에서도 사

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입양이 가능함을 역설한 것이라고 보인다.

150) 이은희 (2002. 6), 224; 朴東涉 (2003), 598.

15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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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동의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법률상 부

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을 허용 내지 보호해야 할 법적 가치가 존

재하지 않으며, 설사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

에 따라 공동입양의 가능성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② 특히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혼인 중인 

부부가 보다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동입양과 관

련하여 법률상 부부를 상정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법률상 부부 이외

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사 사실혼관계의 남녀가 법률상 부부처럼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을 사실상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를 도모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실혼관계의 

남녀가 공동입양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양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누

가 미성년 양자의 친권자가 되는가에 관한 의문이 해결되기 쉽지 않은 

점, ④ 만약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양친

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민법 제874조 제1항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 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을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공동입양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친양자 입양의 경우

    부부공동입양과 관련하여 일반 입양의 경우 문언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민법 제874조 제1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 

문언상 ‘혼인 중인 부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같은 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혼인 여부를 더욱 직

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양친이 될 사람은 반

드시 법률혼관계가 있는 부부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상 차이는 없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단순히 사실혼관계나 동거관계에 있는 사



- 193 -

람,152) 독신자153) 등은 친양자 입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부부공동입양의 예외

   가. 일반 입양

    우리 민법 제874조 제1항에서 단독입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단독입양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단독입양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가 존재한다.  

   (1)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154)에도 부부

152)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193; 조승현, 친족․상속, 제5판, 

신조사 (2015), 250; 최명수, “친양자제도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16권 제2호, 경

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3; 홍창우, “민법상 친양자제도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제381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49;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87 (玄昭惠 집필부분).

153) 이은주, “자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 家族法硏究 第27卷 第1號, 韓國家族法學

會 (2013), 356.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

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민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독신자

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정의견(합헌)인 재판관 4인은 특히 독

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녀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

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반대의견(위헌)인 재판관 5인은 특히 독신

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

로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

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며,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입법론으로서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글로는 윤진수 

(2018), 214; 배인구,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家事裁判硏究

(3),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2018), 266; 정구태 (2015), 4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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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하여는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유형별 분석

  

    1)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때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때에는 부부공동입

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155)가 대부분이다. 즉 양자가 

될 사람과 배우자 일방 사이에 이미 친생자관계가 있으므로, 타방 배우

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부가 입양당사자로서 

협의하여 입양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공동입양제도를 취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친생부모가 입양당사자가 

되면 새로이 양친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점에서 부부공동입양의 

실익이 있다는 점, 특히 민법 제909조의 친권과 관련하여 양자는 양부모

의 친권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양에 의하여 친생부모의 친

권은 소멸하고, 앙부모만이 친권자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견해156)도 있다.

    2)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때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때에 부부공동입양

154) 이는 흔히 ‘계자입양(繼子入養)’으로 불린다. 

155) 송덕수 (2018), 176; 김주수․김상용 (2018), 362; 오시영, 친족상속법, 제2판, 학현사 

(2011), 316; 梁壽山, 親族․相續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408; 박동섭 (2013), 

306.

156) 崔鎭涉, “配偶者의 子(繼子)를 入養하는 경우의 法的 問題點”, 家族法硏究 第12卷, 

韓國家族法學會 (1998), 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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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팽팽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첫째,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 이미 친생자관계가 있

으므로, 굳이 양자로 삼을 필요가 없고 ‘친생자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

방’이 단독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견해157)가 있다. 둘째, 입양에 의해 혼

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견해158)가 있다.

    3)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양자’인 때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양자’인 때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159)만 보이는 듯하다. 즉 양자가 될 사람과 

배우자 일방 사이에 이미 양친자관계가 있으므로, 새로이 양친자관계를 

발생시킬 필요는 없고 타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유형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은 

157) 池元林 (2009. 12), 312; 오시영 (2011), 316. 이경희 (2013), 214에서는 “이 경우에 

공동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입양으로 법정친자관계가 설정되면 다른 일방의 혼

외친자관계에 대해서도 준정 유사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158) 윤진수 (2018), 196; 김주수․김상용 (2018), 362; 송덕수 (2018), 177; 박동섭 (2013), 

306; 편집대표 윤진수 (2015), 753 (玄昭惠 집필부분). 梁壽山 (1998), 408에서는 “물론 

오늘날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혼인외 

출생자가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

의 출생자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편, 최금숙, 로스쿨 親族法(1), 초판, 

第一法規 (2010), 107에서는 세 가지 측면, ① 부부 중 일방의 단독입양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②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

는 현행법 하에서 부부공동입양원칙을 완화해도 된다는 점, ③ 자신의 친생자를 입양

하는 것보다는 부부 중 일방의 단독입양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친생자관계

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한다.  

159) 이경희 (201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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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공동으

로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① 원래 입양이란 타

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행위, 즉 친자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의해 친자관계를 만들어 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자연혈족

이나 법정혈족의 관계가 있다면, 그 의미에 반하여 새삼스럽게 입양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②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외

의 출생자’인 때에만 유독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

으나, 현행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입양을 한 양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160)이 없으므로 위와 같

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설사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 혼인 중

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자에게 어떠한 법적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161) ④ 일반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부부공동입양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

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행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취지는 계자입양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보다 

혼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는 이미 친생

자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양자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고 

160) 참고로 현행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에서는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로, 제855조 제2항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161) 물론 그 양자가 미성년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함으로써 민법 제90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부모는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또는 ‘입양 성립 후 친생부

(친생모)가 양모(양부)와 혼인한 경우’에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에 관한 입법적 해결

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부부공동입양의 문제로 접근할 사항은 아

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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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는 점,162) 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163)․독일․프랑스는 입법

을 통해서라도 계자입양의 경우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64)

  (2) 부부 중 일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일방의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입양

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타방 배우자가 단독입양을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팽팽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165) 첫째, 

1990. 1. 13. 민법(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이 개정되면서 제874

조 제2항, 즉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

에는 부 일방이 부부 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

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타방 배우자의 단독입양을 부정하

는 견해166)가 있다. 둘째, 별도의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타방 배우자의 

단독입양을 긍정하는 견해167)가 있다. 

162) 김주수․김상용 (2018), 396; 송덕수 (2018), 19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0-891 (玄

昭惠 집필부분).

163) 물론 일본 민법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적출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795조 단서), 이는 양자가 입양일부터 

양친의 적출자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인 것(제809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64) 우병창 (2002. 12), 190에서는 “부부공동입양이라 함은 부부 쌍방에게 친생자가 아

닌 자를 공동입양하여 함께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의 일

방이 타방의 자, 예컨대 배우자의 친생자, 혼외자, 양자를 입양할 경우에 타방도 입양

당사자로서 양친이 되느냐이다. 이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동입양에 해

당하지 않으며 이미 친자관계가 있는 타방은 입양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고 서술한 바 있다.

165) 본 논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래의 견해들

을 소개하였으나, 각 견해들은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66) 池元林 (2009. 12), 313-314; 朴秉濠, “개정양자제도 관견”, 월간고시, 法志社 (1990. 

3), 93; 박정기․김연 (2013), 237 주 53); 송덕수 (2018), 176.

167) 김주수․김상용 (2018), 362; 박동섭 (2013), 305; 오시영 (2011), 315-316. 梁壽山 

(1998), 407에서는 “양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기회를 넓힌다는 뜻

에서 일방이 단독으로 양자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지만,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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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

고를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

여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

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

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

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

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168)하

면서 위 사안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1990. 1. 13. 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었으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겠다. 

    물론 배우자 일방이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

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타방 배우자의 단독입양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① 부부가 입양하는 경우에 공동의 요건을 규정한 취지 

중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

한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특히 양자

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부부 쌍방이 입양당사자가 되어 자녀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더욱 

우자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자의 복리와 관련하여 판단할 한계를 넘은 사람

이므로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와 양자가 되는 경우를 구분한 견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8)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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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부부공동입양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새길 

필요가 있는 점, ③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70조 제1항 

제3호, 제871조 제1항 단서처럼 명시적인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오

히려 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2항, 즉 “처의 부재 기타 사

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과 같은 규정이 삭제된 것

은 위와 같은 취지나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 ④ 부부공

동입양의 예외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론으로 

명확히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일본․독일․프랑스는 입법을 통하여 부부공동입양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배우자 일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소

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단독입양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친양자 입양

    우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부부공동입양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단독입양이 가능하다. 다만, 그 예외 규정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경우

가 아닌 사정이 있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단독입양이 허용되는가에 관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에

도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는가? 우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

1호에서는 친양자 입양청구의 요건과 관련하여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

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169)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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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친양자로 될 사람 사이에는 이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공

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70) 그리고 위 규정은 특

히 단축된 혼인기간(3년 → 1년)의 적용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그 친생자

를 일반 양자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반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명시적인 

입법을 통한 해결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부부 중 일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일방의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친

양자 입양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타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

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 논의가 많지는 않으나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

다. 첫째, 자녀의 복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방 배우자가 단독

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171)가 있다. 둘째, 이에 관한 

169) 여기서 ‘배우자의 친생자’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나 ‘혼인 외의 자녀’

를 포함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다만, 배우자의 ‘친양자’나 ‘일반 양자’까지 포함

되는 것인지는 문언상으로 명확하지 않다. 국내의 문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발

견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우리의 친양자 입양과 유사한 일본의 특별양자 입양과 

관련하여 ‘적출자’와 ‘특별양자’의 경우에만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고, ‘비적출자’와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일본 민법 제817조의3 제2항 참조).

170) 김주수․김상용 (2018), 396; 송덕수 (2018), 19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0-891 (玄

昭惠 집필부분).

171) 최명수 (2007), 34. 김주수․김상용 (2018), 394-395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양자에 있

어서와 마찬가지로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의 당사자가 된다. 부부 중의 일방이 의사표

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녀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친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단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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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타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172)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

하지 않는다.

    물론 배우자 일방이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

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타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① 현행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

1호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만 부부공동입양의 예외

를 인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인 

예외를 두지 않은 취지 중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

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일반 입양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표면

적으로는 그러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취지를 최

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고,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에 비하여 보다 견고

한 친자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쌍방이 당사자가 되어 보다 안

정된 양육환경의 제공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② 해석론으로 위 사유

와 관련된 명확한 범위 설정이 쉽지 않은 점은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

이 다르지 않다는 점,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 프랑스는 별도의 입

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배우자 일방

에게 심신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방 배우자

는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173)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을 허용하는 편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72) 송덕수 (2018), 192; 이승우, “친양자 제도 관견”, 成均館法學 第19卷 第2號, 成均

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07. 8), 177. 

173)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무리이나, 입법론으로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는 정구태 (2015), 413. 특히 이은주 (2013), 355에서는 “배우자가 행방불명 또는 심

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일방의 의사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의 복리에 적합한 경우 법원에

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단독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

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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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위반과 입양의 효력 

    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7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배

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란 크게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및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

부 공동명의로 입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각각의 경우 그 효

력이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위 두 경우174)와 관련하여 입양의사가 있는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입양은 일단 유효하되, 상대방 배우자는 민법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175)가 있다.176) 반면, 우리 민법이 공

174)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입양한 경우’

와 관련하여 입양의사가 없는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입양은 무효라고 본다.

175) 송덕수 (2018), 180;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21-822 (玄昭惠 집필부분). 물론 현실

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입양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는 입양신고의 심사단계에서 걸러지게 되므로, 그 경우의 발생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이다. 

176) 현행 일본 민법상 부부가 미성년자를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학설상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

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일단 유효로 보되, 그 취

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져 있으나, 부정설이 유력하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부무효설(부부공동입양이라는 1개의 입양의사를 결하는 것으로서 입양 전체가 무효

라는 견해), 일부유효설(부부의 입양의사 견련성을 지극히 약하게 해석하고, 그 독립

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공동입양요건은 금지적인 것이 아니라 저지적인 것으로서 만

약 입양신고가 수리된다면, 공동입양요건 위반은 치유되어 입양의사가 없는 상대방 

배우자의 입양만 무효일 뿐, 입양의사가 있는 배우자의 입양은 유효라는 견해), 분류

설(양친이 부부일 경우와 양자가 부부일 경우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제의 

합리적 근거 유무, 부부 중 일방의 입양이 타방에 주는 영향의 정도, 자국민의 의식 

등 사정을 고려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입양 전체가 무효이나, 후자에 대해서는 입양의

사 있는 배우자의 입양은 유효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으나, 일부유효설이 유력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185-197 (中川良廷 집필부분)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본의 학설상으로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입양의사가 있는 배우자의 입양은 유효한 것이

고, 그 입양의 취소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유력하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 민법상으로는 이 경우와 관련하여 입양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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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에 속하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공동의 양친

자관계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부부 중 일방과 제3자 사이의 편면적 양

친자관계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입양요건을 위반하였다

면 입양 전체가 무효라는 보는 견해177)가 있다.178)

    대법원은 1990년 개정 전 민법 제874조를 적용한 사안에서 “입양이 

개인 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

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

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

었어도 부부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

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

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179)한 후, 1990년 개정 민법 제874조를 

적용한 사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시180)를 한 바 있다. 이는 비록 부

부 쌍방 명의로 한 입양신고에 관한 판시이기는 하나, 대법원의 입장은 

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7) 池元林 (2009. 12), 316에서는 “양자를 할 때의 부부공동입양은 공동형에 속한다. 

이러한 공동형에서는 입양에 의하여 공동의 양친자관계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양

자를 함에 있어서 공동입양요건을 위반하였다면 입양 전체가 무효라고 하여야 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178) 池元林 (2009. 12), 318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형에서는 부부공동입양에 의하여 

공동의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고, 그 유효 여부를 양부 및 양자에 대한 관계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처도 입양당사자로 되었음도 고려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동입양의 요건을 위반한 입양의 효력을 양부에 대한 관계와 

양모에 대한 관계로 나누어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38조 참조)가 적

용되기 위한 전제로 입양이라는 법률행위의 가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과연 양

자를 법정혈족으로 받아들이는 입양이라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주체와 관련하여 

가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179)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180)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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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입양 성립 후의 단계에서 입양의 유효 여부를 편면적으로 판

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입양의사가 없는 상대방 배우자와 제

3자 사이의 입양은 무효이나, 입양의사가 있는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입양은 일단 유효하되 상대방 배우자의 취소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우리 민법 제8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

부공동입양’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부부공동

입양을 ‘1개의 입양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개의 입양행

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부부공동입양을 1개의 입양행위

로 본다면 편면적 양친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된 입양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반면,181) 부부공동입양을 2개의 입양행위로 본다면 

양친자관계는 각각 성립하므로 이에 위반된 입양은 우리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입양이 개인 간의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보

면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

가 존재하여… ”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8. 5. 26. 선

고 97므25 판결),182) 부부공동입양을 2개의 입양행위라고 본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입양이란 부부가 복수의 입양당사자로서 1개의 

입양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2개의 입양행위를 하는 

181) 池元林 (2009. 12), 316에서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입양의사가 있더라도 타방배우자

에게 입양의사가 없다면 제883조 제1호의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입양이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취소사유로 한다면, 가령 배우자 

일방이 임의로 부부공동명의로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비교

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제896조 참조)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지도 않음(제897조, 제

824조 참조)에 비추어 입양의사 없는 배우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

다.”라고 하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론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동일한 취지의 글로는 金承杓 (1999), 288 참조]. 왜냐하

면, 우리 민법은 부부가 양친이 될 경우와 양자가 될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입양취소

사유로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제884조 제1항 제1호)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이는 ‘부부공동입양 요건’ 또는 ‘배우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입양의사가 있는 배우자의 입양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182) 일본 최고재판소도 위와 동일한 입장이다[最高裁判所 1973. 4. 12. 判決(民事判例集 

27卷 3号, 500) 참조].



- 205 -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현행법 하에서 입양의 성

립․존속․소멸 단계에서 부부공동입양의 구조 내지 작동원리를 보다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비록 우리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

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부공동입양이 1개의 입양행위인지, 아니면 2개의 입양행위인

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양행위의 개수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입양을 분석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앞서 본 것처럼, 부부공동입양을 ‘1개의 입양행위’ 또는 ‘2개의 

입양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가분적이나 견련성 있는 1개의 입양행

위’라고 볼 여지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공동입양은 ‘견련성 있는 2개의 입양행

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문제의 중심은 입양행위

가 갖는 견련성의 힘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에 있다.183) 입양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878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입양신고는 수리될 수가 없기 때문

(같은 법 제881조)에 적어도 입양신고 단계에서는 부부가 입양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부부 중 일방이 선행

적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

도 단독입양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184)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민법상 입양 성립 이후의 단계, 특히 입양의 해소 단계에서는 ‘공

동’의 요건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견련성의 정도는 약하다고 

183) 山本正憲, “夫婦共同縁組の成立と解消-若干の解釈論-”, 法経学会雑誌 10卷 6号

(1955), 251.

184) 참고로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입양 전체가 무효라고 보면서도, 입

양신고를 포함하여 입양 자체를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타

방과의 합의에 기하여 단독으로 입양을 하더라도 부부공동입양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부부의 입양의사가 시차를 가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池元林 (2009. 12), 310-311, 316-318 참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부공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입양신고 전 단계라면 그와 같이 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실제 입양신고 단계에서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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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185) 그렇다면, 이러한 견련성은 입양신고의 수리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입양신고의 수리 이후, 즉 

입양 성립 이후의 단계에서는 부부 개별로 입양의 효력을 다투거나 입양

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6)  

    앞에서 부부공동입양을 ‘1개의 입양행위’ 또는 ‘가분적이나 견련

성 있는 1개의 입양행위’로 보는 입장은 모두 ‘공동’의 의미를 부부

의 입양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절차법적 의미에 상당히 비중

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부부공동입양

을 굳이 1개의 입양행위로 보거나 그 가분성의 유무를 따져보는 것은 오

히려 부부공동입양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지 않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즉 양부와 양자 사이 또는 양모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은 인별로 성립하는 친자관계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부부공동입양을 2개의 입양행위로 보되 

적어도 각 입양신고는 시차를 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보다 간명

하며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나.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양친 또는 양자의 등록부

에 기록되었다면, 이러한 입양의 효력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무효사유로 

보는 견해187)가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친생자 아닌 사람을 자신과 사

185)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민법 제874조 제1항에 규정된 ‘공동’은 일체적인 것이

지, 가분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池元林 (2009. 12), 317-318]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186)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181 (中川良廷 집필부분) 참조. 

187) 朴東涉 (2003), 619;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11 (玄昭惠 집필부분). 그러나 입양취

소사유로 보는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尹富讚 (1997), 19에서는 “법률상 배우자

가 전혀 없는 남녀가 사실혼관계에서 그들의 친생자가 아닌 자(이른바 업동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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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사안’에서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

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

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부가 호적상 자를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출생신

고에 관한 호적상의 기재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

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처럼 무효인 호적상 부의 출생

신고에 기하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

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

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

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시188)

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89)

    그런데, 최근 대법원190)은 ‘을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갑남이 

병녀(망인)와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친생자 아닌 사람인 정녀(피고)를 데

려와 함께 키우다가 병녀(망인)를 생모로 하여 갑남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안’(이하 ‘A 사안’이라 한다)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

두 갖추어져 있다. 망인에게 갑남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

들의 친생자로 사실혼의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에, 그들의 양부모자관계에 관한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유효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경우 양부모자관계는 이들 사이에 총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부자관계 

및 양모자관계가 개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서술하

고 있다.

18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189) 金承杓 (1999), 284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으로 

한 입양이 무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19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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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 즉, 갑남과 피고 사

이의 입양이 불성립, 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에는 망인도 피고를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입양 

신고 대신 피고에 대한 위 친생자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2008. 1. 1.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망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 기록되었고,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도 망인이 피고의 모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유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 간의 법률행위인 입양의 효력,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

기 환송하였다. 위 A 사안의 원심191)은 제1심 판결192)과 결론을 같이 하

면서 이유를 원용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그 이유 중 특히 “우리 민법

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상 부부가 아

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자와의 사이

에서도 모두 전체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갑남이 을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갑남과 병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는 정녀를 갑남과 병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갑남과 정녀 사이, 병녀

와 정녀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설령 정녀의 주장

과 같이 병녀가 정녀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

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병녀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갑남과 공동으로 양

부모가 될 의사로 정녀를 갑남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한 것을 두고, 

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병녀와의 관계에서만 편면적으로 유효한 입양신고

191)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1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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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병녀의 단독입양으

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얼핏 원심은 종전 대법원의 태도를 기초로 부부공동입

양에 관한 현행법에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려는 측면이 있고, 대법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친자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조심

스럽게 접근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14므4963 판결에 설시된 내용만으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근 대법원 2014

므4963 판결은 애초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입양에 관한 문제

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위에서 살펴본 두 개의 

대법원 판결 모두 ‘친생자 아닌 사람을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

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안’

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최근 대법원 2014므4963 판결은 

종전 대법원 93므1242 판결과 달리 특히 입양이 개인 간의 법률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와 자녀 사이에서만 입양의 실질

적 요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 

2014므4963 판결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사실상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193)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위 두 개의 대

법원 판결 사이에 위에서 언급한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최근 대법원 2014므4963 판

결은 출생신고를 한 부(父)194)와 자녀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

193) 부(父) 갑남(원고)이 정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와 관

련하여 원심은 이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였는데,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결과 위 인용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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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경우195)에 입양의 효력을 별개로 판단하여 모(母)와 자녀 사

이에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196)이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생신고를 한 부(父)와 자녀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

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오

히려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의 태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입양을 한 경우

라면, 그 입양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의 공동입양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197) 이는 ① 민법 제888조는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배우자의 입양

취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는 위 조문에 

따른 입양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점, ② 민법상 열거된 무효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실체법상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198) ③ 

194) 대법원 판결, 원심과 1심 판결에서는 누가 정녀(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설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녀(피고)가 부(父) 갑남의 호적

에 입적된 점에 비추어 보면, 부(父)가 정녀(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1990. 12. 29.경 정녀(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민법(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제

781조 제1항에서는 자녀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 물론 위 A 사안과 관련하여 원심은 부(父) 갑남과 정녀(피고) 사이에 다른 실질적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허용될 수 없

음을 이유로 그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입장

에서 보면 부(父) 갑남과 정녀(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

라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가 된다.

196) 참고로 위 A 사안과 관련하여 출생신고를 한 부(父) 갑남과 정녀(피고) 사이에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이러한 출생신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정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정녀(피고)의 제적은 말소될 것인데(가족관계등

록예규 제300호 제1조 제2항, 제297호 제6조 제2항 참조), 모(母) 병녀의 가족관계등록

부에는 정녀(피고)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

1조 제3항 참조).

197) 일본에서도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으로 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의 수리 

및 호적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입양은 무효라고 본다[中川善之助․山畠正男 

(2011), 203 (中川良廷 집필부분)].

198)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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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입양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행위, 즉 자신의 혼인 중

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무효인데,199) 이는 애초 공동입양을 할 수 없

는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행위, 즉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입양

을 하는 것이 무효라고 보는 것과 동일한 구조인 점, ④ 입법론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의 공동입양을 유효라고 보는 것

은 현행법상 해석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전혀 일

면식도 없는 남녀도 공동입양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되며, 부차적일 수도 

있으나 양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자의 친권은 누가 행사하는

지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문제의 확립된 해석론을 현행법 하에서 도출하

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다. 부부공동입양 후 배우자가 없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

    부부 공동의 입양신고가 수리된 후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임이 판명

된 경우라면, 그 입양의 효력은 어떠한가? 예컨대, 부부공동입양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부부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

된 경우, 그 입양은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다. 국내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도 실

무상 충분히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우선, 부부공동입양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라면, 그 입양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 

사이의 입양만 무효일 뿐 생존한 배우자와 양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로 

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입양 중 일부는 유효200)이므로 생존

1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 6. 29.자 89드8501 심판 참조.

200)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178-179 (中川良廷 집필부분) 참조. 이러한 경우에 

일본의 호적실무는 호적법 제114조에 의한 호적정정을 요하지만, 생존 배우자와의 입

양으로서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입양 전부가 무효로서 이를 삭제하라는 허가심판에 

근거한 호적정정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1954. 9. 4. 民事甲

1840号回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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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우자의 단독입양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마치 혼인신고가 

수리된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

효라고 보는 것처럼, 부부 공동의 입양신고가 수리된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 그 입양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다. 이처럼, 입양 당시부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생존한 배우자 일방

이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 일방과 

양자 사이의 입양 기록은 결과적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공동입양 후 부부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라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입양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배우자의 단독입양이 성립하므로 그 입양 전부를 유효로 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입양 전부가 무효201)이므로 혼인무효가 

된 부부의 단독입양조차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입양을 한 경우에 그 입양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처럼, 부부 공동의 입양신고가 수리된 후 부부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동입양을 한 경

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부부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

되었다면, 처음부터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법률

상 부부 아닌 남녀의 단독입양조차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상 부부 아닌 남녀와 양자 사이의 입양 기록은 결과적으로 모두 말소되

어야 할 것이다.   

Ⅲ. 관련 문제: 부부공동파양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규정(제874조 제1항)만을 두고 있

201)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179 (中川良廷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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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부부공동파양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일반 파

양이든, 아니면 친양자 파양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부부가 공동으

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

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부부공동파양의 

문제는 부부공동입양만큼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양자의 보호 내지 복

리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

다고 생각된다.

    1. 일반 파양

     가. 협의상 파양

        (1) 유형별 분석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부모 쌍방이 이를 공동으로 해야 하는가, 아

니면 양부모 중 일방이 이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아

래와 같이 각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양부(또는 양모)가 단

독으로,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각각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02)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상당수 문헌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제

202) 김주수․김상용 (2018), 384; 박정기․김연 (2013), 249; 신영호 (2018), 189; 최문기 

(2014), 280; 최진섭 (2011), 207-208; 한봉희․백승흠 (2013), 278; 정현수, 가족법강의Ⅰ-

친족법, 초판, 진원사 (2013), 258. 다만, 박동섭 (2013), 331에서는 양부모 중 일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타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으나[한봉희․백승흠 

(2013), 278; 김주수․김상용 (2018), 384; 박정기․김연 (2013), 249도 동일한 입장이다],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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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양부모 쌍방과 양자 사이의 공동생활이 불가

능하다는 점(특히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자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어 공동파양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

로 생각된다.203)

         ㈏ 양부모의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종래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특히 양자의 복리 또는 부부공동입양의 

정신을 고려하여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협의상 파양을 해야 한다는 

견해204)가 있었으나, 2012. 2. 10.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양자는 더 이

상 협의상 파양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반면, 양자가 성년자라면, 양자의 복리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거

나 양부모의 합의가 없어 참기 어려운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파양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견해205)가 늘어나고 있으나,206) 부부공동입양

의 취지에 비추어 이에 반대하는 견해207)도 여전하다.

元林 (2009. 12), 322에서는 “양자를 할 때 부부공동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와의 사이

에 ‘일체’로서 공동의 양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부부공동입양의 정신에 

비추어 양부모는 파양할 수 있는 권리를 준합유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협의파양에

서도-부부 중 일방의 사망이나 이혼 여부를 불문하고-양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203) 최진섭 (2011), 207-208.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55 (玄昭惠 집필부분) 참조.

204) 최진섭 (2011), 209; 이은희 (2002. 6), 225; 朴東涉 (2003), 627; 池元林 (2009. 12), 

322. 다만, 최진섭 (2011), 209에서는 양부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다면,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고 주장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205) 송덕수 (2018), 186-187; 김주수․김상용 (2018), 384; 최진섭 (2011), 209; 오시영 

(2011), 332; 이경희 (2013), 228. 

206) 윤진수 (2018), 209 참조.

207) 신영호 (2018), 189; 한봉희․백승흠 (2013), 278; 박동섭 (2013), 331; 박정기․김연 (2013), 

249; 池元林 (2016), 1901; 박동섭 (2013), 331; 정현수 (2013), 258; 한삼인, 신체계 한

국가족법, 초판, 화산미디어 (2015), 208; 조승현, 친족․상속, 제5판, 신조사 (201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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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결

    위 경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양모가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

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

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

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

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

시208)하였는데, 이는 ① 양자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부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점, ②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공동파양의 원칙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민법상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나, 

① 입법자가 파양에 대하여 입양과 달리 부부공동의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입양 성립 후부터는 부부공동을 강제하기보다 오히려 인별로 성립

하는 친자관계의 개별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점,209)

208)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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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사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부부공동

입양의 취지를 감안하여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할 필요성

이 크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협의상 파양은 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

로 더 이상 위와 같은 취지와 관련하여 부부공동파양 논의의 실익이 거

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면, 합의

에 이르지 못한 양부모는 결국 원하지 않는 양친자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들에게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민법상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재판상 파양

       (1) 유형별 분석

    양부모가 양자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거나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한다면,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양부모인 부부가 단독으로 원고 또는 피

고가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협의상 파양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각 유형을 구

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에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

하여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10) 그 이유는 협의상 파양의 

209) 참고로 일본 민법 제811조의2는 “양친이 부부인 경우에 미성년자와 파양을 함에는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종래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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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양부모의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양부모가 공동으로 재판상 파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211)이다. 그 이유로는 ① 재판상 파양은 협의상 파양과 달리 

파양원인이 규정되어 어차피 널리 파양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

러, 법원이 파양원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를 함께 고려할 가능

성이 크며,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파

양의 효과가 부부에게 함께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자녀의 복

리를 고려하여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결국 양부모가 공동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입양 전체

가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아닌 한 양부모 중 일방이 재판상 

파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견해212)이다. 그 이유로는 부부

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할 명문의 근거가 없고, 자녀의 복리에 대한 고려

는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결국 양부모 중 일방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입양 일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재판상 파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견해213)이다. 그 이유로는 양부모의 일방이 파양을 원함에

210) 송덕수 (2018), 189; 김주수․김상용 (2018), 384; 양형우, 민법의 세계, 개정판, 피앤씨

미디어 (2016), 1833; 최문기 (2014), 282;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69 (玄昭惠 집필부

분). 다만, 박동섭 (2013), 334에서는 협의상 파양과 마찬가지로 양부모 중 일방의 사망

이나 의사표시 불능의 경우에 타방이 단독으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나,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211) 송덕수 (2018), 189; 양형우 (2016), 1833; 최문기 (2014), 280 및 282; 이은희 (2002. 

6), 225; 박동섭 (2013), 334.

212) 김주수․김상용 (2018), 383-384. 

213) 池元林 (2009. 1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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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반대 때문에 양친자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면, 입

양에서 부부공동의 요건이 요구되는 반대 측면으로, 그의 인격이 심각하

게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양부모 중 일방만이 원고 또는 피고

가 되더라도 그 파양에 의해 공동의 양친자관계가 전체로서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2) 소결

    위 경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부모 중 일방

이 사망하거나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아닌 한, 협의상 파양이든, 아니

면 재판상 파양이든 부부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시214)한 

바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민법상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재판상 파

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

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나, ① 입법자가 재판상 파양에 대하여 부부

공동의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부부공동을 강제하기보다 오히려 민법 제

905조 각 호에 따른 일정한 원인이 존재하는 양부모 중 일방과의 사이에

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점, ② 비록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부부공동입양의 취

지를 감안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재판상 파양 원인이 없는 양부모 중 

일방과의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

는 상황(예컨대, 양부모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양부가 양자를 학대하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모와 양자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원하

지 않는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공동의 요

건을 요구하게 된다면 실제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재판상 파양은 뒤에서 살펴볼 친양자 파양처럼 그 효력 등을 고려하

214)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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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부공동의 요건이 요구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양부모인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파양의 원고 또는 피

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에는 결국 입양 일부가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215)

    2. 친양자 파양

   양부모가 친양자를 상대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거나 친양자가 양부

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한다면,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양부모인 부부가 단독으로 원고 또

는 피고가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앞서 본 재판상 파양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

한 경우라면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 파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216) 아래에

서는 양부모의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215) 참고로 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판결은 “양자관계는 양부모 각

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법률상 파양에 관하여 부부공동파양

을 강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자

를 위한 양자제도를 취하고 있는 양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양부모의 양자에 대한 2개

의 양자관계를 불가분이라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양친에 대한 양자의 

재판상 파양청구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양자와 양친의 일방과 사이에 사정이 

있어 양친부부의 일방만을 피고로 하는 재판상 파양청구를 부적법하다 할 것도 아니

므로,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파양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

시하였다.

216) 이은희, “프랑스민법상 친양자제도”, 民事法學 第54卷 第2號, 韓國司法行政學會 

(2011. 6), 375; 洪昌佑, “민법상 親養子 제도에 관한 考察”, 가사재판연구 I, 서울가

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007. 7), 191 등 참조. 다만,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특히 민법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효력에 비추어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의 파양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

여 윤진수 (2018), 218에서는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양부모

가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반면, 송덕

수 (2018), 197에서는 “생각건대 양부가 이혼을 한 때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일

반적으로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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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

째, 양부모가 공동으로 친양자 파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217)가 있다. 그 이유로는 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굳이 친양자 파양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상

실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양자에게 친

생부모와 같은 애정을 주고 따뜻한 가정을 마련하여 주면서 양육보장을 

하기 위한 친양자 입양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친양자 파양도 마찬가지

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③ 친양자의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

가 되는 것이고 부부 각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양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양자 파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견해218)가 있다. 그 이유로는 양부모의 다른 

일방이 친양자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

가 형성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파양사유가 있는 양부모 중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입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직까지 대법원은 위 경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 없으

나, 친양자 파양은 일반 파양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입법자가 친양자 파양에 대하여 부부공동의 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정한 원인이 존재하는 양부모 중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양자관계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상황이 존

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양자제도는 무엇보다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

료시키고 친양자를 마치 양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처럼 본다는 

데 그 본질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친양자 파양의 효과가 가급적 부부에

게 함께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친양자 파양을 제한

하여 친양자관계의 해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양부모가 공동

으로 친양자 파양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

217) 이은희 (2011. 6), 375; 洪昌佑 (2007. 7), 191; 최진섭 (2011), 218; 송덕수 (2018), 197.

218) 김주수․김상용 (2018),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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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본다.219) 한편으로는 친양자 파양으로 인하여 친양자관계가 소

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민법 제908

조의7 제1항), 양부모인 부부가 공동의 파양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효

력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 결국 친양

자 파양과 관련하여 해석론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

은 점들을 고려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19) 이은주 (2013), 365-366에서는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양친 중 일방에 대한 파양청구가 가능하다고 장

담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해석론으로 양친 중 일방에 대한 파양청구가 가능하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론으로 양부가 친양자를 학대하는 경우와 같이 양친 중 일방

에만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부모의 다른 일방이 친양자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파양사유가 있는 양부모의 

일방에 대해서만 파양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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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수한 형태의 입양

    현행 민법상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는 관계로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

던 특수한 형태의 입양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통상적인 입양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양자의 보호 내지 복리를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보기 마련인데, 실무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되기 시작한 ‘친생자의 입양’이나 ‘양자의 입양’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를 말한다. 위 경우들 모두 입양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얼핏 자녀의 복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도 하나, 외형적으로만 입양이라는 방법이 이용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입양의 의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

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세밀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종전 

해석론을 중심으로 과연 이러한 형태의 입양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친생자의 입양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친생자를 입양220)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

한 논의가 많지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

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

의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친생자의 입양은 부부공동입양의 요부가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려는 상황을 

220) 아래에서는 ‘자신의 친생자를 일반 양자로 삼는 경우’만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 관한 규정들이 ‘자신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삼

는 경우’를 전혀 예정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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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종래 국내에서 공

공연히 친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되어 왔

으나, 원래 이러한 입양의 허용은 실체법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절차법상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최근 들어 위와 같은 입양의 해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법제 하에서 과연 친

생자의 입양이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실무상 명

확한 해석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가. 종래 논의 상황

     (1)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국내에서는 자신의 친생자 중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입양이 가능

하다고 보는 견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221)

     (2)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국내에서는 자신의 친생자 중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입양이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222)

221) 다만, 최진섭 (2011), 199-200에서는 친생자를 양자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일반

적인 혈족입양의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실적

인 이유 내지는 법체계상의 문제로 친생부모가 자기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경우는 친생자를 입양 보낸 후에 파양하지 않고 친생부모

가 재입양을 하는 사례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 입양을 무효로 하여야 할 아무런 

공익적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입양을 무효로 본다면 자의 이익만 훼손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 중의 출생자의 입양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222) 金疇洙․金相容, (註釋)民法: 親族(3),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323 주 1); 우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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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남과 을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가 호주인 갑남의 호적에 갑

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갑남을 부, 을녀를 모로 하여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갑남과 을녀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혼한 경우에,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생모인 을녀는 다른 입양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갑남의 장남

자가 아닌 자녀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는 입양함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함

을 근거로 하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223)는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그 혈연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므로 이미 친생자관계

가 존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한다.

  나. 종래 실무 상황

     (1) 호적선례 제1-133호(시행 1985. 10. 29.)

    위 선례224)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부가(父家)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225)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부가(父家)에 입적되어 있던 중 부

모가 이혼한 자녀’의 경우에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상 규정이 없으므로, 친생모는 장남자가 아닌 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2002. 12), 191.

223) 박동섭 (2013), 315.

224) 구 호적선례 제1-136호(시행 1986. 1. 29.)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부가에 있는 친생자를 입양하여 자기의 호적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5) 이와 동일한 취지로는 구 호적선례 제1-134호(시행 1985. 12. 5.), 구 호적선례 제

2-137호(시행 1987. 7. 31.) 등 참조. 다만, 구 호적선례 제116호(시행 1983. 4. 4.)에서

는 “생모라도 다른 입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부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혼인 

외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혼인 외의 출생자의 입양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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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

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는 

입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분관

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 중

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2. (생 략)

1.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

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사람은 입

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

를 입양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이는 일정 부분 제한된 사항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친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뿐만 아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입양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호적예규 제504호(시행 1995. 3. 22.)

    

    위 예규 1.항에서는 구 호적선례 제1-133호와 달리 이혼한 친생모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입양할 수 없으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입양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근거로서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시행 2007. 12. 10.)226)

226) 구 호적예규 제678호(시행 2004. 8. 3.)와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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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 3. 22. 이전의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에 따라 이혼한 생모

가 혼인중 출생한 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해소가 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생모와 재혼한 부가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3. ~ 7. (생 략)

    위 예규 1.항은 구 호적예규 제504호 1.항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위 예규 2.항에 의하면, 1995. 3. 22. 이전에 이혼한 친생

모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라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검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무를 살펴보면 구 호적예규 제

504호(시행 1995. 3. 22.)를 기점으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1995. 3. 22. 전에는 ‘친생자를 양자로 하

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친생모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입양

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

행위임’을 근거로 이혼한 친생모는 혼인 중의 출생자를 입양할 수 없다

고 하였다. 결국 현재 실무상으로는 입양이란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

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필요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만 입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음’

을 근거로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민법상 친생자 입양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결론

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연혈족이나 법정혈족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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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족에 대한 입양이 가능하다면, 이는 입양의 본

질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 사이에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라면, 새삼스럽게 다시 혈족관계를 만들어 내는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아가 친생자의 입양은 통상의 입양이 갖는 

본래적 의미, 즉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필요한 보호와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임’을 근거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입양이 가

능하다고 보는 것 또한 설득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종

전 우리 민법상으로는 일반 입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물론 일반 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227)가 있었으나, 2012. 2. 10. 개정 민법(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제882조의2 제1항에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

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일반 양자의 법

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문헌228)에

서는 개정법이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한 것일 뿐, ‘친생

자와 같은 지위’가 아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라고 표현하

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하나, 이때의 친생자는 반드시 혼인 중의 

출생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혼인 중이라

면 양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양

부 또는 양모가 혼인 중이 아니라면 양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

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229)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민법이 일본 민법230)처럼 양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

227) 박동섭 (2013), 323; 裵慶淑․崔錦淑, 親族相續法講義, 第一法規 (2004), 316; 梁壽山 

(1998), 423 등.

228) 김주수․김상용 (2018), 377 주 156).

229) 윤진수․현소혜 (2013), 14 주 32) 참조.

230) 일본 민법 제809조는 “양자는 입양일로부터 양친의 적출자 신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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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입양이라고 하여 반드시 곧

바로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종래 친생자 입양의 가부에 관한 논의의 이면에는 ‘혼인 중

의 출생자의 신분을 부여할 실익’ 또는 ‘구 호적법상 입적제도’와 상

당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

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적어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차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231)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생자가 당연히 현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일본에서는 비적출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학

설 및 실무상 이견이 없고, 적출자 입양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나 학설상 이견은 있다.232) 여기서 비적출자 입양이 가능

하다고 본 것은 친권과 상속 등에서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친권 측면에

서는 비적출자가 성년자인 경우라면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나, 미성년자

인 경우라면 양부 또는 양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상

속 측면에서는 일본 민법 제900조 제4호 단서가 비적출자의 상속분을 적

출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였기 때문에 실익이 있었으나, 2013. 12. 

5. 해당 부분이 개정되어 결국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상속분이 동등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 측면에서 혼인 중의 출

231)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1967년에 각국의 양자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유럽입양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정 제12조 제3항에서는 “입양이 자녀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일 때

에는 자기의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것을 입법에 의하여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Article 12 ③ If adoption improves the legal position of a 

child, a person shall not be prohibited by law from adopting his own child not born 

in lawful wedlock.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친생자의 입양

과 법적 지위의 개선은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232)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2011), 163 (中川高男 집필부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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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관

련하여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부여할 실익이 전혀 없다. 반면, 

친권 측면에서는 미성년자에 한정할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부

여할 실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즉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이미 친권자인 경우라면, 입양의 실익이 없는 것

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민법상 입양이 곧 당연히 혼인 중

의 출생자의 신분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설사 그렇다고 하

더라도 친권은 양부모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지 양자에게 혼인 중의 출

생자의 신분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친생자 입양의 실익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 부여와 연관지어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종전에 이혼한 모(母)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본인의 속한 가

(家)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또는 부가(父家)에 입적되어 있던 혼

인 외의 출생자를 모(母)가 속한 가(家)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친

생자 입양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 취득이라는 근거에 밀려 이

러한 측면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으나, 그 근거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입적과의 관련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친생자 입양의 가부를 논할 필요

는 없으나, 적출자의 입양을 부정하는 일본 호적실무233)에서조차도 친권

자를 이혼한 남편으로 정하고 친가에 복적한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있는 

적출자 입양신고를 하여 착오로 수리된 이상, 그 입양은 유효하게 성립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전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입적과의 관련성에 기인한다

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

로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상 입적과의 관련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친생자 입양을 논의할 

233) 일본의 1951. 8. 4. 民事甲 1607号 回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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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 민법은 친생자 입양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양은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특히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친생부 또

는 친생모가 입양대락의 의사표시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의사표시의 지

위를 겸유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더라도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편, 우리 민법상 친양자 파양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그러한 파

양절차를 통하여 친생부모가 친생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파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생부모가 이미 친양자

가 된 친생자에 대한 입양이 가능하다는 주장234)도 우리 법체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여기서 우리 민법이 그 파양절차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 의한 방법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종전 친생자 입양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입양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위와 같

은 실무의 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친생자 입양을 했을 

경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생자와 양자는 모두 자녀로서 공시

되는데, 친생자이자 양자인 사람은 동일한 인적사항이 두 번 현출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양자의 인적사항

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 만약 친생자의 입양을 유효라고 

본다면 파양에 의하여, 이를 무효라고 본다면 입양무효판결에 의하여 해

234) 최진섭 (2011), 200에서는 “스웨덴의 경우는 완전양자제도의 도입과 함께 파양제도

를 폐지하였으나 우리 법은 파양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평면적

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파양 대신에 재입양을 한다고 하여 법리적으로 불합리하지

는 않고, 협의파양을 인정하지 않는 친양자제도 하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재입양

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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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의 관련 부분이 계

속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Ⅱ. 양자의 입양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입양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다시 입양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다.235)

위에서 언급된 ‘양자’와 ‘입양’을 대신하여 ‘친양자’와 ‘친양자 

입양’까지 포함한다면, 총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① 

타인의 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② 타인의 친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③ 타인의 양자를 다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④ 타인

의 친양자를 다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236) 물론 이러

235) 독일 민법 제1742조에서는 “입양된 아동은 입양관계가 지속하는 한, 그 양친이 생

존하고 있는 동안 양친의 배우자에 의해서만 입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금지의 유일한 예

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Gernhuber/Coster-Waltjen, Familienrecht, 6. Aufl., C.H. 

Beck, 2010, 874, Rn. 17. 한편, 프랑스 민법 제346조는 “부부 이외의 다수인에 의한 

입양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부부인 경우에 재입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 이전 입양의 양친 중 일방이 생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프랑스 민법 제345조의1, 제

346조 제2항, 제360조 제3항), ㉡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양자에 대한 

일반 입양을 하는 경우(프랑스 민법 제360조 제2항)만이 존재한다. 그중 본 논문의 논

의와 관련하여서는 ㉡의 경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법조문의 신설은 

특히 완전입양에 대한 파양이 불가함에 따라 완전입양을 기피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

며, 실제로 파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오히려 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Jacqueline Rubellin-Devichi, “Réflexions pour 

d'indispensables réformes en matière d'adoption”, Recueil Dalloz, 1991, 209. 그러나 

이러한 일반 입양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구체적 비판에 대하여는 Philippe Malaurie 

et Hugues Fulchiron, La famille, 3e éd, Defrénois, 2009, 5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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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들은 한 번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관계의 

해소 없이 또 다른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황을 말한다는 점에서 처

음으로 양친자관계가 형성되는 부부공동입양과는 논의의 차원이 다른 측

면이 있다. 여기서 이러한 경우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실무상 

위와 같은 입양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 민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 법제 하에서 과연 양자의 입양이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

해 봄으로써 향후 실무상 명확한 해석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가. 타인의 양자 또는 친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사실 우리 민법상 일반 입양은 미성년자일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위 경우에 관하여 우

리 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신고의 심사 또

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논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타인의 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236) 참고로 ① 자신의 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② 자신의 친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③ 자신의 양자를 다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④ 자신의 친양자를 다

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①, 

② 및 ④의 경우는 이미 혈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

하다는 점, 특히 ②의 경우는 이미 양자가 취득하였던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등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전양자의 효과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의 경우는 입양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양

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편집대표 윤진수 (2015), 7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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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배우자를 제외함)에게 일반 입양이 된 양자가 그 입양이 해소

되지 않더라도 다시 일반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한 

문헌237)은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여성인 갑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을이 입양의 의사로 병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고 갑과 함께 병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갑, 을과 함께 생활한 사안’과 관련하여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을과 병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

다고 보기 어려워 뒤에 이루어진 갑과 병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므로, 을과 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238)하였는데, 이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뒤에 이루어진 입

양과 무관함을 강조한 사례이기는 하나, 뒤에 이루어진 입양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

각된다. 다만,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뒤에 이루어진 입양의 효력

을 다투지 않은 관계로 타인의 양자를 다시 입양하는 경우와 관련된 대

법원의 명확한 해석론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타당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① 우리 민법은 일반 입양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일반 입양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만약 이를 긍정하게 되면, 횟수 제한 없는 일반 입양을 막을 근

거가 없으며, 수차례 입양으로 여러 명의 부모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자

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는 점, ③ 특히 양자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첫 번째 입양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누가 친권자가 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점, ④ 기존 양부모와의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서 다른 부부가 그 양자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

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파양에 의해서 기존의 양친자관계를 해

237) 金疇洙․金相容 (2016), 275. 

23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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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후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239) 등을 들 수 있다. 

      (2) 타인의 친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이 된 친양자가 그 입양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다시 일반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한 문헌240)은 이

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도 미성년자의 입양과 관련하여 그

것을 허가한 하급심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민

법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타당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후 다시 일반 입양을 하더라도 

종전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친양자가 일반 양자의 지

위를 겸유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할 것이 없다는 점, ② 이미 친

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후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반 입양을 하는 것이 자

녀의 복리에 더욱 적합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이상, 친생자가 일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④ 친양자가 일반 양자의 지위를 겸유한

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특별히 문제될 상황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 타인의 양자 또는 친양자를 다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사실 우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가정법원의 판단

사항으로서 그 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논의의 실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경

239)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판결.

240)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5-896 (玄昭惠 집필부분). 다만, 안소영 (2015), 350에서는 

“완전입양을 한 아동을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부부에게 일반입양으로 입양 보내는 

경우라면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전제로 한 것이

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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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친양

자 입양신고의 심사 또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다는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타인의 양자를 다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타인에게 일반 입양이 된 양자가 그 입양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다시 

친양자 입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부 문헌241)은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242) 실무에서도 미성년자의 친양자 입양과 관련

하여 그것을 허가한 하급심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243) 이는 타당한 해석으로 

241) 金疇洙․金相容 (2016), 275; 안소영 (2015), 352.

242) 비록 2012. 2. 10. 민법(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제908조의2가 개정되기 이

전의 사안이기는 하나,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2. 4.자 2009느단496 심판에서

도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판시

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시 내용은 ‘친생부모’라는 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다

르기는 하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김주수․김상용 

(2018), 399;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4-895 (玄昭惠 집필부분)]. 결국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친권자라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43) 2005. 3. 31. 개정 민법(법률 제7427호, 시행 2005. 3. 31.) 부칙 제5조는 친양자에 관

한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

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양자를 친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인의 양자를 친양자로 전환하는 것과는 다르다

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행 민법 하에서 자신의 양자를 친양자로 전환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병화, “친양자

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

회 (2002), 245-246에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보통양자이든 친양자이든 자의 복리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제도적 우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친인 자가 친양자 

입양의 심판을 신청하려는 주된 이유는 분명히 양친자관계를 비밀리에 숨기고 보다 

친생자에 가까운 호적기재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보통양자의 친양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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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① 이미 일반 입양이 이루어진 후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상 당사자

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할 것이 없다는 점, ② 이미 일반 입양이 이루어진 

후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적합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어차피 종전의 친족관계가 

전부 종료되므로, 친양자 입양 전에 일반 입양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고 하여 우리 민법상 특별히 문제될 상황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타인의 친양자를 다시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타인의 친양자가 그 입양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다시 친양자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명확히 확립된 해석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견해244)와 친양자 파양제도가 인정되는 우리 민법 하

에서 그것이 불가하다는 견해245)가 대립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의 친양자 입양과 관련하여 그것을 허가한 하급심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46) 그 이유로는 ① 우리 민법이 

전환입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성립요건을 완화하거나 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은 옳지 않다고 보며, 또한 자의 복리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서 친생부모나 양친의 이

익실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려는 식으로 운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결국 이 경우 보통

양자를 친양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혹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적절하게 판

단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244)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4 (玄昭惠 집필부분); 안소영 (2015), 346.

245) 이은희 (2011. 6), 374.

246) 이때 타인의 친양자에 대하여 다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동의로 족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까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주수․

김상용 法文社 (2018), 399; 편집대표 윤진수 (2015), 896 (玄昭惠 집필부분)]. 왜냐하

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해소와 

함께 친생자관계가 부활하고, 재입양이 시도되는 상황이라면 친생부모에게 양육의 기

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양자의 복리 관점에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친생부모의 동의

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최진섭 (2011), 214]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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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 제1742조처럼 명문의 금지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타인의 친

양자라고 하여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금지될 이유가 없는 점, 

② 어차피 우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친양자 입양의 해소, 예컨대 친

양자 파양을 한 후에야 재차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적 근거 없이 당사자들에게 번잡한 절차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미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후라고 하더라도 다시 친양자 입

양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적합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이미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후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하더라도 우리 민

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상 당사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할 

것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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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제1절 판결․결정과 친자관계

    친자관계에 관련된 법원의 재판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

으로 친자관계의 결정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친자관계에 관련된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실무는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

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행법상 친자관계에 관련된 규정들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재판실무에 유익한 기초자료를 마련

해 보고자 한다.

Ⅰ. 자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과 친생추정 

    실제로는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그 출생

연월일을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내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허가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수 있

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친생추정제도를 어

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를 고려하면 출생시주의가 아

닌 임신시주의를 채택할 경우에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어느 것을 채택하든 간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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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절에서 다루기로 한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1)은 甲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乙이 배우자 丙

과 2009. 9. 28. 이혼한 후 자녀 甲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출생

신고를 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자녀 甲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

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

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

음에도…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정을 번복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해

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반면, 원심법원2)은 “항고인[甲]의 출생연월

일에 관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항고인[甲]은 민법 제844조에 따

라 신청외인[丙]의 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대법원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위 대상결정과 관련하여 국내의 한 문헌3)은 “이로써 당사자들은 

사실상 친생추정의 법리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1호를 잠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단 출생일시를 허위로 신고함으로

써 법률상 추정으로부터 벗어나 자를 혼인외 자 내지 생부의 자로 [출

생]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혼인 중 태어난 자를 혼

인해소 후 태어난 자로 하는 허위의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생부가 아닌 

자를 자(子)의 부(父)로 허위의 출생신고해야만 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1) 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2) 광주지방법원 2011. 8. 16.자 2011브28 결정. 

3) 현소혜,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9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5. 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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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거짓으로 또다른 거짓을 덮어야만 하는 상황

을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위 대법원 판결이 다룬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다 면

밀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은 세 가지 요건, 즉 

① 모(母)가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일 것, ②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일 

것, ③ 아내와 자녀 사이에 모자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

이 친생추정이라는 법적 효과는 위 세 가지의 법적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친생추정에 의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 후

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구성하는 기초사실의 변경은 얼마

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된 ‘모(母)가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

일 것’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혼인무효재판 절차에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가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자녀’로 전환

되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아내와 자녀 사이에 모자관

계가 있을 것’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재판 절차에

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자녀’가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인 자녀’로 전환되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일 것’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출생연월일 정정허가

재판 절차에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자녀’가 ‘친생추정

의 적용대상인 자녀’로 전환되는 사정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출생연월일 정정

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녀 甲의 출

생연월일 정정이라는 기초사실의 변경과 관련하여 친생추정이라는 법적 

효과를 연계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은 친생

추정의 효력과 무관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법원이 위 사안에서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로서 “…출생신고는 그 신고에 의해 창설적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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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아니라 이른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甲의 출생연월일 정정이 친족

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원심결정에 대하여 나름

의 반박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굳이 그러한 이유

를 들지 않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친생추정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는 기초

사실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甲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이유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실

무적인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비록 민법 제

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이란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

라도 실제로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4)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출

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위 사안의 경우에 파기환송의 결정 취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甲의 출생연월일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나, 대법원은 그것과 별개로 관련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

다. 우선, 만약 위 사안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甲의 출생연

월일 정정만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면(이하 ‘제1견해’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친생추정을 번복하지 않고서 법적 부자관계가 없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다음으로, 만약 위 사안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

록부상 자녀 甲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하더라도 친생추정으로 성립된 법

률상 부(父)인 전 남편 丙을 기록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이하 ‘제2견

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

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

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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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 한다), 이는 당사자의 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항소심5)은 ‘실제로는 갑과 을이 2001. 

4. 3.에 자녀 병을 낳았으나, 당시 갑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

고를 하지 못하다가 갑과 을의 혼인신고 후인 2003. 4. 3.에 병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관계로 병의 출생년 2003년을 2001년으로 정정 허가를 구

한 사안’에서 “…제1심 결정6)이후 확정된 친생부인의 허가심판으로 

인하여 병이 더 이상 갑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부상 병의 출생년을 정정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2-4

호7)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된 병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

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데, 이는 위 제2견해와 동일한 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위 대법원의 결정은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출생신고

를 하였더라도 추후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내의 출생연월일

로 정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라는 점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까지 위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제1

견해나 제2견해 중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치

시키되, 경우에 따라 위 서울가정법원 항소심의 결정처럼 출생연월일 정

정허가결정 이전에 친생부인허가의 확정심판 등을 받도록 하여 가급적 

5) 서울가정법원 2018. 7. 6.자 2018브19 결정. 

6) 서울가정법원 2018. 2. 28.자 2018호기277 결정.

7)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2-4호는 ‘갑남과 혼인 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남과의 사이에서 병녀를 출산하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갑남과의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로 늦추어 을녀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

의 출생연월일로 정정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다만 지금이라도 병녀의 실제 출

생연월일을 충분히 입증하여 갑남과 병녀 사이에 친생부인의 확정판결 또는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병녀의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갑남과 병녀

의 친자관계가 부정되어 병녀는 을녀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므로 위 확정판결을 소

명자료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병녀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 을녀의 일

가창립호적(제적)에 입적된 병녀를 말소할 필요 없이 제적부상의 병녀의 출생연월일

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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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현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Ⅱ.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과 인지의 효력

    부(父)가 아내 이외의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

우,8) 이러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대법원9)은 “…소외 망인[부(父)]의 혼인외 출생자 ‘갑’ 

등이 위 망인[부(父)]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

대로 등재되었다면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

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고, 국내의 일부 문헌10)도 “…혼인 중의 출생자

는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행 

가족관계등록실무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

(父)가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

결이 확정된 경우(이하 ‘제1경우’라 한다), 자녀의 등록부에서 모(母)

만을 말소하고 부(父)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아가 부(父)가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진실한 모(母)

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이하 ‘제2경우’라 한다), 만

약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의 등록부

에 모(母)를 곧바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배우자와 친생부인판결 

8) 윤진수,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2018), 177에서는 “이는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인

지의 신고가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9)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10)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法文社 (2018), 314;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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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 제3항 

및 제4항). 

    그러나 제1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이 민법 제844

조에 따른 친생추정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면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모(母)와의 혼인을 매개로 한 친생추정의 적

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그리고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이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로써 인정

된 인지의 효력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면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러한 출생신고가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

과적으로 자녀의 등록부에서 부(父)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11) 또한, 제2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진실한 모(母)가 확정되고 민법 제

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에 의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앞

서 본 종전 등록부상 부(父)를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법적으로 확정된 친자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12)은 위에서 문제가 된 경우와 관련하

여 “인지신고는 인지자가 자기의 자녀임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며, 허

11) 얼핏 보면, 부자관계는 모자관계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모자관계가 해소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부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부(父)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실체법(민법)이 아니라 절차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의 효력의 전제가 된 출생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는 

절차법의 규율 영역에 속한다. 이는 위와 같은 출생신고에 생부의 인지의사가 내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출

생신고 시 모(母)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母)의 출산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4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사후적으로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모(母)의 출산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므로(이는 마치 출

생신고서에 처음부터 모(母)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도 않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제1경우와 관련하여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부

(父)의 출생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부자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12) 最高裁判所 1978. 2. 24. 判決(民事判例集 32卷 1号,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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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출자출생신고도 그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리되었을 때에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경우와 사정이 다른데, 이에 비

추어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 호적법 제62조는 “민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출자로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하여 부모가 적출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적출

자출생신고의 경우에도 위 조문을 유추적용하여 인지신고의 효력을 인정

하자는 주장13)을 할 수도 있었다. 반면, 우리의 구 호적법 제62조나 현

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자녀’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애초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

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을 할 수 없을뿐더러, 앞서 언급

하였듯이 진실한 모(母)가 아닌 사람을 모(母)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

진 후 그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적으

로 그러한 출생신고가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인지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14)

    둘째,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부(父)의 허위적출자출생신

13) 我妻榮․立石芳技, 親族法․相續法(法律學体系 コンメンタール 篇), 日本評論社 (1956), 

178; 中川善之助, 新訂親族法, 靑林書院 (1965), 385 등. 참고로 일본은 부(父)의 비적

출자출생신고가 착오로 수리되었다면, 부(父)가 동거자로서 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

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부(父)의 비적출자출생신고 절차는 폐지되

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문헌으로는 山畠正男, “推定を受けない嫡出子に関する覚書 

(五)”, 判例評論 203卷, 判例時報社 (1976), 9 이하 참조. 

14) 참고로 위 대법원 사안 당시에 절차법상으로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첨부가 요

구되지 않았으나(앞서 보았듯이 구 호적법 제49조 제4항은 1991. 1. 1.부터 시행되었

다), 출생신고 시 모(母)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했는데(구 호적법 제49조 

제2항 제4호, 제33조 단서), 비록 모(母)의 출산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이러한 기재는 누가 자녀를 출산하였는지에 대해 나타냄으로써 자녀의 출생사실을 간

접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

면, 사후적으로 모(母)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모(母)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이는 마치 출생신고서에 처음

부터 모(母)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사안의 자

녀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부자관계도 인정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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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인지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연관계가 있는 부

(父)일 것이 요구된다.15) 물론 이에 대한 비판16)이 있기는 하나, 최고재

판소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고

안해 낸 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원래 생부의 인지 내지 출생신고의 경우 부자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장치는 현행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은 위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위와 

같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컨대,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각 판결이 위에서 문제가 

된 경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

력을 인정한 것은 아마도 부(父)가 혈연부일 가능성이 있고, 출생신고를 

통하여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판결이 때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법적 지위의 안정은 궁극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5) 最高裁判所 1975. 9. 30. 判決(家庭裁判月報 28卷 4号, 81).

16) 水野紀子, “認知無効について: 血緣上の親子關係と法律上の親子關係の不一致”, 法

學 64卷 1号, 東北帝國大學法學會 (200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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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사법과 친자관계

  

    현행 국제사법은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여 자녀의 복리 실

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적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

다 간단하지 않고, 우리 학계에서 그동안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다

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비혼 동

거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 특히 부각되고 있거나 향후 쟁점이 될 만한 부

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친생추정과 국제사법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과 관련하여 종전 섭외사법은 ‘모(母)의 

부(夫)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였으나, 현행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 

첫째로 자녀가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모(母)에게도 중대한 관

심사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 둘째로 선

택적 적용주의를 채택하여 그러한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 자녀의 복리 내지 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초로 

한 것이다.17) 실무상으로는 국제사법 제40조와 관련하여 주로 부자관계

의 성립 내지 부인 국면에서 문제18)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한

17)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초판, 박영사 (2013), 478; 신창섭, 국제사법, 제4판, 세창출판

사 (2018), 322. 참고로 우리 국제사법 제40조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 제28조에서도 적출자의 친자관계의 성립과 관련하

여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우리와 동

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취지에 대하여는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注釋國際私法, 有

斐閣 (2011), 74; 溜池良夫, 國際私法講義, 有斐閣 (2005), 489; 奥田安弘, 國際家族法, 

明石書店 (2015), 227 등 참조.

18)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종전 섭외사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일본의 구 법례(旧 法

例) 제17조가 ‘모(母)의 부(夫)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 溜池良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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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1. 친생추정 관련

    국제사법상 친생추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사례

는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고 타방이 한국인인 경우이다. 혼인 중 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

도 부부 중 타방의 본국법상 부자관계가 성립하면, 결과적으로 법적 부

자관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19) 이는 다음과 같이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전혼관계가 없는 부부의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자녀가 출

생한 경우라면,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인 외국법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부부 중 타방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

용대상이 된다.

    나. 전혼관계가 없는 부부의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면, 실무20)상으로 부부 중 타방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 제

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인 외국법을 별도로 

살펴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위 가. 유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부부의 전혼종료 후 300일 이내, 아내의 후혼성립 후 200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국내

(2005), 488-489. 

19) 석광현 (2013), 478-479; 신창섭 (2018), 322; 澤木敬郞․道垣内正人, 國際私法入門, 有斐

閣 (2006), 75 참조.

20) 앞서 <제3장 제1절 Ⅱ. 2.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친생

추정> 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 호적선례 제200309-1호는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면서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가족관계등록실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태도의 당부에 대하여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

급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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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문헌21)은 “이때 연결시점[이]…자의 출생 시가 기준으로 되는 것

은 부부의 ‘본국법’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준거법 결정의 기준으로 

되는 ‘부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와 B 부부가 이혼

하고, 처 B가 C와 재혼한 후 곧 D를 출산했다고 할 때, A와 D 간에 혼인 

중의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여부[는] D의 출생 당시 A의 본국법 또는 B의 

본국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문헌22)은 “子가 

출생하기 전에 혼인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제사법] 제40조 [제]2항의 유추적용상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당시의 [부부의] 本國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상

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상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경우 婚姻解消 당시의 [부부의] 本國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국내의 나머지 한 문헌23)은 “국

제사법에는 자(子)의 출생 전에 모가 부(夫)와 이혼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

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우리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

므로 향후 학설․판례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명확

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

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 제28조24)도 우리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지 않은

데, 자녀의 출생 전에 부부가 혼인을 해소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 시

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같은 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혼 당

시 부부의 본국법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25)가 유력하며, 입법론적으로는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혼인해소 당시 부부 중 일방

21) 신창섭 (2018), 322. 

22) 尹鍾珍, 改正 現代 國際私法, 개정판, 한올출판사 (2003), 460.

23) 석광현 (2013), 481.

24) 제28조(적출인 자(子)의 친자관계 성립) ①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따라 자(子)의 출

생 당시의 것에 의하여 자(子)가 적출로 되어야 하는 때에는 그 子를 적출자로 한다.

   ②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부(夫)의 본국법을 전항의 

부(夫)의 본국법으로 본다.

25) 澤木敬郞․道垣内正人 (2006), 75; 木棚照一․松岡博․渡辺惺之, 國際私法槪論, 有斐閣 (2007), 

228; 溜池良夫 (2005),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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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국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26)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 경우에 관한 명시적 입법27)을 

통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행법 

하에서도 위 경우의 자녀는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전 남편과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위 경우에 재혼

한 아내가 한국인이라면 전 남편이 외국인이라도 아내 본인이 한국인인 

관계로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한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므

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 반면, 재혼한 아내가 외국인이라면 

전 남편이 한국인이라도 그 아내 본인이 외국인이므로 한국법이 준거법

으로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 주장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에 

초점을 둔 규정이라기보다는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초점을 둔 규

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8) 물론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볼 경우

에는 자녀의 출생 당시 ‘혼인관계 존속 중인 부부’로 한정하여 그중 

일방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규정의 취지, 즉 친

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내지 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자녀의 출생 당시 ‘혼인관계 해소

된 부부’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혼인관계 해소된 부부 

중 타방이 한국인이라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우리 국제사법 제40조 제2항도 위와 같은 이념을 관철29)하기 

위하여 제1항의 부(夫)의 의미를 확대한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2

항을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6) 溜池良夫 (2005), 490.

27) 참고로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21조는 “혼인이 자(子)의 출생 전에 해소된 때에는 

부부가 해소 당시 가지고 있던 속인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광현 

(2013), 481 참조.

28) 신창섭 (2018), 322; 澤木敬郞․道垣内正人 (2006), 75 참조.

29) 신창섭 (2018), 322; 澤木敬郞․道垣内正人 (2006), 75-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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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은 혼인해소사유를 불문하고 동일하

게 적용되는데, 이러한 태도가 국제사법에서 달라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전혼이 해소된 때에는 국제

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인 남편의 본국법, 즉 한국 민법 제844조

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으로 전혼이 해소된 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혼인해소라는 동일한 출발점

으로부터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아가 우리 국제

사법 제40조 제2항은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여 자녀의 복리 내

지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해소

사유 중 사망으로 한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

을 이혼과 같은 다른 혼인해소사유에도 유추적용30)하여 한국법이 준거법

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특히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가 이혼 후 300일 이

내에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고, 그 아내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

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느냐가 종종 문제되고 있는데, 그 자녀의 

복리 내지 보호라는 차원에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필

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31) 즉 우리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을 확대해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어야 위 경우의 자녀는 한국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한국인 전 남편과의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결국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다. 반면, 그와 같은 확대해석 또는 유추적용을 할 수 없다면, 그 

30) 유추는 법률의 해석 영역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이른바 ‘법률의 흠’을 보충하는 

영역(흠결보충영역)에서도 역시 탁월한 보충수단이나, 이들 영역은 각각 유추해석과 

유추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별된다. 최봉경,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법철

학연구 제12권 제2호, 세창출판사 (2009), 131 및 143-145.

31) 중국의 가족법은 친생추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라고 한다. 전

대규, 중국민법 (하), 법률정보센타 (2009), 745-746;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204-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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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한국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한

국인 전 남편과의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위 다. 유형처럼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에 재혼까지 하였다면 친생추정이 경합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엄밀히 말하여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됨

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한쪽의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판결

을 받아야 비로소 친생추정의 경합이 해소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판결

을 받지 못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2)

    요컨대, 위 다. 유형과 같은 사안에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

고,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학설

이나 판례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204-2호는 ‘중국인 생모가 중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230일 이내에 한국인 생부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의 출

생자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인 전 남편과 혼인 외의 출생자의 사

이에 친자관계를 배제하는 판결 없이 한국인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등록관서에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중국인 모

의 전 남편이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경우는 법률상 부의 본국법인 

한국법(민법)에 의해서 친생추정이 되므로 한국인 남편과 친생자로 추정

되는 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배제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한국인 생부는 인

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는 재혼하지 않은 중국인 아내가 한국인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부터 300

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한국인 전 남편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례로 

32) 奥田安弘 (2015), 229 참조;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2011), 71; 溜池良夫 (2005), 

491-492 참조. 일본 호적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적출추정의 중첩이 생길 경우에 부 

미정의 자녀로 취급하고 있어 모(母)가 그러한 취지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989. 10. 2. 民二 3900号通達第3の1(2)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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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 친생부인 관련

   

    현행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은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을 모두 명시한 

종전 섭외사법 제19조와 달리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이라고만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자관계의 성립과 그 부인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생추정뿐만 아니라 친생부인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고 할 것이다.33) 그런데 위 규정은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에 대

해서 선택적 적용주의 또는 선택적 연결방법(이하 ‘선택적 적용주의’

라 한다)을 취하고 있는데, 혼인 중의 친자관계 ‘부인’에 대하여도 이

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문헌34)은 “친생의 부인과 관련해서 국제

사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동 규정의 적용이 부

부 중 일방의 본국법이 친생을 부인하는 경우에 친생이 부인된다는 의미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이 선택적 연

결방법을 채택한 것은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이 친자관계의 성립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타방 당사자의 본국법이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친자관계가 유

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문

헌35)은 “…문제는 부부의 어느 일방의 본국법이 친생을 부인한다면 친

자관계는 부정된다는 의미인가이다. 그 경우 친자관계를 부정할 것이라

33) 석광현 (2013), 479; 신창섭 (2018), 323;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2011), 72 참조.

34) 신창섭 (2018), 323 주 304).

35) 석광현 (2013), 479. 한편, 이 문헌에서는 당초 섭외사법 개정시안 제40조 제1항의 단

서로서 “다만 자(子)는 그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었던 것과 관련하여 그 취지가 “…선택적 연결방법을 취한 결과 

원칙적으로 혼인중 친자관계의 부인은 선택 대상인 모든 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으

면 허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설명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석광현 (2013),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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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도 가능하나,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선택적 연결을 인정한 

취지는 가능한 한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

부 중 일방의 본국법이 친생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본국법이 친자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때에는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

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참고로 일본의 법례(제17조 제1항)는…국제사법

의 문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문언만을 놓고 보자면 법례의 해석상

으로는 후자의 견해가 보다 설득력이 있으나, 국제사법의 해석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 제28조가 

적출부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일본

의 학계에서는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해 적출자라고 한다면 그 법

에 의해 부인되는 것만으로도 적출성이 부인될 수 있지만, 부부 쌍방의 

본국법에 의해 적출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법에 의해 부인되어야 비로소 

적출성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36)인데, 이는 현행규정의 해석상 

적출부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선택적 연결을 인정하는 것은 적출친자관

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취지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37)이

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적출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언

제나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부자관계의 성립에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적출성 부인의 장면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선택적 연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38)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제사법 제40조는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적 적용주의를 취한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혼인 중

36) 南敏文, 改正法例の解說, 法曹会 (1992), 111; 溜池良夫 (2005), 492; 櫻田嘉章, 國際私

法, 有斐閣 (2006), 280; 澤木敬郞‧道垣内正人 (2006), 127 등 참조. 

37) 溜池良夫 (2005), 492.

38) 横山潤, 國際家族法の硏究, 有斐閣 (1997), 172; 松岡博, 現代國際私法講義, 法律文化

社 (2008), 218. 일본의 구 법례 개정 시에도 “자는 그 상거소지법에 의해 적출을 부

인할 수 있다.”는 특칙을 마련하는 것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채용되지 않았다. 南敏

文 (1992), 107; 池原季雄ほか․座談会, “法例改正をめぐる諸問題と今後の課題”, ジュ

リスト 943号 (1989), 32 (秌場準一發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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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자관계 성립 후의 단계인 ‘부인’ 국면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

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적 적용주의는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 단

계’에서 가급적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성립 후의 단계’에서 친생부인이 곤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39)이다. 또한,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과 ‘부인’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인데, 전자는 

자녀의 복리, 그리고 후자는 혈연의 진실성에 보다 비중을 둔 별개의 제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 국면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혼인 중의 친자관계 ‘부인’ 국면에서는 혈연의 진실성을 고려

하여 가급적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친생부인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국제사법 제40조의 취지를 연동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되는 혼인 중의 친자관계 ‘부인’ 

국면에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특히 부부 쌍

방의 본국법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여 친생부인이 되면, 부

부 중 타방의 친생추정까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제사법 제40조가 혼인 중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만 규정한 것

은 그 ‘성립’과 ‘부인’의 준거법이 동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40)이지, 교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친생부인의 문제는 항상 친생추정에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부부 쌍방

의 본국법에 의하여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 후에 이를 부인하는 준거

법은 ‘친생추정의 기초가 된 부부 각자의 본국법’인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혼인한 후 300일 만에 자녀가 출생하여 남

39)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 제28조 제1항은 그 규

정 자체가 적출친자관계의 성립을 우대하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의 경우와 달

리 볼 여지가 있다.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2011), 73; 溜池良夫 (2005), 492 참조.

40) 석광현 (2013), 4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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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아내의 본국법 모두에 의해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이때 

한국법에 의하여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이와 별개로 부부 중 

다른 일방의 본국법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까지 확

인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인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친생부인재판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의 준거법

으로서 한국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외국인 아내의 본국법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국제사법 제40조 제1항

에 규정된 ‘성립’ 대신에 ‘부인’을 대입하여 친생부인의 준거법 관

련 논의를 개진할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친생부인도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는 위와 같

은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제도적 연결 구조’를 간과한 채 오로지 국

제사법 제40조의 취지와 연동하여 형식적 문언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생

각된다. 

    나아가 부부 쌍방의 본국법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친생추정의 적용대

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부부 쌍방의 본국법에 의하여, 즉 복수의 준거

법에 의하여 모두 부인되어야 비로소 친생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는 무엇보다도 혼인 중 친자관계 부인의 준거법이 국제사법 제40조의 문

언에 반하여 ‘부부 쌍방의 본국법’이라고 볼 명문의 규정이 없고, 현

행법의 해석상으로도 선택적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곧 중첩

적 적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부 쌍방의 본국법에 의하여 모두 부인되

어야 비로소 친생부인이 된다면 엄격한 요건의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여 친생부인이 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 내지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을 근거로 한다. 

Ⅲ. 인지와 국제사법



- 257 -

    종전 섭외사법은 혼인 외의 친자관계 성립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이 

인지주의41)를 따르고 있어 단지 인지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국제

사법은 사실주의42)까지 대상으로 하여 제41조 제1항에 혼인 외의 친자관

계 성립 일반의 준거법을, 같은 조 제2항에 인지 관련 준거법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43) 이러한 태도는 부모 모두의 관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을 지정하고,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자

녀의 복리 내지 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초로 한 것

이다.44) 아래에서는 국제사법상 혼인 외의 친자관계 성립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에서 명확한 해석론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실주의에 의하여 이미 혼인 외의 친자관계가 성립하고 있을 

경우에도 인지가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1

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혼인 외의 친자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별도

의 인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45)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41)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자관계 및 모자관계는 모두 인

지를 요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제855조 제1항 제1문), 모자관계는 통상 임신과 

출산의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자관계는 사실주의, 부자관계

는 인지주의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민법 

제77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奥田安弘 (2015), 231.

42) 일본의 호적실무상으로는 특히 외국인 부(父)의 본국법이 사실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사실주의에 의한 부자관계 성립을 인정받기 위

하여는 ① 부(父)의 국적증명서, ② 부(父)의 본국법이 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 ③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부자관계를 확

인한다[1989. 10. 2. 民二3900通達 第3, 第3の2 (2)ア; 法務省民事局内法務研究会編, 

“改正法例下における渉外戸籍の理論と実務”, テイハン (1989), 187-200; 佐藤やよひ․

道垣内正人編, “渉外戸藉法リステイト メント”, 日本加除出版 (2007), 69-72（出口耕

自 집필부분)]. 이러한 취급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43)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櫻田嘉章, 國際私法, 有斐閣 (2006), 284;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2011), 85 참조.

44) 석광현 (2013), 485-486;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2011), 86 참조. 

45) 石黒一憲, 國際私法, 有斐閣 (1990), 395. 大阪高等裁判所 2007. 9. 13. 判決(家庭裁判

月報 60卷 3号, 38)은 자녀의 출생(1941년) 당시 부(父)의 본국법인 대만의 관습법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에 의해 이미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면, 재차 일본법[사망 당

시 부(父)의 본국법]에 의한 인지에 따라 친자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의 이

익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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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결의 취지상 다른 준거법에 의한 친자관계 성립과 별개로 해당 준

거법에 의한 친자관계 성립을 유효로 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법제가 인지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

며,46) 나아가 인지주의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도 사실주의에 근거한 친자

관계의 성립은 인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47)에 위 경우에도 

인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48)이다. 

    둘째, 한국법상 인지신고가 인지의 방식에 속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나, 본래의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

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와 관련하여 이를 

‘인지의 방식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혼인 

외 부자관계의 성립이라는 점에서는 어차피 동일하므로, 단순히 ‘인지

의 방식 문제’라는 주장49)이 존재할 수 있다.50) 그러나 위 출생신고에

46) 만약 인지신고가 있을 경우 항상 자녀의 출생 당시 사실주의를 취하고 있는지를 심

사한 후가 아니면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

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南敏文 (1992), 126 참조.

47) 南敏文 (1992), 125-126; 山田鐐一, 國際私法, 有斐閣 (2004), 487; 溜池良夫 (2005), 

499; 木棚照一, 國際私法, 成文堂 (2016), 212.

48) 奥田安弘 (2015), 236에서도 “예컨대 부(父)의 본국법이 사실주의를 채용할 경우 이

미 출생시점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재판인지는 소의 이익을 

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비적출부자관계

의 확인재판이나 인지의 재판 중 어느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

적으로는 이미 비적출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이것을 법률상 명

확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의 창설적 신고도 수리된다.”고 서술하

면서 위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일본의 호적실무도 인지자의 본국법이 사실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인지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본다[1989. 10. 2. 

民二3900通達 第4の1 (1) 참조].

49)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는 “…국제신분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 즉, 신분행

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는바(「국제사법」 제17조 제2항 참조), 행위지인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외의 친자관계 성립행

위의 방식은 인지신고가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친생자출생신고 역시 그 방식의 하나라

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4장 제3절’에서 인지와 함께 규정하여 인지신고의 일종으

로 하고 있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 선례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인지의 방식 문

제’임을 밝히고 있다. 

50) 일본에서는 구 법례(旧 法例)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를 인지의 방식 문제라고 

보고 행위지법인 일본법에 따른 재판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

著 (20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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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생자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부(父)로서 승인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

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의 신고는 ‘인지의 

방식 문제’가 아니고 ‘인지의 실질적 성립요건 문제’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51) 따라서 위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

는 인지의 준거법52)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53) 물론 현행 

민법 하에서는 생부의 인지와 관련하여 모(母)나 자녀의 승낙 등 별다른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의 구별이 크게 중요하

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우리 민법상으로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된다면 이러한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그러한 요건 없이도 생부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법제도

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인 생부가 그러한 외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였

으나 우리 민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인지의 방식 문제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출생신고의 유효성

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지의 실질적 성립요건 문제로 본다면 우

리나라에서 그 출생신고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54)

51) 櫻田嘉章․道垣內正人 編著 (2011), 95; 奥田安弘 (2015), 240-241 참조.

52) 우리 국제사법 제41조는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

法)」 제29조에 대응되나, 우리 국제사법은 자녀의 보호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관

계에 관한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별도의 규정(제44조)을 두고 있으므

로, 경우에 따라 이러한 요건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53) 中川善之助․山畠正男 編, 新版注釋民法(24) 親族(4), 有斐閣 (2011), 522 (奥田安弘 집필

부분); 西谷祐子, “渉外戸籍をめぐる基本的課題”, ジュリスト 1232号 (2002), 148 참조.

54) 참고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5호) 제24조는 “한국인 부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

여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일본국 호적관서에서 2004. 9. 19.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2004. 9. 20. 이후부터 협의상 이혼을 ‘이혼의 방식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는 석광

현 (2013), 472; 신창섭 (2018), 316-317.



- 260 -

제7장  결 론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법제도와 해석론은 그 시대의 사회적․법

률적․과학적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투영이 제대로 되어 있

지 않으면, 기존의 법제도와 해석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나아가 이

에 대한 변화의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혼인․

혈연을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시선의 변화와 더불어 유전자검사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친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가능

해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흐

름이 있다고 하여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대적 상

황을 도외시한 법제도나 해석론은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아지게 만든다.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에는 혈연의 진실

성 또는 자녀의 복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요소에 비중을 두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더욱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입각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친자관계의 결정

에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보다 뚜렷이 파악하고, 나아가 그

와 같은 쟁점들을 조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싸고 특히 실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향후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시각으로부터 다소간 거리를 두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

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

와 해석론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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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영역에서 국제적 요소가 상당히 증

가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학계와 실무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기

여함으로써 향후 자녀의 복리 실현에 적합한 법제도와 해석론을 모색하

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의 친생추정제도는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부자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어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 실

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친생추정에 의

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이해되는데, 

이는 민법 제844조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측면

이 있다. 특히 국내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은 그동안 ‘혼인성립의 날

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해 

왔는데, 이러한 자녀는 엄밀히 말하여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

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혼인관계 종

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그 출생시점이 혼인관계 

종료의 날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임

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자녀는 당연히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비

록 민법 제844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

로는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인 자녀만이 혼인 중의 출생자이고, 그 밖

의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2.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법적 부자관

계 성립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국내의 실무와 상당수 학설

은 그동안 위 자녀에 대하여 친생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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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출생과 동시에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을 인

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위 자녀는 인지에 의하

여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면서

도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혼

인 중의 출생자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위 자녀는 우리 민법 체계에 비추어 혼인 외

의 출생자로서 인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3. 우리 민법상 부(父)의 인지는 일정 부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학계에서는 크게 의사주의와 사실주의가 

대립하여 왔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 자체보다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지제도가 갖는 의미 내지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우선, 우리의 임의인지제도와 관련하

여 보면, 의사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

다. 이와 같은 이해방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현행 임의인지제도 그 

자체로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신속․간단한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고, 나아가 입법정책적으로도 굳이 혈연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재판인지제도와 관

련하여 보면, 의사주의 또는 사실주의와 연동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실주의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 

분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판실무상으로 혼인 외의 출

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을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종종 

등장하는데, 얼핏 보면 사실주의 입장에 비추어 그러한 판결이 가능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

적 부자관계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는 

모두 그 주요사실이 자연적 혈연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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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존재한 것의 확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성을 위한 것

인가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우리 학계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지만, 실무상으로 적지 않

게 활용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는 종전 호적법 당시부터 기산하면 약 

60년 간 존속되어 온 것이다. 일본 호적법 제62조에도 위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생신고 형식의 인지제도’는 무엇보다도 부

(父)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부자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

도록 요식성을 완화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한 입법적 배려라고 평

가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발견하기 힘든 우리나라만

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2015. 11. 19.부터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다면 모(母)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

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일정 부분 혈연의 진실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민법상 생부의 인지를 

위해 혈연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위 제도는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신속한 출생신고 

절차의 마련이라는 절박한 현실에 초점을 둔 특례인데, 비록 개정이

유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도

록 하여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관련 규정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현행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의 문언으로 인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母)의 인지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범위에 제

한이 있다면 해석론으로 그러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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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관련하여 실무의 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민법 제855조 제1항 전단의 문언이 존

재하는 이상 모(母)의 인지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

시 모(母)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모(母)가 인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명 없이도 

당연히 모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7.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모(母)의 인지에 관한 논의와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이 필

요한 관계로 별도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의 문언으로 인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를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특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 보충성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모(母)

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론은 오히

려 현행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출생자뿐만 아

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현재 우리의 재판실무처럼 

모(母)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종래 우리 학계에서는 준정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어 온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대하여 지금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거나 그 제도의 존치 필요

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준정제도

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전제

로 혼인 외의 출생자의 복리 실현과 정당한 혼인의 존중이라는 2개의 

명제를 교묘하게 연결하는 것이나, 향후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

의 출생자를 구별하는 방식이 민법상 삭제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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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민법 제855조 제2항은 그때까지 과도기적인 제도로서의 위치를 갖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대법원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와 실무를 불문하고 친생추정의 제한해석론을 꾸준히 개진하여 

왔는데, 이는 일정 부분 혈연의 진실성에 부합하는 부자관계를 형성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우리보다 더 엄격한 적출

부인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위와 같은 해석론의 필

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당사자인 자녀에게도 친생

부인권을 인정하는 것 등 관련 제도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

지 존속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10. 2017년 개정 민법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도 적게 드는 가사비송절차로서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송절차는 소송절차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특히 인지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친생추정의 번복절

차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그 효력발생시기와 법적 의미, 적

용범위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또

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고히 정립된 표현과의 관계에 비

추어 위 개정 민법 제854조의2 제3항 및 제855조의2 제3항에서 “…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1. 2005년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요건이 완화된 친생부인제

도가 마련됨으로써 혈연의 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

었는데, 특히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망인인 부(夫) 또

는 처(妻)가 자녀와의 사이에 혈연이 없음을 모르고 사망하였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같은 법 제847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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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사망한 것이므로, 위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라면 당연히 보충적 친생부인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

례는 한동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친자관계의 성립이

라는 현실적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획기적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은 일정 부분 자

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아니라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에 해당한다. 무엇

보다도 입양을 위한 법적 환경이 상당히 바뀐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리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와 같은 해석론으로 인하여 종전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파생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와 실무는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다.

13. 부부공동입양은 적어도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양부

모가 되어 양자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데, 여전히 관련 규정을 둘러싸고 통일된 해석

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

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와 부부 중 일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소

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대법원 2014므4963 

판결에 설시된 내용만으로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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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 민법상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는 관계로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

던 특수한 형태의 입양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친생자의 입양’과 ‘양자의 입양’은 모두 

입양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녀의 복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외형적으로만 입양이라는 방법이 이용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입양의 의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의 복리

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세밀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친생자의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뿐더러 현행법상 

충돌의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양자의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양자를 다시 일반 입양하는 경우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

나, 다른 경우들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친자관계에 관련된 법원의 재판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과

적으로 친자관계의 결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

정에 의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요건을 

구성하는 기초사실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생추정이

라는 법적 효과와 연계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부(父)가 아내 이외의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혼인 외의 자녀’

에 대하여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그 자녀와 모(母)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출생신고가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

로, 그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16. 우리 국제사법은 선택적 적용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

을 용이하게 하여 자녀의 복리 실현에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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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친생추

정과 친생부인, 나아가 인지 전반에 걸쳐 있는 위와 같은 문제는 국

제사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우리 국제사법의 취지를 고려하되, 이에 대

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방대한 연구를 요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제도와 해

석론에 대한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의미 내지 

가치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우리의 사회적․법률적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론 모색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관련된 다양한 실무상 쟁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에 주목하여 가급적 이를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

에서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좀 더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다룬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

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미를 찾는

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녀의 복리 또는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하여 친자

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우리의 법제도와 해석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

하고, 부족하나마 실무가 겪고 있는 법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우리

의 현실에 적합한 입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는 측면일 것이다. 향후 이 연구가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영역과 관

련하여 우리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

리 실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법제도와 해석론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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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ly, family relationships have been formed centering on 

the marriage of a man and woman, and the birth of children. However, 

as new forms of family relationships, that is, which is not based on a 

marriage or a blood tie emerge over time, legal discipline and 

interpretation of them are required to be more sophisticated. Among 

them,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elimination 

of parentage, that is,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are related to the 

reality of our era and increasing the need for new direction and 

research.  

    The fact that our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theor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the area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can be seen in two dimensions. The one is that such a 

region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currents of the times. The social 

awareness of a marriage and a blood tie has changed remarkably in 

recent years with the related legislation, and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scientific proof of parentage has become possible. This change in 

the social, legal and scientific environment has call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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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and insight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theor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The other is that 

there is a lack of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sphere of study and 

practice surrounding such areas. There is a limit to the inclusion of all 

the contents in a specific legal text in legislative technology. The 

contents of such legal texts develop more abunda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precedents and theories. 

Of course, this process is not simple in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existing doctrine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requires 

drastic changes. There is a side that ou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have not been able to attain the fierce worry for the refinement of 

the doctrine beyond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cas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principle above all 

before the legal system and the interpretation theory are introduced in 

the area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It is only after 

these basic works that various legal systems and interpretation theory 

help to make the meaning or characteristic clearer. In particular, in our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theor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we can see that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s embedded in everywhere. By deeply grasping the role of the 

principle in the above area, it is possible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and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course,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is mainly related to the 

blood relationship, and this leads to a tendency to lead to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and elimination of parentage in terms of who should 

be parents of a child. However, in family relationships that are not 

based on a blood tie, discussions about who can be parents of a child 

may have no little significance. For example, they are about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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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of adoptive parents can be recognized only through the 

adoption report, whether a couple can not have parents' status alone, 

or whether the blood parents or adoptive parents can adopt their own 

child. However, due to the inherent nature of the adoption system,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distances from the area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as it is connected with the various 

constitutional requirements, not the single standard like the blood 

relationship. Even so, it is believed that it is worth pouring enough in 

the category of research on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in that 

only those with the above-mentioned certain requirements can be 

adoptive parents of a child. 

   This paper is based on the ex-ante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principle of the parentage, and seeks to find solutions to the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The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in particular, is that 

legal parentage not only has an important effect on individual identity 

form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ut also on various legal effects 

such as parental rights, supporting for children, inheritance, nationality, 

surname, etc. In some respects the above issues may be perceived as 

being related to separate legal systems and interpretation theories but 

in a more macroscopic view they may have a common goal of 

exploring law and interpretation that is subject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or the truth of a blood tie. On one hand, it is possible to 

give the impression that it is an in-depth study to proceed with related 

discussions focusing on specific legal systems. On the other hand, after 

establishing a special tree called parentage in which each area is 

interconnected while appearing to be peculiar, the determination 

principle of parentage corresponding to the root of the tre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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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and in order for the outline of parentage to be properly 

manifested in the chapter of the practitioners corresponding to the 

leaves and branches, the doctrine is necessary to play the role of a 

strong stem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arentage. Based on the 

premise this study is a side to suggest the doctrine in an obvious way. 

Therefore, this study will give a greater weight to the inquiry of the 

above-mentioned doctrine, and it will present the relevant legislation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inquiry proces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reconsi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theor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and to deeply deal with the various 

practical issues surrounding it. Finally I hope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solve the thirst for the doctrine which the practitioner is 

experiencing, and look into legislation suitable for our current situation.

Keywords: the determination of parentage, the truth of a blood tie,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blood relationship, the 

adoptive relationship

Student Number: 2014-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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