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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한다(인적 혼인의무). 최근 대판 2009.7.23, 

2009다32454는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

으로써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독자적 법적 제재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규정은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지배적인 

가치관념이자 법률상 혼인관념이었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인적 혼인

의무는 구체적 혼인관념에 터 잡아 파악될 수 있었고, 혼인과 가족이 떠맡고 있는 

경제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국가법질서에 의한 규율 내지 간섭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법 제정 후 일련의 가족법개정과 헌법의 규범력의 

실질화로 가족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가 

관철되게 되었고, 혼인과 가족은 이제 애정에 터 잡은 윤리적 공동체로 이해되게 되

었다. 이러한 혼인관념 하에서 윤리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관철시킨다는 

것은 더는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법의 개정 내지 그 해석

론의 변화가 수반되지 아니한 탓에, 인적 혼인의무의 법규범성 내지 그 위반의 효과는 

완전한 윤리적 규범과 완전한 법적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특히 혼인관계 존속 중 독자적 법적 

제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또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우리 혼인법 내의 긴장과 오늘날의 혼인관념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주제어: 인적 혼인의무, 동거․부양․협조의무, 양성평등, 개인의 존엄, 혼인관념

 *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년 9월 483∼531면

Seoul Law Journal Vol. 53 No. 3 September 2012. pp. 483∼531



484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 9.)

Ⅰ. 서  론

민법 제826조1) 제1항 본문은 “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보통 부부 상호간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정하고 있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 그 중에서도 비재산적 내지 인(격)적 관계를2) 규율하는 기본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혼이나 부양 등의 맥락을 제외하면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생각하기 어려워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런 만큼 연구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大判 2009.7.23, 2009다324543)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적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

하였다. 위 규정은 동거의무 이외에 부양 및 협조의무도 정하고 있고, 이들은 “정

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4)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사소송

법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제826조, 제833조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함께 들고 있을 뿐(제2조 제1항 나.(2).1.), 

동거의무와 여타의 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심판 내지 집행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

다. 그러므로 위 판시는 여타 협조의무에 대하여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본래 다분히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5) 부부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그리고 이혼 

1) 이하 법명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모두 민법의 그것이다.
2) 우리 문헌은 혼인의 효력을 민법 제4편 제3장 제4절 제1, 2관의 표제에 따라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주수ㆍ김상용, 친족ㆍ상속법, 

제10판 (2011), 124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민법 제826조가 정하는 것은 주로 인

(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으로 大村敦志, 家族法, 第3版(2010), 40면(人

格的關係/財産的關係). “재산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로 구분한 것으로, 법원행정

처 편,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10), 335면.
3) 공2009하, 1437. 평석: 金相瑢,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 家族法, 民事判例硏

究[XXX-(下)] (2011), 605면 이하.
4) 大判 1991.12.10, 91므245(공913, 5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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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맥락과 상관없이 혼인존속 중 직접적으로, 법적인 규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혼인법상, 즉 부부간 인적 관계가 어

떻게 규율되고 있고, 또한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혼인법의 역사적 

발전경향과 우리 혼인법의 내적 긴장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부부

간 인적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고(II. 1.), 그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가(II. 2.)를 살펴본 뒤, 우리 혼인법의 역사적 발전이 부부간 인적 

관계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III. 1.), 그리고 이를 다시 그 법적 제재에서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지(III. 2.)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인적 혼인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규율

1. 인적 혼인의무의 내용과 성격

가. 인적 혼인의무의 내용

(1)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진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조(貞操) 

내지 성적 충실의무를 진다는데도 별 다툼이 없다.6) 별로 논의되고 있지는 아니하

지만 상호존중의무와 직업 활동에서 혼인공동생활 및 가족생활을 배려할 의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7) 이들을 포괄하여 혼인법상 인(격)적 의무, 줄여서 인적 

혼인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거․부양․협조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성적 충실은 어떠한 의미인가?

동거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거소에서 혼인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할 의무

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같은 집에 살더라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종료하고 각자의 

5)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6면.
6) 가령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9면. 이러한 성적 충실의무는 오늘날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제840조 1호), 이 경우 제8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06조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며, 중혼을 금지하고(제810조), 간통죄를 처벌

하는(형법 제241조) 우리 법질서 전체로부터 도출된다. 李東珍, 不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良俗, 比 私法 제13권 4호 (2006. 12), 13-14면. 한편 申榮鎬, 로스쿨 

가족법강의 (2010), 102면은 정조의무를 협조의무에, 한복룡, 2010년 개정  가족법

(2010), 123면은 성생활의무를 동거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7) 프랑스민법 제212조, 독일민법 제1356조 제2항, 스위스민법 제16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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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엄격히 분리한 이상 동거가 아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한 집에 늘 

함께 살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리하여 제826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은 대체로 부부 일방의 직업상(지방 또는 해외근무, 연수 등)․자녀 교육상․

건강상(입원치료, 요양 등)의 필요나 수형(受刑), 군복무 등을 위한 일시적 별거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조정을 위한 별거, 이혼소송 중

일 때 등에도 동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

부양의무는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경제적(금전지급 등) 및 신체적․정신적(가사 

및 육아, 병수발 등) 부양을 서로 제공할 의무, 협조의무는 혼인생활공동체를 유지

하기 위하여 일을 분담하여 협력할 의무로 정의된다.9) 부양의무에 관하여는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이른바 제1차적 

부양)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결국 혼인생활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의무의 발현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10) 그 위반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의 

유지․향상이라는 큰 목적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심지어 그 구체

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11)

(2) 실제로 좁은 의미의 간통이 명백한 인적 혼인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인적 혼인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어느 정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판례는, 

간통 내지 이를 추인케 하는12)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이라면서, 그 위반 여부는 “각 구

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제3자와 동거하는 동안 그 제3자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

 8)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6면; 한복룡(주 6), 123, 184면. 징역형 집행으로 동거하지 못한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大邱高判 1966.10.21, 66르161(고집

1966특, 497).

 9)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6-128면.
10) 申榮鎬(주 6), 98면; 법원행정처 편,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10), 485면. 大判 1991. 

12.10, 91므245(주 4).
11)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7, 128면.
12) 大判ﾠ1987.5.26,ﾠ87므5, 6(공804, 1073); 1988.5.24,ﾠ88므7(공827, 992); 1993.4.9,ﾠ92므

938(공945, 1399). 간통사실이 직접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사실상 추인할 수 있었

던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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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13) 남편이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그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14) 또 판례는 처가 신앙

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

는 부부 사이의 협력의무 위반이지만,15)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경우”에는 협력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16) 혼인생활 

중 부부 일방이 질병에 걸린 경우 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그들이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지만,17)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

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

에까지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배우자는 배

우자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고 한다.18) 재판례 중에는 부(夫)가 거액의 부부재산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

13) 大判ﾠ1992.11.10,ﾠ92므68(공935, 112).
14) 大判 1986.6.10,ﾠ86므8(공780, 872). 평석: 金疇洙, 다른 男子와의 交際와 不貞한 行

爲, 法律新聞 제1675호 (1987.3.16), 15면.
15) 大判 1989.9.12, 89므51(공859, 1472); 1996.11.15, 96므851(공25, 81. 해설: 吉基鳳, 信

仰生活과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 법원 례해설 제26호(96년 하반기) 

(1996.12), 146면 이하, 평석: 김상용,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한 혼인파탄은 이혼사유가 

된다, 이화숙 외, 가족법 례해설 (2009), 135면 이하; 崔幸植, 裁判上 離婚事由로서의 

過度한 宗敎生活 – 대법원 1996.11.15. 96므851 판결 –, 家族法硏究 제13호 (1999), 215면 

이하).
16) 大判 1981.7.14, 81므26(공664, 14209); 1990.8.10,ﾠ90므408(공881, 1959).
17) 大判 1995.12.22, 95므861(공4, 544). 같은 취지: 大判 1995.5.26, 95므90(공995, 2266. 

평석: 김상용, 정신질환의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이화숙 외(주 15), 139면 이하); 

2004.9.13,ﾠ2004므740(공212,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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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증여한 경우19) 재판상 이혼을 긍정한 예도 있다.

이들은 포섭가능한 일반적인 요건 내지 기준을 정립하지 아니한 채 한편으로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정,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성’과 같은 극히 불확정적이고 평

가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동거의무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

하다. 가령 처가 직업적 성취를 위하여 장기간 별거생활을 원하는 경우 부(夫)가 

어느 정도로 이를 수인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극히 평가

적인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3) 이 이외에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거나, 임신 및 출산을 할 의무가 있는지, 자

녀의 양육 및 교육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이 혼인의무의 내용으로 문제될 수 

있다.20) 그 중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은 선례가 별로 없고, 또 친자법과 얽혀 있어 

별도의 고찰을 요하므로 일단 논외로 하고, 부부의 성관계의무 및 임신․출산의무

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판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21) 제840조 6호의 ‘기

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아내 강간에 

관한 大判 1970.3.10, 70도2922)도, “피고인과 공소외인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18) 大判 1991.1.15,ﾠ90므446(공891, 748). 같은 취지: 大判 1991.12.24,ﾠ91므627(공914, 

683); 1997.3.28,ﾠ96므608, 615(공33, 1230).
19) 大判 2000.9.5, 99므1886(공117, 2101). 평석: 김상용,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

로 제기한 이혼청구 사례, 이화숙 외(주 15), 122면 이하; 이화숙, 소위 ‘황혼이혼’과 

재판상 이혼원인, 그리고 별산제의 한계, 延世法學硏究 제9호 (2000.6), 1면 이하; 崔

彰烈, 婚姻을 繼續할 수 없는 重大한 事由, 家族法硏究 제15권 2호 (2001.12), 195면 

이하.
20)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점들도 인적 혼인의무의 문제로 포함

하여 다룬다. RummelKomm/Strabentheiner, 3. Aufl. (2000), § 90 Rz. 2ff.; Répertoire 

de droit civil (2009), v° Mariage (4° effects), n° 25 et s. (par Lamarche et Lemouland); 

MünchKomm/Roth, 5. Aufl. (2010), § 1353 Rn. 25ff.; BaslerKommZGB/Schwander, 2. 

Aufl. (2002), Art. 159 N. 8ff.
21) 大判 2002.3.29, 2002므74 판결(공2002상, 1012); 2009.12.24, 2009므2413 판결(공2010

상, 252); 2010.7.15, 2010므1140(공2010하, 1586).
22) 집18(1)형, 33. 이 판결은 아내강간을 인정한 大判 2009.2.12, 2008도8601(공2009상, 

358)에도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高判ﾠ2011.9.22,ﾠ2011노2052(각공2011하, 

1425)는,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하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

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및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

다”면서도,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ㆍ협박 등

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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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도 없고 따라서 서로 정교승낙이나 정교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피고인에게 정교청

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본건 간음행위로 강간으로 다스린 것은 

필경 증거를 그릇 판단한 것이 아니면 강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정교청구권’이라는 권리–그리하여 처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면 성관계의무도 일응 인적 혼인의무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판례는,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피임을 한 점을 이혼사유의 

존부판단에 고려하고 있고,2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해

서는 본인 이외에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도 부부간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인적 혼인의무의 성격과 혼인관념

(1) 일반조항성과 그 구체화의 계기로서 혼인관념

  (a) 일반조항성과 ｢혼인의 본질｣

동거․부양․협조 및 성적 충실, 성관계 및 임신․출산의무 위반 여부는 광범위

하게 개별사안과 고도로 평가적인–사실상 내용이 없는–부당성 등의 기준을 통하여 

판단되고 있다.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하라는 명령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혼인의무 위반이 된다는 

형태로 요건화할 수는 없다. 실제 사안에 적용하려면 늘 개별․구체적 평가가 필요

하다. 학설이 인적 혼인의무에 관하여 극히 추상적인 설명 또는 재판례의 열거에 

그치고 있는 것도24)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이는 인적 혼인의무에 관한 규정, 가령 제826조가 (혼인법상의) 일반조항(eherechtlicher 

Generalklausel)임을 뜻한다.25) 규정이 포섭에 적합한, 즉 개념적으로 파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평가관점과 법관에의 구체화 수권(授權)만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23) 서울家判ﾠ1997.9.11,ﾠ96드96056, 97드50989(하집1997-2, 433). 한복룡(주 6), 186면.
24)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6면 이하, 184면 이하; 申榮鎬(주 6), 98면 이하, 131면 이하; 

한복룡(주 6), 123면 이하, 184면 이하 등.
25) 우리의 제826조에 해당하는 독일민법 제1353조의 입법자들은 이 규정을 채권법상 신

의칙(독일민법 제242조)에 비견할 만한 혼인법상의 일반조항으로 간주하였다. Mot. 

IV, S. 104. 아울러 Streck, Generalklausel und unbestimmter Begriff im Recht der allgemeinen 

Ehewirkungen (1970), S. 35ff. 프랑스민법 제212조에 대하여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라

는 지적으로, Philippe, Le devoir de secours et d’assistance entre epoux (198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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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그때그때 그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은 일반조항 특유의 성질이다.

흥미를 끄는 것은 판례와 학설이 종종 이를 ｢혼인의 본질｣에 터 잡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26)는 널리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이고,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

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27) 大判 2009.12.24, 2009

므2413(주 21)은 특히,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 학설도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평생에 걸친 협동체이므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하는 

것은 그 본질이 요청하는 바이고, 혼인의 본질상 부부는 서로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도 한다.28) 혼인법상 일반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지표로–선존(先存)하는–｢혼인의 본질｣을 들고 있는 셈이다.

  (b)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의사(婚姻意思)의 존부 판단에서 ｢사회관념｣

한편, 판례 중에는 혼인의무를 ｢혼인의 본질｣ 대신에 (혼인에 관한) ｢사회관념｣에 

비추어 판단한 듯한 예도 있다.

먼저, 재판상 이혼에 관한 大判 1999.11.26, 99므18029)은,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

비를 적게 주어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원고를 대하여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이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들었다. 이 

부분 판시가 결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 주었다면 얼마나 주었는지는 별론, 이러한 

판시 자체는 혼인 당시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사회관념을 전제로 혼인한 이들 고

령의 부부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관념이 그들 사이의 혼인의 파악에 고려되어야 

26) 大判 1999.2.12, 97므612(공80, 661).
27) 大判 1987.7.21, 87므24(공808, 1393) 등 다수.
28) 가령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6면. 이홍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家族法硏究 제24권 

2호 (2010.6), 50면은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서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기보다는 혼인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의 맥락에서는 혼인의 본질이 혼인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법규범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9) 공97, 49. 평석: 김상용,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사례, 이화숙 외(주 15), 127면 이하; 이화숙(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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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취지로 읽힐 만하다. 만일 그들 사이의 ‘혼인’을 파악하는데 ｢사회관념｣이 

참고가 된다면, 이는 그들 사이의 혼인의무를 구체화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30)

혼인의무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예로, 혼인의사(婚姻意思)를 들 

수 있다. 판례는, 종래부터 혼인요건으로서 혼인의 합의(제815조 1호)를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고 하고 

있는데(實質的 意思說),31) 이 또한 혼인법에서 불충분하게 또는 개괄적으로만 규율

되어 있는 혼인 개념을 ｢사회관념｣에 의하여 충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념｣이 혼인의 유․무효 판단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이때의 사회관념을 혼인 당시의 사회관념으로 

보는 한, 이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부 판단에서 혼인 당시의 사회관념을 고려

한 것과도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성과 부부간 협의

나아가 이러한 혼인법상 인적 의무는–그다지 많이 논의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왔다.32) 판례도 이른바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33)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34) 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학설도 있다.35)

그러나 다른 한편, 근래의 문헌은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30) 김상용(주 3), 614면; 同(주 29), 131면은 大判 2000.9.5, 99므1886(주 19)이 전체적으로 

부(夫)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판례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고, 각각의 

원심판결이 같은 재판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면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배우자 등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점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1) 최근의 것으로 大判 2010.6.10, 2010므574(공2010하, 1372) 등.
32) 가족법 또는 혼인관계 전반에 관하여, 朴秉濠, 우리 家族法의 現代的 課題, 숭실  

法學論叢 제8집 (1995), 232면 이하; 한복룡(주 6), 18면 참조. 제816조에 해당하는 일

본민법 제752조도 그렇게 해석된다. 靑山道夫ㆍ有地 亨 編輯, 新版注釋民法(21). 親族

(1) (1989), 358면(黑木三郞). 이 점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경우도 대체

로 같다(앞의 주 20의 각 문헌 참조).
33) 大判 1998.4.10, 96므1434(집46(1)민, 148).
34) 大判 1967.10.6, 67다1134(집15(3)민, 195).
35)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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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협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제826조 제2항이 동거 장소는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혼인법상 인적 의무 중 가장 포괄적인 협조

의무에 관하여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한다.36)

(3) 혼인의 본질, 사회관념, 부부간 협의 사이의 모호한 관계

결국 혼인법상 일반조항으로서 제826조 또는 인적 혼인의무는, 개별사안을 선존

하는 관념적 혼인의 본질, 그때그때 변하는 사실적 사회관념 및 부부간 구체적 협

의의 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러

나 서로 다른 이들 판단기준 사이의 관계는 광범위하게 모호한 상태에 있다. 가부

장적 사회관념은 오늘날 혼인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는가? 부부가 혼인의 본질 

내지 사회관념과 다른 내용의 협의를 하면 이를 얼마나 존중하여야 하는가? 이러

한 모호함은, 다른 말로 하면, 법관이 그때그때 혼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예측하기 어렵

다는 뜻이기도 하다.

2.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부부 상호관계

(1)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a) 재판상 이혼

지금까지 이러한 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제826조 내지 인적 혼인의무가 

현실적으로 별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계되어 있다.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부터 본다.

판례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하는바(주 33), 이러한 혼인법상 “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중략] 재

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한다.37) 나아가 제

36)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8면; 朴秉濠(주 32), 233면 이하; 한복룡(주 6), 125면.
37) 大判 1999.2.12,ﾠ97므612(주 26). 그 이외에 제840조 3, 4호의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

았을 때’를 동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를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조해섭,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정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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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조 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직접 재판상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간통 및 이를 추인케 하는(주 12)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판례는 혼인 전의 행위는 약

혼단계에서의 교제라 해도 부정한 행위(제840조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혼인 

중이어야 하며,38) 이는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 이외에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고 한다.39) 결국 혼인

의무를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판례는 간통과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나 타방의 수인가능성도 문제 삼지 않는다. 가령 大判 

1987.4.14, 86므2840)은, 혼인이 파탄된 원인이 부(夫)의 부정한 행위에도 기인하지

만 다른 한편 간통죄로 고소한 후 그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여 형을 선고

받고 의사자격까지 박탈되도록 한 처의 행위에도 “사실상 기인”함을 인정하면서도 

간통 고소는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하

고 있다.41)

그러나 과도한 서신교환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만 되어도 이러한 판단은 

상대화된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주 13, 14) 이러한 평가에는 결국 그것이 혼인을 파탄시킬

만한 것인지 여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악의의 유기(제840조 

2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大判 1986.6.24,ﾠ85므642)은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

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 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

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다”

家庭法院 實務硏究[VI] (2000), 114면 이하. 이렇게 보면 제840조 1호 내지 4호의 이혼

사유가 모두 혼인법상 인적 의무와 관계되는 셈이 된다.
38) 大判 1991.9.13,ﾠ91므85, 92(공907, 2536).
39) 大判 1976.12.14, 76므10(집24(3)행, 69).
40) 집35(1)특, 529. 釜山高判 1991.1.18, 90르132, 149 (하집1991(1), 617)와 비교.
41) 이처럼 1호의 이혼사유는 그 자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이혼원인이라고도 한다. 가령 김주수ㆍ김상용(주 2), 180면.
42) 공781, 935. 이러한 판례상 두 설명방식에 관하여는 조해섭(주 37), 110-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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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단순한 동거․부양․협조의무 위반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될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43) 大判 1981.10.13, 80므944)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3, 4호)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에 본 바와 같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일방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 되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자체 혼인의무 위반임은 부정하기 

어려워보이는 모욕적 언사나 폭행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제840조 5, 6호의 경우에는 아예 인적 혼인의무 위반을 전제하지 아니한 

채 혼인관계의 파탄만을 요구한다. 판례(주 27)는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면서, 불치의 정신병과 같이 그 자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주 17, 18). 그리고 5호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역시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43) 대체로 비슷한 취지로, 엄상필,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대법원 판례 및 가정법원 실무례를 중심으로 –, 서울家庭法院 實務硏究[VIII] (2002), 

6-7면. 김주수ㆍ김상용(주 2), 185면도 많은 입법례가 유기에 몇 년간의 기간의 계속

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상으로도 상당기간의 계속이 없

으면 유기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문헌이 지시하고 있는 

“입법례”들은 파탄의 추정과 관련하여 기간요건을 두었을 뿐이다. 조해섭(주 37), 111면

은, 부부는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혼원인으로서 악의의 유기도 이와 

관련하여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하면서, 주류적 판례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이미 부양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大判ﾠ1986.6.24, 

85므6(주 42)의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단순한 동거

의무 위반이 ‘악의의 유기’의 어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의 대다수는 그로 인하여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여서 이

러한 점을 적시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라고 보인다.
44) 공669, 14449. 같은 취지: 大判 1999.2.12, 97므612(주 26); 1999.11.26, 99므180(공9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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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통 내지 간통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상 이혼의 일반적인 요건은 

인적 혼인의무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혼인의 파탄이다. 특히 판례는 제840조 6호에 

관하여 혼인관계의 객관적 파탄만이 아니라 주관적 수인기대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주 27),45) 이는 2호 내지 5호에서 고려되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사유’

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기준이다. 다만, 2호 내지 5호의 경우 파탄이 추정(또는 

간주)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경우 혼인의무 위반은 오히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배제와 관련하여 

비로소 고려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즉 혼인파탄의 원인사실에 

유책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46) 쌍방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47) 즉, 동거․부양․협조의무 위반은 그 자체 적극적

으로 재판상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응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때 공평의 관점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기능을 하는 셈이다.48)49)

나아가 이러한 소극적인 배제기능도 절대적이지 않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를 허용할 뿐 아니라,50) 근래 그러한 사정조차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 예외

적으로 이혼을 허용한 재판례까지 나타나고 있다.51)

45) 이를 – 客觀說에 대하여 – 主觀的 事情 考慮說이라고 한다. 판례는 한때 “원만한 공

동생활에의 객관적 회복가능성”을 판단기준으로 내세워 객관설을 취한 적도 있었으나

(大判 1970.2.24, 69므13(집18(1)민, 170)), 그 후 주관적 사정 고려설을 취함을 분명히 

하였다. 崔彰烈(주 19), 201면 이하.
46) 大判 1988.4.25, 87므9(공825, 909); 1990.9.25, 89므112(공884, 2156) 등.
47) 大判 1993.4.23, 92므1078(공947, 1570); 1999.2.12,ﾠ97므612(주 26).
48) 이러한 판례의 전개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로, 鄭源台, 客觀的 破綻主義와 有責配偶

者의 離婚請求, 判例實務硏究[V] (2001), 317면 이하.
49) 한편, 大判 1963.3.14, 63다54(집11(1)민, 187)는, 처가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의 

면전에서 처를 구타하여 전치 1개월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처의 부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사유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제840조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바 있다. 이는 성적 충실의무 위반에 관한 한, 그 위반사실만으로 이혼청구가 인정

되고, 파탄 여부 및 그 책임 소재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앞서의 관찰과 일맥상통한

다고 보인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간통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처의 간통에도 불구하고 부(夫)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배척한 

예도 있다. 大判 1987.9.29, 87므22(공812, 1642); 1989.6.27, 88므740(공854, 1164).
50) 大判 1987.4.14, 86므28(공801, 8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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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재판상 이혼에서는, 간통의 경우를 제외하면, 혼인의무 위반보다는 혼인의 

파탄이 기본요건이다. 동거․부양․협조의무 등 혼인의무 위반은 거의 항상 혼인

파탄과의 관련 하에 형평의 원칙에 따른 조정자로서 소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52)

  (b) 부수적 청구: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이혼에 부수하는 청구, 가령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재산

분할의 경우 판례․통설은 청산적 요소에 부양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한다.53) 

그 중 청산적 요소가 인적 혼인의무 위반과 무관함은 분명하다. 부양적 요소의 경우 

혼인의무 위반, 즉 유책성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지만,54) 학설상으

로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이 부양적 재산분할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부양적 요소가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예는 

특별한 부양의 필요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불과하고,55) 여기에서도 어디

까지나 적극적인 요건은 부양의 필요이며, 혼인의무 위반은 소극적 배제 내지 제한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미 그 요건이 혼인법상 인적 의무 위반으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제843조, 제806조 제2항)에서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56)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범위 내지 수액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大判 1993.5.27, 92므

14357)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51) 大判 2009.12.24, 2009므2130(공2010상, 248). 평석: 金相瑢(주 3), 566면 이하; 이인철,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의 채택가능성, 人權과 正義 제404호 (2010. 4), 130면 이하. 또한 

大判 2010.6.24, 2010므1256(공2010하, 1456)도 참조.
52) 같은 취지로 엄상필(주 43), 7면 이하. 이를 鄭源台(주 48), 316면은 소극적 파탄주의

라고 한다.
53) 大判 2009.12.24, 2009므2130(미간행) 등. 김주수ㆍ김상용(주 2), 238면 이하. 大判 

2001.5.8, 2000다58804(공133, 1344)는 청산, 부양 및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합의에 관한 판시로서, 결국은 당사

자의 의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54) 閔裕淑, 財産分割의 具體的 認定範圍, 裁判資料 제62집 (1993), 452면 이하.
55) 李相泰, 財産分割請求權의 扶養的 性格, 亞細亞女性法學 제4호 (2001), 66면 이하; 이

현곤, 부양적 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연구, 가사재 연구(II) (2011), 582면 이하; 全珠惠, 

財産分割에 대한 판결례 분석, 가사재 연구(I) (2007), 304면 이하.
56) 大判ﾠ1971.2.23,ﾠ71므1(집19(1)민, 84); 1987.5.26,ﾠ87므5, 6(주 12); 1992.11.10,ﾠ92므68

(공935, 112); 1993.4.9,ﾠ92므938(주 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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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고, 大判 1987.5.26, 87

므5, 6(주 12)은, 이때 위자료액의 산정에,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혼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

이라고 이해되고 있다.58) 물론 그 이외에도 개별 이혼원인, 가령 간통이나 폭행 자

체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수 있고, 관념적으로는 이것과 이혼 자체

로부터 생기는 고통59)을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어찌되었든 이 고통도 이혼 

위자료액의 산정에 고려되게 마련이다(이른바 一體說),60)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

개의 이혼사유 자체와 함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위자료액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정신적 고통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혼 위자

료 산정실무상으로도 위자료액 자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간통을 제외하면, 혼

인의무 위반의 내용 내지 정도가 그 수액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작다.61)

또한 재판실무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이혼 위자료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있고, 특히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되고 있는데,62) 이 역시 결과에 있어서는 혼인이 파탄된 점을 중시하는 셈이

라고 볼 수 있다.63)

57) 공949, 1882.
58) 법원실무제요 가사[II](주 10), 120면.
59) 황경웅, 離婚 慰藉料의 遲延損害金의 起算日에 관하여, 서울家庭法院 實務硏究[IV] 

(1998), 108면은 이를 일본의 학설을 따라 각각 이혼 자체 위자료, 이혼 원인 위자료로 

구분한다.
60) 이에 관하여는 朴淳成, 離婚을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 請求權의 法的 性格, 裁判資

料 제62집 (1993), 537면 이하; 황경웅(주 59), 108면 이하 등 참조.
61) 이정엽,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소고 – 2006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가사재 연구(I) (2007), 762면 이하.
62) 법원실무제요 가사[II](주 10), 121면. 기본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부터 기산하되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혼인이 파탄된 뒤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

해금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개의 이혼사유가 생긴 때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로, 황경웅(주 59), 123면 이하.
63) 다만, 大判 1993.5.27, 92므143(주 57)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중략]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중략]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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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 大判 2009.7.23, 2009다32454 이전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에는 어떠한가? 大判 2009.7.23, 2009다32454(주 3) 이

전의 법적 상황부터 보기로 한다.

먼저, (강제)이행청구를 본다. 혼인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이상, 그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행청구권(제389조)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설은 동거의무의 강제이행은 “채무자의 인격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64) 이는 부양 및 협조의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성

질상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고,65) 부양의무도 본래의 의미의 

부양, 즉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서로 제공하는, 신체적․정

신적 부양에 대하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66) 성적 충실의무나 상호존

중의무 등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 이외에도 가사소송

법상 간접강제인 이행명령(제64조 제1항)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67조 제1항), 

감치(제68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재산상 의무에 한하고 신분상 의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67)

그렇다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청구는 어떠한가? 판례는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개별적인 혼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그로 인한 혼인파탄의 손해를 구분하고 

있다(이 한도에서 峻別說). 大判 1985.6.25, 83므1868)은,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

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大判 

1998.4.10, 96므143469)는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64) 양창수ㆍ김재형, 민법 I. 계약법 (2010), 411면. 大判 2009.7.23, 2009다32454(주 3)도, 

방론이기는 하나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

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외 이행청구 및 – 민사소송에 

의해서든 가사비송에 의해서든 – 재판상 소구(訴求)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日最決 1965.(昭和 40) 6. 30.(民集19, 4, 1089) 참조.
65)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8면.
66) 이 한도에서, 김주수ㆍ김상용(주 2), 127면. 법원실무제요 가사[II](주 10), 486면도 같은 

취지이다.
67) 법원실무제요 가사[I](주 2), 335면.
68) 집33(2)특, 260.
69) 공58, 1356. 처가 부첩관계를 수십 년간 수인해오다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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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

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

요까지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판시는 혼인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개개의 

혼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두 판례는 모두 이혼과 함께 또는 그 후 위자료를 구한 예이고,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 독자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 실례는 찾기 어려우며 그나마 모두 간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70) 오히려 大判 1969.8.19, 69므1771)은,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

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제로서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종래부터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판례72)가 확립되어 있었고, 

학설상 이를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드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지는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본래의 형태로 이행하는 것, 

즉 경제적․정신적으로 협력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별거 등으로 불능이 

된 이상, 그 중 경제적 부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전적인 형태로 전화(轉化)될 수

밖에 없으나, 그러한 불능이 부양을 청구하는 사람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면 그가 

그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당연한 법리의 표현일 뿐이다.

나. 제3자에 대한 관계

혼인의무 위반에 제3자가 가담한 경우는 어떠한가? 판례는 부부 일방의 혼인의무 

위반에 제3자가 가담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배우자가 간통하여 이혼한 경우 상간자(相姦者)73) 또는 간통을 

70) 大判 1998.4.10, 96므1434(주 69)도 간통의 경우 혼인파탄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앞서의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71) 집17(3)민, 25. 같은 취지: 서울高判 1986.12.8, 86르180, 181(하집1986(4), 607).
72) 大判 1976.6.22, 75므17, 18(집24(2)민, 132) 등.
73) 大判 1959.11.5, 4291민상771(집7민, 286); 1960.9.29, 4293민상302(집8민, 149); 1981.7. 

28, 80다1295(집29(2)민, 226); 1985.6.25, 83므18(공758, 1054); 1998.4.10, 96므1434

(주 69); 2005.5.13, 2004다1899(공228, 938. 해설: 李敏杰,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원 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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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조한 시모(媤母)에 대한 위자료 청구,74) 시모나 시누이의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시모나 시누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75) 등이 

그 예이다.

나아가 판례는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에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

한다. 大判 1967.4.25, 67다9976)는, 혼인관계가 이혼이 아닌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

으로 해소된 사안에서 간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속하는 범위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 있고, 大判 1967. 

10.6, 67다113477)는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이고 간통이 이미 종료한 상황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 있는 것이다. 이때 부부 일방이 제3자의 

혼인의무 위반에의 가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도 있는가? 釜山地判 

1998.6.2, 97드58278)은 방론이지만 “남편은 처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夫權)을 가지고 

있어 처의 정조를 독점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판례는 부부 

공동의 주거에 간통 목적으로 들어간 상간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79) 

이러한 점에 비추면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설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

적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도 있다. 배우자의 ‘정조요구권’은 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채권적 상대권이고, 간통은 배우자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자료 

지급을 명하더라도 만족․예방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80)

  

설 제54호 (2005년 상반기) (2006.1), 328면 이하) 등.
74) 서울高判 1999.7.30, 99르75(하집1999-2, 415).
75) 大邱高判 1984.10.23, 84나459(하집1984(4), 63); 2000.8.11, 2000르125, 132(하집2000-2, 

663.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이다).
76) 洪春義, 姦通과 損害賠償, 家族法硏究 제8호 (1994), 250면.
77) 집15(3)민, 195.
78) 하집1998-1, 313.
79) 大判 1984.6.26, 83도685(집32(3)형, 726).
80) 洪春義(주 76), 259면 이하. 申榮鎬(주 6), 102면도 비슷한 취지이다. 제3자의 책임요

건을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이동국, 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인한 불법행위

의 성립, 스티스 제97호 (2007. 4), 71면 이하도 참조.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 李東珍   501

다. 주관적․절대적 권리로서 배우자 지위와 大判 2009. 7. 23, 2009다32454

(1) 혼인존속 중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방해배제청구의 가능성을 

언급한 재판례는 모두 간통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인적 혼인의무와 달리 간통이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소극

적으로 배제할 뿐이라는 점과 관계되어 있어 보인다. 이 점이 동거나 협력 등 여

타의 인적 혼인의무의 강제이행은 과도한 인격침해라면서도 상간자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혼인관계가 존속할 때에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비로소 고려되는데, 이때에도 그 기능이 크다고 할 수

는 없었다.

(2)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大判 2009.7.23, 2009다32454(주 3)로 상당히 바뀌었다. 

위 판결은 적어도 동거에 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당해 사안에서 부부는 별거 중이었으나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는 

혼인의무는 부부 상호간에는 혼인파탄의 경우에(만 또는 주로) 문제된다는, 지금까지 

관찰된 경향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위 판결과 大判 1969.8.19, 69므17(주 71)

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大判 2009.7.23, 2009다32454(주 3)을 가정법원에서 동거에 

관한 심판을 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거나, 大判 1969.8.19, 69므17을 위자료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大判 2009.7.23, 2009다

32454이 大判 1969.8.19, 69므17을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설의 설명은 이미 

그 자체 이것이 법적 의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의무라면,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다른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위 大判 2009.7.23, 2009다32454(주 3)는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위

자료 지급을 명하는 근거로 든다. 학설상 혼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지

급의무가 적어도 불법행위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는 설명이 흔히 행해

지는 것81)도 비슷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처에게 의무가 있고, 부(夫)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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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면, 결국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 

된다. 大判 1970.3.10, 70도29(주 22)도 ‘정교요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성적 독점에 관한 한 이를 일종의 절대권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례 중 상당수가 그들이 “부권(夫權)”이나 

“正妻의 權利”82)를 침해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고,83) 大判 1965.11.9, 65다

1582, 158384)은 처에 대한 강간미수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판례는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침해당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배우자라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때 쉽게 설명될 수 있다.85)

결국 판례는 배우자의 지위를–어느 정도 절대적인–주관적 권리로 보는 셈이다.86)

81) 가령 朴淳成(주 60), 532면 이하. 최근의 것으로, 이홍민(주 28), 50면. 정면에서 반대

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82) 大判 1960.9.29, 4293민상302(주 73. 正妻로서의 權利); 1985.6.25, 83므18(주 73. 夫權). 

또한 釜山地判 1998.6.2, 97드582(주 78)도 참조.
83) 한편, 大判 1987.8.18, 87므19(공809, 1463)는 “간통행위기간 중 그가 배우자 있는 남

자인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나, 다른 한편, 大判 1967.4.25, 67다99(주 76)는 “원고의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잉태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

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례상 제3자의 책

임은 특별한 행위불법에 터 잡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결과불법, 즉 간통 자체와 관

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84) 집13(2)민, 217.
85) 大判 1998.4.10, 96므1434(주 69)는 그 근거로 “부친이 그 자녀에 대하여 애정을 품고 

감호교육을 행하는 것은 타의 여성과 동거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부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타의 여성과 동거의 결과, 자녀가 사실상 부친의 

애정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여도 그것과 여성의 

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간통으로 혼인이 파

탄에 이르는 경우 배우자 못지않게 그 자녀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상간자의 행위와 간통, 나아가 혼인파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아무런 의문도 없다면, 여기에서 인정된 인과관

계를 자녀에 대하여만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이후 大

判 2005.5.13, 2004다1899(주 73)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논증은 포기하되 다

른 논거를 들지 아니한 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李敏杰(주 73), 338면은 이를 “자

녀들에 대한 원만한 가정(혼인관계)의 유지”가 보호이익인지 여부의 문제로 이해하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녀에 대

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성적 충실의무가 오직 상대방 배우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성하여야 한다. 김상용(주 3), 618-619면도 비슷한 취지라

고 보인다.
86) Lipp, Die eherechtlichen Pflichten und ihre Verletzung (1988), S. 5ff.; Streck(주 2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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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부간 인적 관계의 결정구조와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

1. 양성평등, 개인의 존엄과 인적 혼인의무

가. 양성평등과 법률상 혼인관념의 형식화

(1) 민법 및 기타 근대사법전 제정 당시의 상황

대다수의 근대사법전은 우리의 제826조와 같은 인적 혼인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 우리의 제826조 자체가 근대사법전들의 인적 혼인의무 규정에서 유래한 

규정이라고 보인다.87)

  (a) 민법 및 기타 근대사법전의 혼인관념

그런데 우리 민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근대사법전은 적어도 그 제정 당시에는 

제법 구체적인 혼인관념 내지 상(像)을 전제하고 있었다. 우리 민법의 경우, 동거는 

부(夫)의 주소나 거소–부(夫)가 정한다.–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고(개정 전 

제826조 제2항 본문), 또 친권자를 부(父)로 하고 있었다(개정 전 제909조 제1항). 

이는 호주(戶主)와 가(家) 제도와 함께 부(夫․父)가 가장(家長)이 되는 가부장적

(家父長的) 가족질서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그러나 

109ff.
87) 민법 제826조는 “① 夫婦는 서로 同居扶養 및 協助의 義務가 있다. 그러나 正當한 

理由로 一時的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認容하여야 한다. ② 夫婦의 同居는 

夫의 주所나 居所에서 한다.”고 한 정부초안 제819조에, 사소한 자구수정을 거친 다음 

입부혼(入夫婚)에 관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항을 덧붙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초안 제819조는 다시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며 부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현행 일본민법 제752조와 “부부는 서로 동거할 의무를 진다. 다만 동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는 부(夫)의 주소를 주

소로 하며, 췌부(赘夫)는 처의 주소를 주소로 한다.”고 규정한 중화민국민법 제1001조

ㆍ제1002조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행 일본민법 제752조는 다시 “처는 부

(夫)와 동거할 의무가 있다. 부(夫)는 처로 하여금 동거를 하여야 한다.”, “부부는 서

로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일본구민법 제79조와 같은 취지의 브와소나드 

일본민법초안 제99조ㆍ제100조를 거쳐, “부(夫)는 처와 동거하고, 그가 주거로 적당하

다고 지정한 곳이면 어디든 그에 따라야 한다. 부(夫)는 처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1804년 프랑스

민법 제214조로 이어진다.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중화민국민법 제1001조 단서는 

“부부 일방의 공동생활회복(Herstellung der Gemeinschaft)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이를 급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에도 같다.”고 정한 1896년 제정 독일민법 제1353조 제2항에 닿아있다고 

보인다. 國會事務處 編, 民法案審議綠 (1957), 490-4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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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점은 민법이 부(夫)는 소득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를 돌보는 전통적 성역할관념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의 누구

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개정 전 

제830조 제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

정이 없으면 부(夫)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개정 전 제833조)은 이를 전제

로만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관념도 그러하였을 것이다(주 29 내지 31 

참조). 위 규정들은 한편으로는 법을 직접 의식하지 않은 채 형성되는, 그리하여 

많은 경우 법이 현실을 형성하기보다는 현실을 추수하여야 하는 가족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88) 부부가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

어 있었지만(제827, 832조), 부(夫)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재산을 취득하며 생계비

를 조달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처가 가사를 돌보기 위하여 부(夫)를 대리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점은 다른 근대사법전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혼인의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지만, 상호부조만을 위해서 혼인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제2편 제1장 제1조․제2조. 이하 이 법전의 조문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제2편 제1장의 그것이다), 부(夫)가 가장(家長)으로서 가정사에 

관한 결정권을 가짐을 분명히 한다(제184조).89) 부(夫)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고

(제185조),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처의 인격 및 명예, 재산을 대리”하며(제188

조), 처는 가사를 돌보아야 하고(제194조) 부(夫)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하거나 영

업 기타 인적 의무를 부담하지 못한다(제195조․제196조). 친권도 부(父)에게만 있

었다(제2편 제2장 제62조).90) 1804년의 프랑스민법도 혼인목적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의무에 관한 규정 중 첫 조문으로 “부부는 혼인사실만으로도 자녀를 

양육․부양․교육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제203조) 비슷한 관심을 표명한 다음, 

“부(夫)는 처를 보호하고, 처는 부(夫)에게 복종한다.”(제213조)고 정하면서, 처는 

부(夫)와 동거하고, 동거 장소는 부(夫)가 지정하며, 생계비도 부(夫)가 부담함을 

명시하였다(제214조. 주 87). 그리고 처의 혼인 중 소송 및 행위능력 등을 일반적

으로 제한하였으며(제215조 이하), 자녀에 대하여는 부(父)만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88) 이러한 점이 민법 제정 당시 가족법에 관하여 주장되고 결국 관철된 점진적 개혁론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梁彰洙, 家族關係의 變化와 親族法, 民事判例硏究[XVIII] (1996), 

488면 이하; 尹眞秀,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영향, 民法論攷 IV (2009), 5면 이하.
89) 심지어 모유수유기간도 부(夫)가 정하도록 하였다. 제2편 제2장 제68조.
90) 좀 더 상세한 분석으로는, Dörner, Industrialisierung und Familienrecht (1974), S. 4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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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제378조).91) 1811년의 오스트리아 일반민법도 혼인계약은 불가분적 공동체를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상호 부조하려는 두 이성(異性) 사이의 적법한 

의사표시라고 한 다음(제44조), 부(夫)가 가장(家長)이고, 처를 부양해야 함을 명시

하고(제91조), 임신거부를 절대적 이혼사유로 하는(제48조) 등 대체로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96년 독일민법은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별도의 혼인목적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인적 혼인의무도 포괄적인 혼인생활공동체를 이룰 의무(Pflicht 

zur ehelichen Lebensgemeinschaft)로 규정하였을 뿐이지만(제1353조 제1항), 주소 

등을 포함한 혼인공동생활에 관한 결정권은 부(夫)에게 있었고, 처는 부(夫)의 결

정이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이에 따라야 했다(제1354조). 처에게는 가사를 수행할 

권리․의무가 부여되었고(제1356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처에게(만) 일상가사대리

권이 주어졌다(제1357조). 또한 처의 거래행위는 가사와 무관한 한 부분적으로 제한

되었다(제1358조). 부양의무는 부(夫)에게 있었고(제1960조), 부부가 단독 또는 공동 

점유하는 동산은 부(夫)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의 소유로 추정되었으며(제1362조),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하여는 부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제1627조).92) 1898년의 

일본민법도, 처는 부(夫)의 거소에서 동거하여야 하고(제789조), 행위무능력자이며

(제14조), 그의 재산도 부(夫)가 관리하고(제801조), 단지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夫)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제804조), 부는 혼인 중에는 단독으로 친권을 가졌고

(제877조),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다(제798조). 또한 귀속불명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되었다(제807조).93) 1907년의 스위스민법도 혼인공동생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덧붙여 공동체를 위하여 협력하고 자녀를 공동으로 돌보며 충실하고 부조하

여야 함을 규정하였다(제159조). 부(夫)는 가장(家長)으로 동거장소를 지정하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제160조), 공동체를 대표(Vertretung)하고(제162조), 혼인 중의 자

녀에 대하여 단독으로 친권을 가졌다(제274조). 처는 부(夫)를 좇아 가사를 돌보고

(제161조), 일상가사에 한하여 대표권을 가지며(제163조 이하), 영업 및 소송 등이 

제한되었다(제167조 이하).

특히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경우 인적 혼인의무를 대단히 세세하게 규정하여, 

심지어는 원칙적으로 처는 부부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나, 건강이 위태롭거나 생리 

91) 梁彰洙(주 88), 506면 이하; Dörner(주 90), S. 142ff.
92) Dörner(주 90), S. 97ff.
93) 蘇在先, 日本家族法의 發展과 展望, 家族法硏究 제13집 (1999), 527면 이하 참조(이른

바 법전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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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때에는 거부권이 있다는 규정까지 둘 정도였다(제178조 내지 제180조). 그러나 

독일이나 스위스민법처럼 의식적으로 구체적 규율을 포기하고 ‘혼인생활공동체’와 

같은 추상적 표지로 물러난 경우에도 당시의 혼인관념과 부부의 역할이 제법 구체

적인 상(像)을 갖고 있었던 이상 이를 ‘혼인의 윤리적 본질(das sittliche Wesen der 

Ehe)’에 비추어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94) 적어도 이때 

말하는 ‘윤리’는 법관에게는 대체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유산)시민계층의 윤리관 

내지 혼인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95)

  (b) 민법 기타 근대사법전의 인적 혼인의무 규정의 기능

그런데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규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교육기능이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역시 위 프로

이센 일반란트법 제178조 내지 제180조나 제2편 제2장 제68조(주 89)이다. 통상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법적인 개입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내밀한 관계에 대하여까지 규정을 마련한 것은, 그에 어떤 제재를 결부시켜 

실효성을 거두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 내지는 신민(臣民)으로서 기대되는 삶의 

모습을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 세세하게 기술하여 윤리적 모범을 제시하고자 함이

었다. 이는 유럽에서 혼인이 교회법의 영역이었고, 교회법이 부부관계의 세세한 부

분까지 규율하였으며, 근대사법전은 이를 국법 및 국가사법권 아래로 가져오려 하

였음에 비추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부생활의 모범을 미

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성적․계몽적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였다.96) 

나아가 이는 가족의 내부관계에 대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및 윤리적 규율관심이 상당

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조․제2조의 혼인목적 규정은 

이미 이러한–노동력과 인구의 재생산과 관계된–관심을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94) Dörner(주 90), S. 44ff., 97ff. 또한, 과거 우리의 이혼 판례에 나타난 가족법적 가치관을 

전통적, 평등형 및 혼인윤리형 가치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으로, 朴秉濠, 家族法의 

理念과 判例의 價値觀 – 離婚判例의 分析을 通하여 –, 서울  法學 제25호 (1972), 

123면 이하도 참조.
95) 李東珍(주 6), 6면; Teubner, Standards und Direktiven in Generalklauseln (1971), S. 52ff.
96) 朴秉濠(주 32), 232면 이하; Dörner(주 90), S. 30ff., 43ff.;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2. neu bearb. Aufl. (1967), S. 322ff. Mary Ann Glendon 著ㆍ韓福龍 譯, 

환기의 가족법 (1996), 139면 이하.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가족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이다.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 李東珍   507

그러나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규정이 단순히 교육적 및 정치적 기능만 갖고 있

었던 것은 아니다. 그 법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근대사법전의 유책주의 이혼법에서 

발현되었다. 가령 재판상 이혼사유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간통 등 이외에 ‘혼

인의무(ehelichen Pflichten)의 계속적 무시’(제694조)를, 1896년 독일민법은 간통, 

악의의 유기 등 이외에 “혼인에 의하여 생긴 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수치스럽

거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중대하게 파탄된 데 책임이 있어 상대

방에게 혼인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제1568조)를 들었다. 악의의 유기도 

법문상 명백히 동거의무에 연결되어 있었다. 1938년 오스트리아 이혼법 제47조 내지 

제49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804년 프랑스민법은 간통97) 이외에 중대한 

과오(제231조. excès, sévices ou injures graves)를 일반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

으나, 이 또한 유책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었다.98) 그 이외에 

프랑스민법은 유책배우자는 무책배우자에게 이혼 또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고(1975년 개정 전 제301조 제2항, 제311조 제2항), 

1907년 스위스민법은 이혼에 관하여는 이미 소극적 파탄주의를 취하면서도,99) 중

대한 인적 관계의 침해에 대하여 무책배우자는 이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151조 제2항).

일단 법규범으로 규정되자, 이들 인적 혼인의무는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에도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판례․학설이다. 

부부 일방이 간통한 경우 타방은 이혼청구를 하였거나 별거 중이든 그렇지 않든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었고,100) 1일 25프랑의 비율에 의한 강제금(astreinte)이 

부과된 예도 있었다.101) 동거의무의 강제이행이 가능한지는 한때 다투어졌으나, 하

급심 재판례 중에는 쫓겨난 부부 일방에게 타방의 주거를 침입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97) 처의 간통은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나(제229조), 부(夫)의 간통은 상간자를 주거에 

들인 경우에 한하여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제230조) 정한 점이 흥미를 끈다.

 98) Dörner(주 90), S. 151.

 99) 1907년의 스위스민법 제142조는 “① 부부관계가 중대하게 파탄되어 그 부부가 혼인

공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는 때에는 부부 일방은 이혼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중대한 파탄이 압도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돌려지는 때에는 타방만

이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다.
100) Paris, 14 mars 1850, D.P. 50-2-150; Agen, 19 juin 1902, D.P. 1903-2-340. 손해액은 

상징적인 수준의 소액에서부터 상당한 금액까지 다양하였다. Aix, 7 juin 1882, S. 

83-2-218; Amiens, 15 avr. 1939, S. 1940-2-44; 5 mai 1949, D. 1949 Somm. 30 등.
101) Toulouse, 29 juin 1864, D.P. 64-2-174. 또한 프랑스구형법 제337조ㆍ제339조(간통죄)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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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하여 동거를 강제한 예가 다수 있고, 학설상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102) 강제금은 물론,103)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었다.104) 

이러한 프랑스의 판례․학설은 이를 계수한 일본민법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민법 

제정 직후 학설은 인적 혼인의무에 대하여 人事訴訟手續法 제1장의 규정에 따라 

동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나, 일본법상 민사구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간접강제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105) 독일민법 제1353조 제2항은 

“부부 일방의 공동체회복(Herstellung der Gemeinschaft) 청구가 권리남용일 때에는 

타방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도 같다”고 하여 

공동체회복청구를 인정하고, 그 절차적 관철방법으로 (공동체)회복의 소(Herstellungsklage, 

독일민사소송법 제606조 이하)를 두고 있고, 스위스민법 제169조도 “① 부부 일방

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태도가 타방을 위험이나 오욕에 빠뜨

리거나 손해를 입히는 때에는 일방 배우자는 법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관은 의무를 게을리 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 정한 조치를 취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제정 당시 우리 민법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6호)가 추가되었으나,106) 민법 

102) Paris, 7 janv. 1903, D.P. 1903-2-16; Lyon, 14 mai 1920, D.P. 1920-2-58; Req. 20 

janv. 1930-1-99(이상 처에게 부(夫)의 주거에 들어갈 권한을 준 예), Dijon, 25 juill. 

1840, S. 42-2-40; Chambéry, 27 oct. 1931, D.H. 1931, 579, S. 1932-2-14(공권력으로 

강제한 예). 파기원은 이를 하급심의 재량 하에 있는 문제로 보았다. Req. 26 juin 

1876, D.P. 76-1-80, S. 79-1-176.
103) Req. 26 juin 1878, D.P. 79-1-80, S. 79-1-176.
104) Cass. Belgique, 18 mai 1899, D.P. 1908-2-161. 그 이외에 스스로 동거의무를 위반한 

일방은 타방에게 부양을 구할 수 없고(Paris, 3 févr. 1921, D.P. 1921-2-150), 가족을 

버린데 대하여 벌과금도 부과되었으나(1924년 2월 7일 법률) 이는 사실상 부양을 강

제하는 취지였다고 한다. Colin et Capitant, Traité de droit civil, tome premier (1957), 

n° 1009 et s.
105) 가령 仁井田益太郞, 改訂增補 親族法相續法論 (1915), 152-153면. 메이지민법의 입법

자들이 동거 및 부조의무만을 규정하고 정조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앞의 것

들은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뒤의 것, 즉 정조의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大村敦志(주 2), 41면 이하.
106) 民法案審議綠(주 87), 499면 이하. 이러한 수정은 전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1947년 

개정 일본민법 제770조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6호는 穗積重遠의 개정사안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이었던– 파탄주의 이혼법을 의도한 

것이었다. 大村敦志(주 2),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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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만 해도 이 규정이 유책주의를 포기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하

였다. 가령 大判 1965.10.5, 65므16은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

추어 이혼당사자 사이에나 그와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동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6호의 이혼사유에도 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비난할 만한) 행동이 요구된다는 이

해를 보인 바 있는 것이다.107) 또한 제정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재산분할청

구는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혼 위자료만 규정하였으므로, 이것이 이혼급부의 핵심

이었는데,108) 이는 오직 혼인의무 위반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 민법을 포함한 다수의 근대사법전은, 비교적 구체적인 혼인관념과, 이에 

따른 비교적 구체적인 인적 혼인의무를 전제로, 그 위반에 대하여 혼인존속 중 또는 

혼인파탄 후에 상당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던 셈이다.

(2) 20세기의 변화

  (a) 양성평등(兩性平等), 가족기능의 변화와 법률상 혼인관념의 형식화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혼인관념은 이후, 특히 20세기를 지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109)

많은 나라에서 일련의 법 개정을 거쳐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와 전통적 성역할관

념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나갔다. 부(夫)가 가장(家長)임을 명시한 규정은 부부가 

가정사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경되었고(프랑스민법 제213조, 오스트

리아 일반민법 제91조, 독일민법 제1354조), 그 구체적 발현으로 동거장소를 부부가 

공동으로 정하게 하였으며(프랑스민법 제215조,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2조, 스위

스민법 제162조. 독일민법은 제1354조를 아예 삭제하였다), 친권도 공동으로 행사

하게 하였다(프랑스민법 제372조,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144조, 독일민법 제1627조, 

스위스민법 제297조). 처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처에게 가사를 맡기는 규정이 삭제

되었고, 명시적으로 처의 직업활동의 자유가 선언되기도 하였다(프랑스민법 제223조,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0조 제2항, 독일민법 제1356조, 스위스민법 제167조 참조). 

107) 집13(2)민, 181. 이 판결에 대한 비슷한 이해로, 朴政緖, 破綻主義 離婚原因과 有責

配偶者의 離婚請求問題, 司法論集 제3집 (1972), 150면. 6호의 이혼사유는 불치의 정

신병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유책주의의 기조에 서 있다는 견해로, 김주수ㆍ김상용

(주 2), 179면. 
108) 朴淳成(주 60), 521면 이하 참조. 입법경위에 관하여는 이홍민(주 28)도 참조.
109) 간단한 개관으로, Mary Ann Glendon 著ㆍ韓福龍 譯(주 96), 14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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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은 부부가 그 능력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프랑스민법 제214조, 

제371조의2,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4조, 독일민법 제1360조, 스위스민법 제163조), 

일상가사의 대리권 내지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은 부부 쌍방의 상호대리 내지 연대

책임으로 확장되거나(프랑스민법 제220조, 독일민법 제1357조, 스위스민법 제166조), 

부부 중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에게 적용되게 되었고(오스트리아 일반

민법 제96조), 성 특정적인 규정은 더는 두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1990년 개정으로 제826조 제2항이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바뀌었고, 제909조 

제2항이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바뀌었다. 또한 같은 1990년 개정으로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로 

바뀌었으며, 제830조 제2항은 이미 1977년 개정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 법상 가

부장적 가족질서를 대표하던 호주와 가(家)에 관한 규정 및 부성주의(父姓主義)에 

관한 규정들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뒤이은 민법 개정으로 모두 삭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곳에서든 일차적으로 점진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의 결과였다.110) 

이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질

서와 성역할관념 및 이를 반영한 혼인법 규정은 명백히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원칙의 점진적 실현과정에서 개정 

내지 폐기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현실의 변화였다.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예전에 하나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산단위였던 가족은 더는 생산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단위로 성격이 

바뀌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 밖에서 생산 내지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발언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성역할관념은 헌법질서에서 맞지 않았고, 사회현실과도 점차 맞지 않게 

110) Hepting, Ehevereinbarungen (1984), S. 21ff.; Niboyet, L’ordre public matrimonial (2008), 

pp. 19 et s. 또한 梁彰洙(주 88), 490면 이하, 502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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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11)

이러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국가의 규율관심과 권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까지만 해도 가족은 하나의 생산단위로서 

전체 국가질서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점차 가족은 이러한 기능을 잃어갔고, 생산활동은 가장(家長),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처까지, 가족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회영역–그 가장 대표적

인 예가 시장인데–은 다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였는데, 

이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 중 하나가 경쟁이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족은 이제

–경쟁사회에서 사라진–애정의 결합체로서 정서(情緖)적 기능과 경쟁 중 도태된 

사회성원의 부조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혼인 자체가 이미 자발적인 애정의 결합이

자 연대성의 표현으로, 고도로 윤리화되었다.112) 프랑스민법 이후의 근대사법전들, 

특히 독일민법전이 개개의 혼인의무를 열거하지 않고, 이를 ‘혼인의 본질’과 같은 

윤리관념에 맡긴 것은, 이미 이러한 윤리화된 혼인관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혼인과 가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서는 사적 영역(사생활)으로, 법과 

윤리의 구분에서는 윤리로 밀려났고, 그런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규율관심과 이해

도 줄어들었다.113)

  (b) 부부간 협의와 법률상 혼인관념의 형식화

문제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전통적인 성역할관념을 없앤 혼인법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성평등은 법률상 혼인관념을 크게 형식화하였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부(夫)와 가사를 돌보는 처라는 상(像)에서, 원칙적으로 생활비도 함께 

부담하고 가사도 함께 돌보는 부부로 옮겨가자마자, 그 구체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50%씩 하고 모든 가사를 함께 50%씩 나누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한데, 둘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일을 나누어야 하는

지는 정할 수 없었다. 특히 가치관과 생활형태가 다원화되고,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혼인관도 빠르게 변화하는 한편, 평균수명도 빠르게 늘어, 한 사회 

안에 동시에 다양한 혼인 내지 가족상, 혼인 내지 가족윤리가 병존하게 되었다. 그 

111) 윤진수,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법경제학연구, 제9권 1호 (2012.6), 37-38면; Dörner

(주 90), S. 67ff. 참조.
112) 윤진수(주 111), 38면; 니클라스 루만 저, 정성훈ㆍ권기돈ㆍ조형준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 성의 코드화 (2009). 특히 215면 이하.
113) Dörner(주 90), S. 24ff., 7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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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배적인 혼인의 상을 관념적(‘혼인의 본질’)․사실적으로(‘사회관념’)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혼인법은 평등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강령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114)

이러한 공백은 널리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메워졌다. 우리 민법에서는 동거장소에 

관한 ‘부부의 협의’(제826조 제2항), 친권행사에 관한 ‘부모의 의견 일치’(제909조 제2항) 

및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제833조), 다른 나라에서는 Einvernehmen 

(독일민법 제1356조 제1항,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1조 제1항), Einigung(스위스

민법 제172조) 및 commun accord(프랑스민법 제215조 제2항) 등으로, 그 이름은 

다르지만 성실히 협의하여 부부간 의견일치를 이룰 또는 의견일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만을 남긴 채 인적 혼인의무를 형식화하여, 그때그때의 협의결과에 그 구체화를 

맡기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115)

나. 개인의 존엄, 부부간 협의와 인적 혼인의무의 한계

(1) 부부간 협의의 제한적 구속력

물론 부부간 협의가 혼인상에 갈음하여 인적혼인의무를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혼인의무가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 특히 장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지는 문제이다. 부부간 협의의 구속력은 부부의 사적 자치적 결정에 근거하여

야 하는데 이미 이 점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먼저, 부부간 협의에 법적 구속의사가 갖추어진 경우가 드물다.

부부는 혼인 전 또는 혼인존속 중 마주치게 되는 여러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의 주거를 어디에 둘지, 그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할지, 직장은 어떻게 할지, 가령 

처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할 것인지, 가사는 누가 부담하고 생활비는 

누가 관리하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각자의 용돈은 어느 정도로 할지, 저축은 

어떻게 하며, 기타 자산은 어떻게 투자할지, 자녀는 언제 몇 명을 가질지, 그 교육은 

어떻게 할지, 양육부담은 어떻게 분배할지, 각자의 부모 등 부양이 필요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그 예이다.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원

114) Hepting(주 110), S. 49ff.; Streck(주 25), S. 52ff. 李東珍(주 6), 6면 이하도 참조.
115) 朴秉濠(주 32), 232면 이하. 독일의 경우 Hepting(주 110), S. 62ff.; Lipp(주 86), S. 

61ff.; Streck(주 25), S. 55ff.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제도적 혼인관이 쇠퇴하

고, 개인 간 협의에 터 잡은 혼인관이 부상하는 과정에 관하여는, Jent, Die immatrielle 

Beistandspflicht zwischen Ehegatten unter dem Gesichtspubkt des Persönlichkeitsschutzes 

(1985), S. 11ff., 2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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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 문제의 대부분은 협

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많은 경우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부 일방이 제안하거나 

통보한 후 사실상 그에 따라 처리하면 타방이 그에 따르거나 적어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식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응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방이 먼저 안을 제시하거나 실행하고, 타방이 별 이의 없이 이를 따르거나 용인

하다가 그후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일방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116)

이처럼 당사자들이 마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용태를 보이는 경우 재산관계

에서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쌍방 독점적, 전면적이고 계속적인 인격적 관계로서 부부관

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방이 반드시 타방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즉시 이의하기보다는 보다 적절한 시점에 재교섭을 시도할 생각에 일단 응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일방의 결정에 타방이 따르는 경우에도 일방이 타방

과의 협의에 대하여 갖는 신뢰의 수준이 늘 높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신뢰는 

종종 곧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부부가 인적 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협의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리라고, 법적인 제재를 통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본래 

윤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관계되어 있다. 비록 혼인법이 이를 법규화

(Verrechtlichung)한다 하더라도, 혼인이 별 문제 없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관계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에게는 거의 의식되지 않고, 따라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든 묵

시적으로든 법적 구속의사를 가지는 경우도 드물다.117)

결국 부부 일방이 타방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이

는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행태 내지 반응에 대한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부간 협의는 일단 성립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부부간 협의는 통상 장래의 법적인 구속을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즉 그때그때의 부부관계의 형성 내지 그 구체화에 지향되어 있고,118) 또 

116) Hepting(주 110), 280ff.; Streck(주 25), S. 60ff.
117) Hepting(주 110), S. 229ff.; Lipp(주 86), S. 85ff.
118) Lüke, Grundsätzliche Veränderungen im Familienrecht durch das 1. EheRG, Ac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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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이고 계속적인 혼인관계의 성질상 사정변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래에 대한 구속력은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朝高判 1918(大正 7).7.5, 民上181119)은, 처가 부(夫)의 유럽유학을 위한 별

거에 동의해주었다가 그 후 부(夫)를 상대로 동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영

구적 별거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영업이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별거합의는 유효하다면서도, 이러한 별거동의는 언제라도 처가 취소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독일에서도 부부간 협의는 상당한 기간경과 또는 사정

변경만으로, 견해에 따라서는 단순한 주관적 의사의 변경만으로도 일방적으로 철

회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120)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2조 제2항은 

이러한 철회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2) 개인의 존엄과 부부간 협의

부부간 협의가 장래의 법적 구속을 명시적으로 의도한 경우에도121) 문제가 있다. 

학설상으로는 이른바 부부계약—명시적으로 법적 구속을 의도한 경우만을 가리

킨다고 보인다—의 법적 구속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122) 그러나 

부부가 장래를 향한 법적 구속을 명시적으로 의욕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의 법적 

구속력을 제한 없이 승인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혼인관계에서 개인의 존엄이 

갖는 의미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로 양성평등 이외에 “개인의 존엄”을 들고 있어, 부부가 혼인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각자의 존엄을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동시에 그 동력이고, 필수적 상관자

이다. 양성평등은 혼인내부관계에서 부부의 자율성 내지 자유를 확장하는 결과를 

(1978), 13. 이와 같이 부부간 협의의 내용 내지 효력을 형성적(gestaltend)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의무부과적(verpflichtend)으로 보는 견해로 Diederichsen, Die allgemeinen 

Ehewirkungen nach dem 1. EheRG und Ehevereinbarungen, NJW 1977, 219.
119)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  제5권, 585면. 비슷한 취지: 黑木三郞(주 32), 359면 이하.
120) Hepting(주 110), S. 70ff., 222ff.
121) Lipp(주 86), S. 85ff. 어떠한 경우에 법적 구속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협의의 해석의 문제이다. 사소한 일상사무에 관한 협의에는 통상 법적 구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Hepting(주 110), S. 217ff., 237ff.
122) 최진섭, ‘計劃婚姻’의 法的 評價 – 夫婦契約의 法的 拘束力 –, 家族法硏究 제18권 2호 

(2004.9), 5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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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면서 그 기초로서 부부, 특히 처의 개인의 존엄을 확립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개인, 특히 여성의 존엄이 승인되어야 비로소 양성평등과 혼인관계에서 

부부간 자율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의 존엄은 재산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도 유효하게 계약체결 기타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즉 법적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23) 반면, 

인(격)적 관계에서는 오히려 인적 혼인의무에서 널리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rechtsfreier Raum)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법은 사람의 외적 행태를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개인의 자율에 속하고, 사회적, 즉 

타인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영역은 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 내적 양심․신

앙의 자유(헌법 제19조, 제20조) 등이 절대적 보호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다수의 행위는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 관련성을 겸유한다. 가령 

구체적인 종교활동은 배우자와의 혼인공동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피임 또는 임신은 배우자의 가족계획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자율에 터 잡은 구속은 가능한지(사적 자치), 아니면 일체의 구속이 배제되는지는 

결국 개인관련성과 사회관련성의 정도와 강도의 문제이다.124) 그런데 이러한 ｢관련

성｣의 ｢정도와 강도｣는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규범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그 균형추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가치가 점차 중요시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개인의 존엄에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점을 특히 잘 보여주는 예가 임신, 출산 등 가족계획과 직업선택, 종교

활동이다. 종래 이러한 사항은 그에 대한 처의 권한과 지위가 승인된 뒤에도 기본

123) 스위스민법 제168조는 이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Schwander(주 20), Vor Art. 

159-180 N. 7. 프랑스민법에 관하여는 Niboyet(주 110), pp. 93 et s. 그러나 부부간 

계약에 대하여 다소간 특별한 규율이 가해지고 있다. 즉, 2012년 개정 전 제828조는 

부부간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이 규정은 2012

년 대체규정 없이 삭제되었다), 大判 1978. 4. 25, 78다226(공588, 10825)은, “특별한 

사정없이 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경료한다 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

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 이외에 부부간 무상행위에 관하여는 이른바 

해제조건부 증여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 혼인 전의 증여에 관한 것이지만 大判 

2003.11.14, 2000므1257, 1264(공192, 2355) 참조. 부부관계에 제3자와의 거래관계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 제828조의 연원을 이루는 부부간 증여금지의 취

지와 그 폐지 후 부부간 무상행위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리의 발전에 관하여는 

Schlei, Schenkungen unter Ehegatten (1993) 참조. 
124) Hepting(주 110), S. 193ff. 또한 大村敦志(주 2), 54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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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부간 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였고, 협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

는 경우에는 협의의무 위반이 되었다(주 23 참조). 그러나 점차 이러한 사항들이 

개개인에 대하여 갖는 의미와 그 자신의 처분권한이 강조되면서, 오늘날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임을 중단하여 임신하거나 일방적으로 피임한 경우에도 혼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125) 외국에서는 종래 유일하게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 인적 혼인의무로 간주되었던 성적 충실의무조차도 재판상 이혼사유

로서는 혼인파탄을 요하는 상대적 이혼사유로 전환되었고,126) 나아가 협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마저 주장되고 있다.127) 직업생활의 경우 처의 단독결정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입법례가 많고,128) 부부관계에서 종교의 자유는 우리 판례도 

이미 널리 승인하는 바이다(주 16). 성관계나 임신, 출산 등 가족계획, 직업선택, 

종교활동, 양육방침의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인격

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에 관하여 일방이 타방에게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시각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129)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

국 등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부부간 계약과 달리 인적 관계에 관한 부부간 계약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도130) 이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존엄

을 비롯한 기본권이 가족내부관계에서의 실현되는 과정(제3자적 효력)에서 법적으

125) Streck(주 25), S. 77f.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은 1999년 개정으로 출산거부를 절대적 이

혼사유로 정한 제48조를 대체 없이 삭제하였다.
126) 독일민법은 1938년 개정으로 파탄주의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민법은 1975년 개정으로,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은 1999년 개정으로 각 간통을 절대적 이혼사유에서 파탄을 요

하는 상대적 이혼사유로 전환하였다.
127) Streck(주 25), S. 76f.
128) 프랑스민법 제223조.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0조 제2항, 독일민법 제1356조, 스위스

민법 제167조 등 참조. 
129) Lipp(주 86), S. 184ff. 이러한 관점에서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오늘날 법 관념과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인영,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의료법학 제12권 2호(2004.12), 22면 

이하 참조.
130) RGZ 57, 250(종교의 자유); 158, 298. LG Bonn FamRZ 1967, 678(신서와 전화통화의 

비밀), BGHZ 26, 196(성적 충실의무의 배제) 등. Coester-Waltjen, Liebe-Freiheit-gute 

Sitten, in Canaris und Heldrich (Hrsg.) 50 Jahre Bundesgerichtshof, Bd. 1 (2000), S. 989ff.; 

Hepting(주 110), S. 209ff.; Streck(주 25), S. 84ff.(이상 독일). RummelKomm/Strabentheiner, 

§ 91 Rz. 7ff.(오스트리아). Lamarche et Lemouland(주 20), n° 18 et s.; Niboyet(주 

110), pp. 172 et s.(프랑스) Fields, Forbidden Provisions in Prenuptial Agre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Vol. 21 (2008), 413(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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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제되는 인적 혼인의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131)

2. 혼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한계

가. 부부 상호관계

(1) 혼인관계가 애정에 터 잡은 자율적․윤리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결속력도 점차 약화되었다.132) 그 결과 중 

하나가 이혼법의 개혁이다. 이혼의 중심이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서 파탄으로 옮겨

갔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적 혼인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라는 객관적 기준을 동원한 것과 달리 이미 1896년 독일민법은 배우자의 주관적 

수인기대가능성을 고려하였고, 프랑스의 판례는 중대한 과오 개념을 혼인의무 위

반을 넘어서까지 확장하였다.133) 결국 1976년 독일혼인법개정으로 독일법이 파탄

주의를 채택한 이래, 영국, 미국 등이 완전한 파탄주의로, 프랑스 등은 부분적 파

탄주의로 전환하였다.134) 아울러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인 이혼 

위자료(Ehescheidungsstrafe)가 이혼 후 부양으로 일원화 내지 대체되었다. 1896년 

독일민법은 이미 보통법상의 이혼 위자료를 폐지하고 이혼 후 부양을 도입하고 있

었고,135) 1907년 스위스민법은 이혼 위자료(제151조)와 이혼 후 부양(제152조 이

하)을 병존시켜, 전적으로 무책인 배우자는 이혼 후 부양 이외에 중대한 인적 혼인

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후 판례상 무책성 요건을 유연

하게 해석하여 양자를 사실상 일원화하였다가,136) 1998년 개정으로 이혼 후 부양

만을 남겼다. 프랑스법은 특히 흥미를 끈다. 1804년 프랑스민법 제301조, 제311조

는 이혼 후 및 별거 부양을 정하였으나,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부양청

구만을 허용하여, 학설은 이를 부양의무(프랑스민법 제212조)가 아니라 인적 혼인

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라는 손해를 입은데 대한 배상으로 보

았다.137) 그 후 1941년 4월 2일 법률로 위 각 조항에 무책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131) 가령 Jent(주 115), S. 62f.; Lipp(주 86), S. 29ff. 또한, 梁彰洙(주 88), 523면 이하.
132) 윤진수(주 111), 38면; 이화숙, 이혼원인의 변천과 여성(처)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

관계, 젠더법학 제2권 1호 (2010.3), 1면 이하; Dörner(주 90), S. 70f.
133) Dörner(주 90), S. 56ff., 110ff., 166ff.
134) 한복룡, 破綻主義國家들과 韓國의 離婚法, 安岩法學 제20호 (2005.4), 155면 이하. 다만, 

프랑스는 유책사유에 의한 이혼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이 여전히 고려된다. Lamarche et Lemouland(주 20), n° 48.
135) Lipp(주 86), S. 282ff.
136) BGE 117 II 13. BaslerKommZGB/Gloor/Spycher, Vor Art. 125-130 N.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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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비재산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제2항이 추가되었고, 그 규정

의 위치만 옮겨 최근까지 유지되었으나, 오랫동안 무책배우자만이 이혼 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결과, 통설은 이혼 후 부양이 손해배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4년 개정으로, 이혼 후 부양은 유책배우자라도 필요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고, 무책배우자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순수하게 부양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순화되었고,138) 이혼 위자료는 오직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되어 특히 중대한(d’une particulière gravité) 손해를 입은 때에 

한하여, 그것도 이혼청구 시 청구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인적 혼인의무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함께 법률상 혼인관념이 형식화되어 부부

간 협의에 유보되고, 그나마도 개인의 존엄이 우선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부정

되어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적 혼인의무 위반의 가장 중요한 

법률효과도 없어졌기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인적 혼인의무는, 이혼 후 부양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고려되는데 그칠 뿐이었다.139)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에는 어떠한가?

먼저, 강제집행이 금지되었다. 1877년 독일구민사소송법(CPO) 제774조로 소급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888조 제2항은 명문으로 혼인생활공동체의 회복에 지향된 비대

체적 작위급부의 강제집행을 금지하였고, 이는 여타의 혼인생활공동체회복청구에

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40)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

에서도 1930년 大審院 결정 이래 동거의무의 간접강제를 비롯한 인적 혼인의무의 

강제집행을 부정하는데 판례․학설이 일치하고 있고,141) 한때 동거의무를 비롯한 

인적 혼인의무에 대하여 널리 강제집행을 허용한 바 있는 프랑스에서도 오늘날 이를 

부정하는데 이론(異論)이 없다.142) 오스트리아의 판례․학설도 재산적 혼인의무는 

137) Colin et Capitant(주 104), n° 1206 et s. 그리하여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후 따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때에는 일반민사법원의 관할이며, 전적으로 

무책한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법에 관하여 이혼 후 부양을 이러한 

방식으로, 즉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견해로, 이홍민(주 28), 52-53면.
138) 김미경, 프랑스민법상 이혼 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 民事法學 제54-2호 (2011.6), 111면 

이하.
139) 이화숙, 미국의 파탄주의 이혼법에 남아 있는 유책적 요소에 대한 찬반론, 경원  법학

논총 제5호 (1998.6), 33면 이하; Lipp(주 86), S. 257ff. 이에 대하여는 숨은 유책주의

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40) Lipp(주 86), S. 252ff. 그 결과 제1차 혼인법개정 이후 위 회복청구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141) 日大決 1930(昭和 5). 9. 30. 民集9卷926頁. 大村敦志(주 2),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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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 있으나 인적 혼인의무는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143) 특히 흥미로운 

예는 스위스민법이다. 1907년 스위스민법은 “(혼인)공동체의 보호”라는 표제 하에 

제169조에서 일반적으로 법관이 법률이 정한 혼인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

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하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별거를 명하거나(제170조),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부(夫)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 처에게 급부할 것을 지시

(Anweisung)하는 것에 그치고(제171조),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제172조 

이하).144) 이러한 규정은 지금까지도 조문을 제172조 이하로 옮기고, 부양청구(제173조), 

대표권의 박탈(제174조), 재산처분권의 제한(제178조) 등 새로운 조치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인적 혼인의무 자체의 강제는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145) 이처럼 강제이행이 배제된 것은 무엇보다

도 점차 혼인관계의 윤리성이 중시되고, 인적 혼인의무가 개인의 인격의 핵심에 

관계되는 것임이 재평가되어, 그 강제이행이 “혼인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인격

의 존엄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적 혼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혼인존속 중 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가령 독일판례는 간통 등으로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불

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만, 인적 혼인의무 위반 그 자체만으로는 혼인법이 그 제재

방법까지 완전히 규율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146) 프랑스

에서는 이혼 위자료(제266조) 이외에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1382조)가 인정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는데, 한때 파기원은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147) 지금의 판례는 상해 등 구체적인 

손해를 요구하고 있다.148)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구분을 하고 있다.149)

142) Cass. civ. 1er, 24 octobre, 1973, D. 1975, 724 note pare Bénabent(특히 역사적 전개에 

관하여). 또한 Lamarche et Lemouland(주 20), n° 49, 68 et s.; Philippe(주 25), p.266 

et s.
143) OLG SZ 54/37, 61/133 등, Strabentheiner(주 20), Rz. 12.
144) 판례로는 BGE 91 II 418(개정 전); 114 II 22(개정법).
145) 프랑스민법도 1965년 개정 이래 제220조의1 이하에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146) RG JW 1905, 431; BGHZ 6, 360 등.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으로, Lipp(주 86), S. 

221ff., 316ff.
147) Cass. civ. 9 novembre 1965, D. 1966, 80 note par Mazeaud. Philippe(주 25), p.284 et s.
148) Cass. civ. 1re 11 janvier 2005, Bull. civ. I, n° 13 등.
149) Strabentheiner(주 20), Rz. 2ff. 12; Roth(주 20), Rn. 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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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인적 혼인의무 위반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의무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인적 혼인의무가 여전히 ｢법적｣인 의무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150)

(2) 우리 민법의 경우는 어떠한가? 오늘날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의무 위반보다는 

혼인관계의 객관적 파탄과 주관적 수인기대가능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 48의 본문 등). 1990년 민법개정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 위자료의 절대적 수준 및 전체 이혼 급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그나마도 유책성의 정도보다 혼인관계의 지속기간 등 파탄으로 인한 피

해의 정도가 수액결정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게 되었다(주 55의 문헌 참조). 혼인

관계가 존속 중일 때 인적 혼인의무의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례․

학설상 널리 승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소극적 파탄주의), 간통은 여전히 절대적 

이혼사유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혼 위자료도 존속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의 혼인관념은 이미 널리 형식화되었고, 그 내용의 결정은 

부부간 협의에 맡겨져 있으며, 이 부부간의 협의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고 보

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혼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특정적인 법률효과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상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결부

시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부간의 명시적․묵시적 협의를 통하여 그때그때 

구체화된 혼인의무의 내용을 사후에 회고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라 해도 이때에는 혼인의 존속이 아닌 그 청산을 지향

할 뿐이어서,151) 인적 혼인의무 자체를 강제한다는 측면도 별로 두드러지지 아니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 위자료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인적 혼인의무 위

반에 대한 제재는 장래의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부

150) Roth(주 20), Rn. 19f. 및 같은 책의 전판의 Wacke의 견해 참조. Jent(주 115), S. 36ff.는 

그 이외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견해를 소개

하고 있다.
151) 이러한 점은 구제수단 내지 그 내용과도 관계되는데, 근래에는 이행이익이 아닌 신뢰

이익만이 보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윤진수(주 111), 59-60면; Lipp(주 86), 

S. 276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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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협의가 장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반한다. 부부간의 동거․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1.)을 통하여 일방의 타방에 대한 

혼인의무가 된 경우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처분이 인적 혼인의무

를 구체화하는 경우에도 이는 부부간 협의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후

견적으로 개입하여 대신 결정해줌으로써 이를 타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부간 

협의가 가지는 효력 이상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152) 나아가 혼인관념이, 

그리하여 인적 혼인의무가 형식화된 것은 결국 혼인이 애정에 기초한 자율적 결합

으로, 즉 윤리적 공동체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의무는 자율적으로 이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적인 제

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되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목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의 본질에도 반한다.153) 결국 위자료의 제재가 인적 혼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별도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 가령 신체 상해(성병 

감염 등)나 중대한 정신적 쇼크 등에 대한 것인 경우는 별론,154) 인적 혼인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것일 때에는 윤리를 과도하게 법규화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한–인적 혼인의무 위반의 결과로 별도의 법익에 구체적 손

해를 입었거나, 인적 혼인의무의 위반이 동시에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

가 아니라–인적 혼인의무 위반 그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이 범위에서 혼인법이 제재에 관하여 완결적으로 규율하였다고 봄이 변화

152)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92조 제3항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동거에 관한 결정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직 이사 또는 그 거절이 적법한지 여부만을 확정

하여 장래의 이혼소송에서 이를 고려할 뿐, 별도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동거의무가 아닌 다른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유추되지도 아니하며, 특히 장래의 

특정시점의 이사 또는 그 거절의 적법성은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RummelKomm/ 

Strabentheiner, § 92 Rz. 7. 일본에서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동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大阪高判 1960(昭和 35). 1. 14. 家月 12卷 4号 95頁; 東京

高決 1982(昭和 57). 10. 8, 判時 1061号 48頁 등. 黑木三郞(주 32), 359면; 高橋朋

子, 夫婦同居を命じる審判の性質およびその判斷基準, 民商法雜誌 122卷 3号 123頁.
153) 윤진수(주 111), 46면(혼인 당사자 사이에 비록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법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혼인관계의 유지에 지장을 주

게 된다고 한다).
154) 가족보다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관계 내부에서도 일반적 

인격과 권리는 그 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게 되었다. 객관적인 혼인질서에서 

구체적인 부부관계를 거쳐 이를 구성하는 개개인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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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혼인관념에 더 잘 부합한다.155)

이와 같은 결론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현재의 이혼법 

하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부부관계에서 생산 및 재생산, 상호보

장기능이 강조되고, 따라서 애정 없는 혼인도 특히 참기 힘든 것은 아니었던 시대

에는 인적 혼인의무의 법적 강제가 무의미한 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당시에는 

이러한 외적인 강제이행만으로도 인적 혼인의무가 어느 정도 준수 내지 이행되었

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애정에 기초한 오늘날의 혼인관념 하에서 이

러한 강제는 이미 자발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자｣에게는 ｢급부의 

만족｣을 가져다줄 수 없고,156) 그럼에도 그것이 갖는 윤리적 성격 때문에 ｢의무자｣

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157) 따라서 오늘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단지 별거를 감수하고라도 법률혼의 껍데기만은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많은 경우 일어나지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실질적인 혼인관계의 

복구를 명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158)

다만, 그 반면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청산을 지향하는 위자료의 

배상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민법은 유럽의 여러 나라와 달리 법률상 별거제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판례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부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별거가 인정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생길 수 있다.159) 이때에는 부부

155) 결론적으로는 Lipp(주 86), S. 305f., 321ff.도 같은 취지.
156) 윤진수(주 111), 48면도 부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려면 협조와 신뢰가 중요한데, 이는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서만 가능하고, 강제이행에 의하여는 그러한 협조와 신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이행의 결과는 권리자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157)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을 하고, 이를 대체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헌재결 1991.4.1, 89헌마160(헌판집3) 및 그 평석인 尹

眞秀, 謝罪廣告制度와 民法 제764조의 違憲 여부, 憲法裁判資料 제5집 (1992), 특히 

309면 이하도 참조. 
158) 부부관계의 실질,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이상 더는 인적 혼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즉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이 인적 혼인의무의 원인(causa)이 되고, 별거

부양 등으로 축소된다고 할 수도 있다. 大判 1970.3.10, 70도29; 2009.2.12, 2008도

8601(주 22)이 아내 강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간 협의에 관한 것이지만, Hepting

(주 110), S. 348ff. 참조. 성적 충실의무에 관하여는 李東珍(주 6), 16면. 프랑스ㆍ일본

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더는 성적 충실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Cass. civ. 2nd, 29 avril 1994, Bull. civ. 1994, II, n° 123. Niboyet(주 110), 

pp. 172 et s. 最裁判 1996(平成 8). 3. 26. 民集 50卷 4号 993頁.
159) 그 이외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이혼을 꺼리는 부부가 이혼 대신 영구적 별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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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관리․사용권과160) 별거부양이161) 이혼급부 중 재산분할에 갈음하게 

된다. 나아가 이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이혼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자체에 대한, 이혼 위자료에 준하는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이혼법과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동거에 관한 심판 내지 조정위반에 

대하여 위자료를 명한 大判 2009.7.23, 2009다32454(주 3)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

해볼 수 있다. 쌍방이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였으

므로, 위자료도 그 청산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62) 이 판결의 법리는 주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조심스럽게 적용할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변화된 혼인관념은 나아가 이혼과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 자체에 대하여도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이혼법과 관련하여서는, 인적 혼인의무 자체가 널리 형식화되고 부부의 그때

그때의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석상 이혼 유책사유의 범위가 좁아

지고 파탄의 인정범위가 넓어질 것이 예상된다.163) 간통이 절대적 이혼사유가 아닌 

상대적 이혼사유로 재해석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혼법의 중심은 파탄 자체에 

놓이게 된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것이 전체 이혼급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의 전환 압력이 

더욱 세질 것이고, 이혼 위자료 대신164) 이혼 후 부양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수미

일관하게 된다.

다음 혼인의사와 관련하여서는, 혼인의 구체적인 형성이 널리 당사자의 자율에 

할 수도 있다. 
160) 그 자체 제826조에서 도출되지만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인(격)적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인격침해가 될 정도라면(가령 그의 단독 주

거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은 인정되어서도 아니 된다.  
161) 이미 금전급부로 전환되어 더는 인(격)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162) 윤진수(주 111), 47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163) 이러한 관점에서 황혼이혼에 관한 大判 1999.11.26, 99므180(주 29)이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미 변화된 혼인상과 들어맞지 않는다. 부

부관계는 오직 부부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처가 이미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벗어날 뜻을 표한 이상 그러한 부부관계는 더는 부부 공동의 혼인상이라고 할 수 없

게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혼인은 처의 책임 없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옳았을 것

이다. 물론, 그와 별개로 고령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夫)에게 이혼이 가혹한 

것은 아닌지도 참작되어야 하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164) 이혼 위자료는 이미 과거에도 이혼 후 (무책한) 처를 부양 내지 보조하는 기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령 Gloor/Spycher(주 136),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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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짐에 따라 ｢혼인의 본질｣과 ｢사회관념｣ 자체의 밀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판례․

통설인 실질적 의사설에 따르더라도 혼인요건으로서 혼인의사를 충전하고 통제하는 

강도가 약해지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165) 근래의 유력설인 법적 의사설(法的

意思說)에 따르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혼인｣관념이 널리 형식화되는 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법률상․사실상 변화된 혼인상이 그에 따라 개정 내지 변경되지 못한 혼인

법의 여타의 부분에 미치는 영향 내지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관계

이러한 혼인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제3자에 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결론도 바꿀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인데, 이때에도 특히 상간자(相姦者)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적 혼인의무는 어디까지나 

부부만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의 의무는 그 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친다. 이를 구하는 것을 곧바로 인격의 침해나 법의 과도한 윤리화라고 할 

수는 없다. 부부 상호간, 즉 대내적으로 혼인에 대한 법적 간섭을 피한다 해도, 대

외적으로 절대적 보호를 줄 수는 있는 것이다.166)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인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방해배제청구권, 나아가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마도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65) 申榮鎬(주 6), 99면은 이와 관련하여 별거결혼이나 동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대방과의 

결혼이 무효인지, 기간을 정한 별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결혼은 유효한지 의문을 제

기하고 있고, 大村敦志(주 2), 44, 129면 이하는 동거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혼인이 

무효인지, 아니면 혼인은 유효한데 별거의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동거의 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할 의사만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혼

인의사를 인정한 예로, 大判 1990. 12. 26, 90므293(공890, 634). 혼인의사에 관한 이

른바 승인의사설(承認意思說)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나, 본문과 같이 본다면 

이미 법적의사설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166) Lipp(주 86), S. 200ff.; Schwander(주 20), N. 8.; Strabentheiner(주 20), R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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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제826조와 같은 인적 혼인의무 규정은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지배적인 가치관념이자 법률상 혼인관념이었던 시기에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가 구체적 혼인관념에 터 잡아 파악될 수 있었고, 혼인과 가족은 떠

맡고 있는 경제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법질서에 의한 규율 내지 간섭도 반드시 부

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혼인관계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중요시되면서, 혼인관념과 인적 

혼인의무가 널리 형식화되었고, 부부관계는 널리 부부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혼인은 이제 애정에 터 잡은 윤리적 공동체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혼인관념 하에서 

윤리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관철시킨다는 것은 더는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 다수의 근대사법전에서–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서 나

타나는–혼인관념의 변화는 그 법적 효과에 관한 해석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적 

혼인의무는 그 위반에 대하여–이혼 이외에–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 되어, 

사실상 윤리적인 그 의무의 본질에 보다 충실해졌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민법 제정 후 일련의 가족법개정과 

헌법의 실질적 규범화로 말미암아 가족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가 관철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법의 개정 내지 그 해석론의 

변화가 수반되지 아니한 탓에, 인적 혼인의무의 법규범성 내지 그 위반의 효과는 

완전한 윤리적 규범과 완전한 법적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혼법에서 적극적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이혼 위자료를 폐지 내지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긴장은 거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언제 이루어질

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167) 앞서 본 

긴장관계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특히 혼인관계 존속 중 독자적인 법적 제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또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우리 혼

167)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예를 제외하면 많은 나라에서 완전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아니하지만, 특히 혼인관계의 복구가 가능

하거나 이를 목표로 하여서라기보다는 파탄주의 이혼법이 결과적으로 부부 중 가족에 

더 많이 투자한 일방(특히 전업주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구(危懼)

가 중요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는 윤진수(주 111), 56면 및 그곳에 소개

된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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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법 내의 긴장과 오늘날의 혼인관념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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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s Ehebild, die Persönlichen Ehepflichten 

und ihre Sanktionen

Lee, Dong-jin*

168)

Die Vorschrift der § 826 Abs. 1 Satz 1 KBGB lautet: „Die Ehegatten sind 

einander zu Zusammenleben, Beistand und Mitwirkung verpflichtet.“ (die persönlichen 

Ehepflichten, oder Zusammenlebens-, Beistands- und Mitwirkungspflicht). Diese Pflichten 

sind längst nahezu sanktionslos bleibt. Die jüngste höchstrichterliche Rechtssprechung, 

aber, gewährt der eine Ehegatte, derer Zusammenlebensanspruch verletzt wird, den 

Schmerzensgeldanspruch gegen die andere.

Durch § 826 Abs. 1 KBGB beabsichtigte der Gesetzgeber das Verhältnis zwischen 

Ehegatten als ein Rechtsverhältnis grundzulegen. Dafür im Wege standen weder 

die inhaltliche Unbestimmtheit der persönlichen Ehepflichten noch der sittliche 

Charakter der Ehe. Durch „das Wesen der Ehe“ oder das derzeit noch herrschende 

bürgerlich-patriarchalische Ehebild kannte das Inhalt der persönlichen Ehepflichten 

ausgefüllt sein, und dem derzeit herrschenden institutionellen Ehebild nicht widerspricht 

die Verrechtlichung der ehelichen Innenbeziehung.

Parallel zur Verwirklichung der Gleichberechtigung und der Menschenwürde (Art. 

36 Abs. 1 koreanische Verfassung), aber, versuchte die Familienrechtsreform, ein 

neues, weitgehend formalisiertes und interindividuelles Ehebild zu schaffen. Gleichzeitig 

ist durchgesetzt das Eheverständnis, das die Ehe als Teil der Privatsphäre ansicht, 

damit als sittliches Verhältnis begriff.

Diese eherechtliche Entwicklung fordert ein neues Verständis der persönlichen 

Ehepflichten und ihrer Sanktionen. Bei der Sanktion gegen die persönlichen 

Ehepflichtenverletzung soll vorsichtig berücksichtigt sein die Spannungsverhältni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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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schen der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 Eheinnenbereich, insbesondere in 

Bezug auf dem Scheidung- und Scheidungsfolgenrecht, rechtlich zu regulieren, und 

dem sowohl gesetzlich als auch soziologisch-faktisch veränderten Ehebild.

Keywords: Persönliche Ehepflichten, Gleichberechtigung der Gatten, Menschenwürde, 

Ehebild, Zusammenlebens-, Beistands- und Mitwirkungspflic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