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논 문〉

프랑스民法상의 同居契約에 관한 硏究*

南 孝 淳**

1)

Ⅰ. 序論

프랑스에서는 1999년 11월 15일 이성 사이뿐만 아니라 동성(les homo-

sexuels) 사이의 同居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同居契約에 관한 법률(la Loi no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é, 이하 同居

契約法)이 제정․공포되었다.1) 同居契約法에 의하면 同居契約(le Pacte civil de 

solidarité, 이를 약칭해서 PACS라고 부른다)이란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이 共

同生活(la vie commune), 즉 同居를 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

* 이 논문은 서울大學校 國際地域院의 2000년 국제지역연구과제 지원사업의 지원
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同居契約法이 제정되기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최초의 법안은 ｢1990년 1월 25일자 동반계약에 관한 법안(la Proposition de loi no 442 
du 25 janvier 1990, relative au contrat de partenariat civil)｣이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실행된 덴마크의 입법의 향을 받은 것으로서, 동성애동거자에게도 입양
권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법
안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가 제출한 ｢공동이익계약에 관한 법안(le Projet 
de pacte d'intérêt commun)｣이 있다. 이 법안은 공동이익계약에 신분적 효력을 인정하
지 않고 재산적 효력만 인정하 는데, 나중에 同居契約法에 많은 향을 미쳤다. 그밖에 
｢1992년 11월 25일자 법적 결합계약에 관한 법안(la Proposition de loi no 3066 du 25 
novembre 1992, relative au contrat d'union civile)｣, 사회당이 1997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한 ｢1997년 1월 23일자 사회결합계약에 관한 법안(la Proposition de loi no 3315 du 
janvier 23 1997, relative au contrat d'union sociale)｣과 공산당이 1997년 2월 20일 의회
에 제출한 ｢1997년 2월 20일자 비혼인동반자의 권리에 관한 법안(la Proposition de loi 
no 3367 du 20 février 1997, relative aux droits des couples non mariés)｣, ｢199년7월 
23일자 법적 및 사회적 계약에 관한 법안(la Proposition de loi no 88 du 23 juillet 
1997, relative au contrat d'union sociale)｣ 등이 있다. 상세한 것은 Editions du 
Juris-Classeur, Droit de la famille, Le pacs, Hors-série Décembre 1999, pp.4-18; H. 
Chanteloup et G.Fauré, Conclure un PACS, Litec, 2001, Paris, nos 1-7, p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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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同居契約法 제1조, 프랑스民法 제515조의1).2)

1. 同居契約法 制定 背景 및 歷史的 意義

프랑스에서 동성애자들의 동거에도 법적인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1997년부터는 더욱 거세게 증가

하 다.3) 유럽의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덴마크는 1989년, 노르웨이는 1993

년, 스웨덴은 1994년, 아일랜드는 1996년, 네덜란드, 카탈로니아 및 벨기에는 
1998년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이미 합법화하 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파기

원이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동성애자들의 동거에 대하여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보호도 거부함으로써, 프랑스는 동성애자들의 동거에 대하여 유럽의 다

른 국가들보다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동성애자의 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난 후 마침내 1999년 11월 15일 同居

契約法이 제정, 공포되었다.
동성애자들 사이의 同居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同居契約法은 프랑스사회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중언론매체상으로도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카톨릭국가 던 프랑스에서 19세기 초 처음으로 離婚이 초래하 던 논

쟁에 비견되는 것이었다.4) 同居契約의 문제는 프랑스국민들이 법적인 가치관

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신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컸던 것이다.
同居契約法은 사회적 관용의 발로이다. 이 법으로 인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걷는 길을 걷지 않는 소수의 동성애자들도 이제는 온전한 시민으로서 인정받

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무관심과 소외의 희생양이 되

지 않게 되었다. 이 법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개심과의 투쟁의 승리를 의미

한다. 이 법에 대하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문화의 퇴조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정의의 상징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2) 이하에서 특별한 명칭의 인용이 없는 조문은 프랑스民法의 조문을 가리킨다.
3) C. Mécary et F. Leroy-Forgeot, Le PACS, Puf., 2000, Paris, p.48.
4) A. Bénabent, Droit civil, Famille, Litec, Paris, 2000, Supplément sur le pacs, 

n° 70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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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同居契約의 法源

同居契約에 관한 法源으로는 同居契約法과 憲法委員會(le Conseil constitutionnel)

의 決定이 있다. 우선 同居契約法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同

居契約法 제1조 내지 제3조)은 프랑스民法典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

(同居契約法 제4조 내지 제15조)은 사회법(세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공무원법,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프랑스民法典 제1권(人) 제12편(同居契

約 및 事實婚, Du pacte civil de solidarité et du concubinage)(이하 프랑스民法)
을 신설하는 내용이다.5) 동법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21일 3개의 施行令이 제

정되었다. 한편 同居契約法은 최종적으로 제정․공포되기에 앞서 法案인 상태

에서 1999년 10월 13일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憲法委員會(le Conseil 

constitutionnel)는 1999년 11월 9일 同居契約法案에 대하여 합헌결정(憲法委員

會決定 제99-419호, la Décision no 99-419 DC du 9 novemb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loi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é, 이하 憲法委員會決
定)을 내렸다.6) 憲法委員會決定은 여러 쟁점에 관하여 同居契約法의 내용을 명

확히 해석하는 것으로서, 同居契約에 관한 중요한 法源을 구성한다.

프랑스民法에 신설된 同居契約에 관한 규정들은 同居契約과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많은 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즉, 프랑

스民法은 同居契約의 본질, 의무의 내용과 구체적 의미 등 많은 부분에 대하

여 현실의 同居契約을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은 장차 법
해석과 판례의 형성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7)

3. 同居契約이라는 名稱

프랑스民法 제515조의1은 PACS(le Pacte civil de solidarité)를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이 共同生活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契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 

5) 同居契約法 제1조는 프랑스民法 제12편 제1장(同居契約) 제515조의1 내지 제
515조의7을 신설하는 조문이고, 제2조는 프랑스民法 제506조의1을 신설하는 조문이고 
제3조가 프랑스民法 제12편 제2장(事實婚) 제515조의8을 신설하는 조문이다.

6) 憲法委員會決定은 同居契約法의 합헌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95개의 이유를 제시
하고 있다. 憲法委員會決定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Editions du Juris-Classeur, 
Droit de la famille, Le pacs, Hors-série Décembre 1999, pp.70-76 참조.

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2, p.66.
8) Art. 515-1: Un pacte civil de solidarité est un contrat conclu par d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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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랑스民法상의 정의에 따른다면 PACS란 그 형식적 명칭에도 불구하

고 同居契約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PACS의 명칭을 同居契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첫째, Pacte란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추어 속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

의를 가리킨다.9) Pacte는 공사법관계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국가 또는 국제

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 즉 조약(la traité), 협약 또는 협정을 Pacte라고 부
른다. 예를 들면, Pacte de non agression(불가침조약), Pacte d'alliance(동맹조

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법관계에서는 Pacte란 契約(le contrat)을 의미

하는데, 특히 신고 또는 登記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 契約을 Pacte라고 부

른다. 예를 들면, Pacte de famille(Contrate de mariage)(婚姻契約), Pacte de  

préférence(우선특약)가 있다.10) 이러한 용어례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民法 제

515조의1에 규정된 Pacte는 契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Civil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법적인 것을 가리킬 때에 

Civil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自然債務(Obligation naturelle)의 반대개

념으로서 법적인 의미를 갖는 채무를 Obligation civile이라고 부른다. 보다 일

반적으로 Civil이라는 용어는 刑事(pénal) 또는 商事(commercial)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프랑스民法 제515조의1상의 Civil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PACS를 번역함에 있어서 Civil이라는 용어는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Solidarité 또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11) 

우선 Solidarité는 집단관계에서는 상호의존관계 또는 상호협조관계를 가리키

고, 특히 어떤 목적을 위한 공동전선 내지는 공동투쟁을 가리킨다. 그리고 

Solidarité는 채권법에서는 연대채권관계를 가리키는바, Solidarité active는 連帶

債權關係를 Solidarité passive는 連帶債務關係를 가리킨다. 同居契約法案者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同居契約者의 의무를 ｢상호 물질적인 협조(l'aide mutuelle 
et matérielle)｣의무에 국한시키고 이를 配偶者의 扶養義務와는 구별한다는 취

personnes physiques majeures, de sexe différent ou de même sexe, pour organiser leur 
vie commune.

9) G. Cornu, Vocabulaire juridique, PUF, Paris, 1990, p.569.
10) 우선특약이란 예를 들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적으로 매도할 것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은 우선권(le droit 
de préemption)을 갖는다.

11) 상세한 것은 G. Cornu, op. cit., p.7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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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그리고 日常家事로 인한 連帶債務關係가 同居契約의 핵심이라는 취지

에서 ｢連帶｣라는 명칭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른바 同居契約者의 상호물질협

조의무도 그 본질에 있어서 配偶者의 扶養義務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憲法委員會는 同居契約者의 본질적 의무로 同居

義務까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同居義務의 핵심인 共同生活(la vie commune)

과 관련하여 ｢連帶｣라고 하는 同居契約法案者의 취지는 관철되지 못하 다. 
따라서 PACS에서의 共同生活關係란 후술하는 바와 같이 婚姻과 事實婚이 아

닌 동반자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同居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실질과 용어례에 좇아 PACS를 同居契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 同居契約의 法的 性質

同居契約의 입법으로 인하여 동반자관계(la vie en couple)는 더욱 다양한 형
태를 가지게 되었다. 同居契約은 다른 동반자관계인 婚姻 또는 事實婚과의 비

교에 의하여 그 법적 성질이 잘 드러난다.

(1) 債權契約으로서의 同居契約

同居契約은 그 명칭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민법 내지는 사법상의 契約이다. 

그리고 憲法委員會決定은 더 나아가 “계약 및 계약상 의무에 관한 프랑스民法

상의 일반적 규정들은 同居契約法에 반하지 않는 한 同居契約에 적용된다(憲

法委員會決定理由 제28)”고 함으로써 同居契約의 채권계약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同居契約은 채권법상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婚

姻과 구별된다. 債權契約으로서의 同居契約은 신고와 등기를 요하는 要式契約,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雙務契約이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

는 有償契約이다.

同居契約이 그 본질이 사법상의 契約인 이상 그것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규

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憲法委員會는 프랑스民法상의 제

515조의1 내지 제515조의7(단 제515조의5는 제외)의 여러 규정들을 강행규정

이라고 함으로써(憲法委員會決定 이유 제28), 同居契約의 규율을 완전히 당사
자의 자치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同居契約도 단순한 계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婚姻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도로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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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同居契約과 事實婚의 區別

프랑스民法은 종래 事實婚(le concubinage)이라고 부르던 동반자관계에 대하
여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프랑스民法은 le concubinage를 ｢이성 또는 동

성간의 사실상의 결합(l'union de fait entre deux personnes, de sexe différent 

ou de même sexe)｣(제515조의1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그 결과 종래 판례

가 인정하지 않던 동성애자 사이의 le concubinage도 이제 이성애자 사이의 le 

concubinage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 점에서 le concubinage는 동성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婚姻과는 다르고, 契約同居와 동일하게 되었다. 그
러나 le concubinage는 사실적 관계(l'union de fait)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에 기초한 법적 관계(l'union de droit ou légitime)인 契約同居와 구별된다. 

따라서 le concubinage에는 중혼 내지 근친혼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는 扶養義務 등과 같이 同居契約者에게 발생하는 법적 의무도 발

생하지 않는다.13) 이 점에서 契約同居는 ｢법제화된 concubinage(le concubinage 

juridicisé)｣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14)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le concubinage
는 더 이상 事實｢婚｣이라고 부르기는 적절치 않게 되었고, 事實婚보다는 事實

同居 내지는 自由同居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종래의 용어례에 좇아 le concubinage를 事實婚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同居契約者는 실질적으로는 事實婚者(les concubins)에도 해당하므로,16) 事實

12) 제515조의18: Le concubinage est une union de fait, caractérisé par une vie 
commune présentant un caractère de stabilité et de continuité, entre deux personnes, de 
sexe différent ou de même sexe, qui vivent en couple(사실혼이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공동생활에 의한 사실상의 결합을 말한다).

13) 뿐만 아니라 同居契約法이 同居契約者에게 인정하는 세법과 사회보장법상의 법
적 효과도 le concubinage 당사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14) A. Bénabent, op. cit., n° 704, p.6.
15) 同居契約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同居 내지는 事實婚은 당사자의 합의, 즉 계약

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를 불문하 다. 그러나 同居契約이 입법화된 후에는 同居도 계약
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바, 전자를 契約同居라 
부르고 후자를 事實同居 내지는 自由同居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6) 다만 同居契約者는 법적 동거자이고 동거자는 사실상 동거자라는 차이가 있다
(A. Bénabent, op. cit., n° 70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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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에 관한 규정은 모두 同居契約者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출산참여권(공

중보건법 제L.152-2조), 임차권 및 그에 대한 보상의 상실에 관한 규정(제283

조, 제285조의1), 폭행에 대한 가중 규정(형법 제222조의7), 범죄자 은닉 및 미

신고에 대한 형사면책에 관한 규정(형법 제434조의1, 제434조의6, 제434조의

11) 등은 同居契約者에게도 적용된다.

(3) 同居契約과 婚姻의 區別

同居契約은 여러 가지 점에서 婚姻과 구별되지만,17) 크게 두 가지 차이를 

가진다. 첫째,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종류와 내용이 다르다. 配偶者에게

는 貞操義務(l'obligation de fidélité), 扶養義務(l'obligation d'entraide), 扶助義務
(l'obligation d'assistance), 救助義務(l'obligation de secours)와18) 同居義務

(l'obligation de cohabitation)(제212조 내지 제214조)가 발생하지만, 同居契約者

에게는 扶養義務와 同居義務만 발생한다.19) 그리고 配偶者의 扶養義務는 물질

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지만, 同居契約者의 扶養義務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다.20) 즉, 同居契約者의 扶養義務는 인적인 색채가 없다는 점에서 配偶者의 扶

養義務와 구별된다. 다만 同居契約도 하나의 契約關係이기 때문에, 同居契約者
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제1134조 제3항)를 진다. 둘째, 同居契約은 동

성애자 사이에서도 인정되지만, 婚姻은 그렇지 아니하다.

同居契約者는 配偶者(les alliés)가 아니므로, 配偶者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

이 없다. 예를 들면, 配偶者의 직계존속에 대한 扶養義務에 관한 규정(제206조, 

제207조), 配偶者 사이의 형사면책에 관한 규정(형법 제311조의12), 친족에 의

한 재판회피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341조), 경 자의 친척에 의한 파산기

업의 매수금지에 관한 규정(1985. 1. 25. 법률 제21조, 제155조), 禁治産者의 

후견인 지명에 관한 우선 규정(예를 들면, 제496조) 등은 同居契約者에게는 적

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同居契約은 본질상 婚姻과 매우 가깝다고 할 

17)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Ⅲ. 1 ⑶ 기타 非財産的 效果: 婚姻과의 비교를 참조.
18) 救助義務는 금전적으로 상대방에 협력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점에서 정신적 

협조까지도 포함하는 扶助義務와 구별된다.
19) 同居契約者에게도 扶助義務가 발생한다는 소수의 견해(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8, pp.61-62)도 있다.
20) A. Bénabent, op. cit., n° 72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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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뿐만 아니라 同居契約者는 同居契約이라는 약정을 통하여,21) 일정한 

범위에서는 婚姻에 유사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同居契

約을 ｢제2의 婚姻(le mariage bi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2) 다만 同居契約은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婚姻과 차이가 있다.

Ⅱ. 同居契約의 成立 및 公示

同居契約은 일정한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시절차도 갖추어야 한

다. 공시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同居契約의 主體와 目的

同居契約이란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자가 同居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契約이

다(제515조의1).23) 즉, 同居契約은 行爲能力이 있는 자에 의하여 同居를 목적

으로 하는 合意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

(1) 主體: 行爲能力 있는 成年者

同居契約은 성년자만이 체결할 수 있다(제515조의1). 따라서 첫째, 미성년자

는 同居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 이는 해제미성년자(le mineur émancipé)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24) 둘째, 성년자일지라도 禁治産者(le majeur en tutelle)는 

同居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제506조의1 제1항). 禁治産者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婚姻契約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同居契約은 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하

여는 禁治産者가 婚姻은 할 수 있게 하면서 법적 의무가 더 경한 契約同居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5) 그런데 프

랑스民法은 限定治産者(le majeur en curatelle)가 同居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限定治産者의 행

21)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75.
22) A. Bénabent, op. cit., n° 703, p.5.
23) 프랑스民法(제515조의4 내지 제515조의7)은 同居契約을 체결한 자를 les 

partenaires라고 부른다. 이에 반하여 配偶者는 les époux 라고 부른다.
24) 해제미성년자는 婚姻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同居契約도 체결 할 수 없다.
25)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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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능력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限定治産者는 일상생

활에 관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後

見人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同居契約이 일상생활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에 따라 後見人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同居契

約 처분행위의 일종이므로 그 체결에는 後見人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26)

(2) 目的: 同居

同居契約은 同居(la vie commune)를 목적으로 하는 契約이다. 따라서 同居

를 수반하지 않는 同居契約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동거가 同居契

約 성립의 전제요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同居契約을 체결하는 자들은 미
리 공동거소에서 실질적으로 同居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7)

당사자들이 모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

는 同居契約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의 사실만으로 同居契約이 성립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同居契約者에게는 ｢동반자로서의 공동생활(la vie 

commune en couple)｣이 있는 경우에만 同居가 성립하는 것이다. 同居의 구체

적 의미에 대하여는 후술한다.28)

2. 同居契約의 公示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이 일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同居契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對

抗要件으로 보는 견해, 同居契約이 성립하기 위한 成立要件으로 보는 견해 그

리고 同居契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效力發生要件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

하고 있다. 公示節次의 법적 성격을 먼저 살펴본 후에 公示節次의 구체적 내
용을 살펴본다.

(1) 公示節次의 法的 性格

프랑스民法은 “서기는 등기부에 동거신고를 기재하고”(제515조의13 제3항), 
“이 기재에 의하여 同居契約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며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26) A. Bénabent, op. cit., n° 706, p.7.
2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3, p.56.
28) 후술하는 Ⅲ. 1. (1) 同居義務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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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여(제515조의13 제6항), 同居契約의 신고 및 등기가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임을 문언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가) 對抗要件說(la thèse d'opposabilité)

이 견해는 조문의 문언에 충실하여 同居契約의 신고 및 登記는 제3자에 대
한 對抗要件일뿐이라고 한다.29) 즉, 同居契約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된 날부터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同居契約은 첫째,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고, 둘째, 登記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諾成契約이라고 한다.

(나) 成立要件說(la thèse de formalisme absolu)

이 견해는 신고되지 않고 등기되지 않은 同居契約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30) 즉, 프랑스民法의 전 취지에서 볼 때 신고 및 登記는 同居契約의 성립

요건이고 따라서 同居契約은 요식행위(l'acte solennel)라고 본다. 그 논거로는 

첫째, 同居契約의 신고는 일반의 對抗要件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할 수도 있는 

｢임의의 절차｣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의무적 절차｣이다. 둘째, 프랑스民法 제
515조의13은 同居契約의 신고를 마친 당사자를 ｢同居契約者(les partenaires)｣라

고 부르고 있는바, 이는 신고의 본질적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제515조의13은 同居契約者라는 표현을 신고가 있기 전에 同居契約의 합의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쓰지 않고(제1항), 신고를 마친 자에게만 쓰고 있는바

(제6항), 이것은 신고가 없이는 同居契約이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들은 同居契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신고를 하여
야 하는바(제515조의2 제9항), 단순한 합의만으로 同居契約을 변경할 수 없다

면 단순한 합의만으로 同居契約은 성립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논

리적이다. 즉, 이는 同居契約의 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성립에서도 의사

주의가 배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등기가 단순히 대항력을 위한 

公示節次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프랑스民法

29)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57.
30) A. Bénabent, op. cit., n° 720,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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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登記는 同居契約의 존재를 공시할 뿐이고 그 내용은 공시되지 않는

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同居契約은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성

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은 同居의 합의는 서면에 의한 

체결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변경하고 파기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31)

(다) 效力發生要件說(la thèse de validité)

이 견해에 의하면 同居契約의 신고 및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을 구성한다. 따

라서 신고되어 등기되지 않은 同居契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의 계

약이 된다고 한다.32)

(2) 公示節次

同居契約의 公示節次는 계약서의 작성, 신고 및 등기 그리고 등사 및 통지의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公示節次를 成立要件說에 따라 설명한다.

(가) 契約書의 作成: 事前節次

同居契約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515조

의3 제2항). 계약서는 公正證書(l'acte notarié)가 아닌 私書證書(l'acte sous sing 

privé)로도 족하다. 私書證書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인 또는 변호사

의 도움을 얻어 작성할 수 있다.

(나) 申告 및 登記: 要式行爲

契約同居를 하려는 자들은 신고를 통하여 同居契約을 등기하여야 한다. 첫

째, 契約同居를 하려는 자들은 공동거주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공동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515조의3 제1항). 공동신고(la    

déclaration conjointe)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직접 출두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33) 따라서 우편에 의한 

31) A. Bénabent, op. cit., n° 720, p.12.
32) T. Revet, Mariage,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00, p.173 et s, cité 

par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67, p.48.
33) A. Bénabent, op. cit., n°71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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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공동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신고시에

는 2부의 계약서 이외에 법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4) 신고시에는 

同居契約書 원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同居契約이 프랑스民法 제515조의2

에 위반하여 무효가 아님을 증명하는 호적서류와 당사자들이 契約同居를 하고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출생지의 지방법원 서기가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빠리지방법원 서기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15조의3 제2항). 서기는 이상의 요건과 첨부서류

를 갖추지 못한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제515조의3 제2항). 서기는 2부의 同

居契約書 원본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후 이를 각 당사자에게 교부한다(제

515조의3 제4항). 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명된 同居契約書를 교부받을 

때에도 당사자들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둘째, 일건 서류와 함께 同居契約의 

신고를 접수한 서기는 이를 同居契約登記簿(le registre du PACS)기재하여야 
한다(제515조의3 제3항). 등기를 마친 서기는 등기증명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同居契約者는 언제나 등기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2

조, 제4조).

(다) 謄寫 및 通知: 行政節次

契約同居의 신고를 받고 공동거주지의 등기부에 등기한 서기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출생지의 지방법원의 서기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는 빠리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신고된 同居契約을 同居契約登記簿에 전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15조의3 제5항). 신고된 同居契約은 호적부(l'acte de naissance)에는 기

재되지 않는다. 이 同居契約登記簿는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출생지의 지

방법원 또는 빠리지방법원의 서기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동성애자

들도 同居契約者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문제는 비 에 부치기 

위한 것이다.

契約同居는 제3자도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同居契約施行令은 일정

한 사람 또는 기관에 한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인의 출생지의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특정인의 契約同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同居契約 제2시행령 제5조). 법원, 공증인, 집달

34) 당사자들은 婚姻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호적 및 同居契約者가 아님을 증명하
는 출생지법원 서기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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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재판상관리인(l'administrateur judiciaire),35) 세무서, 사회보장기관, 일정한 

채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同居契約에 속하는 재산은 共有가 추정

되고 同居契約에 속하는 주거임대차도 共有가 추정되므로, 고가의 재산을 매

수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매도인 또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契約同居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Ⅲ. 同居契約의 法的 效果

同居契約의 법적 효과는 그 기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효과와 제3자 사이

의 효과, 강제적 효과와 임의적 효과 또는 비재산법적 효과와 재산법적 효과

로 나눈다. 여기서는 마지막 방법에 따라 同居契約의 효과를 비재산적 효과와 

재산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同居契約은 프랑스民法典의 제1권(人)에 편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고 同居契約에 의

하여 당사자 사이에 가족관계나 새로운 신분관계와 같은 인적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36) 이러한 점에서 同居契約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으

로 가족법의 역이 아닌 계약법의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同居

契約의 법적 효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財産法的 效果라고 할 것이

다. 그러나 同居契約에 財産法的 效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非財産
法的 效果도 함께 발생한다.

1. 非財産法的 效果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의 非財産法的 효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同居契約의 非財産法的 效果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同居義務이다.

(1) 同居義務

同居義務(l'obligation de cohabitation)란 ｢共同生活의 義務(le devoir de 

communauté de vie)｣를 말한다.37) 프랑스民法은 同居(la vie commune)를 同居

35) 재판상 관리인이란 일반적으로 民事會社, 商事會社, 非營利社團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판장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상의 수임인을 말한다.

36) A. Bénabent, op. cit., n°72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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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의 사실적 기반 내지는 同居契約의 실질로서 전제하고 있지만(제515조의

1), 同居의 의미를 밝히거나 同居義務를 同居契約者의 의무로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民法은 때때로 공동거소(la résidence commune)(제

515조의3)｣ 또는 ｢공동주거(le logement commun)(제515조의4)｣라는 용어를 쓰

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同居가 성립할 수는 없다. 同居의 의미를 밝히고 

同居義務의 법적 성격을 밝힌 것은 憲法委員會 다.

(가) 同居義務의 내용

憲法委員會는 ｢同居는 단순한 공동거소 이외에 동반자로서의 생활을 전제로 

한다(Outre une résidence commune, elle suppose une vie de couple)｣고 밝히

면서, 同居契約者의 同居義務를 ｢한 지붕 아래 한 침대 위의 공동체(la 

communauté de toit et de lit)｣라고 정의하 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6).38) 
이러한 同居義務는 프랑스民法 제215조가 규정하고 있는 配偶者의 同居義務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다만 婚姻의 경우는 同居義務가 배우자 

사이의 貞操義務(l'obligation de fidélité)에서 파생되는 것임에 반하여, 同居契

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한지붕공동체(la communauté de toit)
한지붕공동체는 공동거소(la résidence commune)를 필요로 한다.39) 婚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거소로서의 同居는 사실상의 개념이지 법률상의 개념

이 아니다. 즉, 공동거소는 법률상의 장소인 住所(le domicile)와 구분된다. 따

라서 同居契約者는 주소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 한침대공동체(la communauté de lit)
한침대공동체는 성생활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民法은 한침대공동체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3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Litec, 2001, Paris, n° 73, p.54.
38) 일반적으로 le couple는 남편(le mari)과 아내(l'épouse) 또는 부부(les époux)를 

의미한다. 同居契約에서는 이를 동반자로 번역하기로 한다.
39) 婚姻의 경우에는 공동거소를 배우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同居契約의 경우도 그러하여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3, p.5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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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프랑스民法(제515조의2)은 同居契約의 무효원인으로서 近親同居契約과 

二重同居契約을 들고 있는바, 이는 同居契約은 성생활이 요구된다는 전제하에 

근친상간과 이중동거의 同居契約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40) 憲法委員會도 성생

활을 내용으로 하는 동반자로서의 생활만이 본조가 근친상간과 충실의무의 위

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同居契約의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 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6).

(나) 同居義務의 법적 성격

同居義務는 同居契約者의 본질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同居契約상의 명시적

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同居契約者는 同居義務를 진다.41) 그리고 同居義

務는 同居契約者의 강제적 의무(l'obligation impérative)이다.42) 따라서 同居義

務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同居契約상의 약정은 무효이다.43)

(다) 同居義務 위반의 효과

同居義務의 위반이 있다고 하여 곧 同居契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

스民法(제515조의7)은 同居契約의 종료사유를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당

사자가 한지붕공동체 또는 한침대공동체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同居契約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일방적 해지를 할 권리가 
발생할 뿐이다. 일방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44)

(2) 扶助義務

扶助義務(le devoir d'assistance)란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자에게 심리적, 감

정적 및 정신적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扶助義務란 타방

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인격적 모욕으로부터 

타방을 보호하고, 친척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타방을 위로하

40)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5, p.57.
41)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3, p.55.
42) A. Bénabent, op. cit., n° 726, p.15.
43)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3, p.54.
44)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6,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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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질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타방을 치료하는 행위 등이 扶助義務

의 이행에 속한다. 이처럼 扶助義務는 인격적 연대(la solidarité personnelle)라

는 측면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를 갖는 救助義務(le devoir de 

secours)와는 구분된다.45) 이혼사유의 대부분은 扶助義務의 불이행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民法은 配偶者의 扶助義務는 규정하고 있지만(제212조) 同居契約者의 
扶助義務를 규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同居契約者에게도 扶助義

務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프랑스民法이 同居契約者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扶養義務는 물질적 협조에 제한되는데 扶助義務는 비재산적 의

무라는 것을 그 근거로 同居契約者의 扶助義務를 부정한다. 이에 반하여 긍정설

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同居契約者의 扶助義務를 인정하고 있다.46) 첫째, 同

居契約이란 애정을 교환하며 동거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계약이므로 相互扶助는 

당연히 전제가 된다. 둘째, 扶養義務는 그 성질상 물질적인 것에 한정될 수 없

다는 것이다. 즉, 치료비의 부담과 가사의 분담과 같은 물질적 협조는 실질적으

로는 扶助義務의 이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물질적 협조와 정신적 

협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설은 프랑스民法이 규정하고 있는 

扶養義務에는 扶助義務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3) 기타 非財産法的 效果: 婚姻과의 비교

同居契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婚姻에서와 같은 신분적 효과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同居契約은 事實婚關係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事實婚關係에 준하는 신분적 효과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同居契約과 戶籍

同居契約은 출생지관할 지방법원의 서기에게만 공개되는 특정의 등기부에만 

기재되고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 同居契約에 의하여 호적이 신규로 편

성되거나 또는 기존의 호적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同居契約에 의하여 

同居契約者의 호적상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다. 同居契約者는 
미혼자(le célibataie)의 신분을 유지한다.47) 따라서 채용서 등 일상생활상의 여

45) A. Bénabent, op. cit., n° 169, p.145.
46)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8,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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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서류에도 同居契約의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同居契約者는 상대방의 

姓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나) 同居契約과 國籍

同居契約은 국적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와 契

約同居를 하는 외국인은 1년의 임시체류증(le titre provisoire de séjour)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 同居契約과 子

프랑스民法은 친생자추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契約

同居에서는 婚姻에서와 같은 親生子推定(la présomption de paternité)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契約同居 중의 출생자는 혼외자(l'enfant naturel)가 된다. 따
라서 同居契約者에 대한 친생자의 인정은 일반법리에 따라 父의 인지, 子의 

인지청구 또는 身分占有(possession d'éta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48)

그러나 契約同居는 친생자추정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契約同居는 身分占有의 입증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同居契約者와 契約同居 중에 출생한 자는 후견법관을 상대로 身分占有를 증명

하는 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의3). 둘째, 契約同居는 종
료될 때까지 親生子認知訴의 기산점을 유예시킨다. 셋째, 제2의 인지가 있을 

경우 契約同居 중인 부모에게 親權이 인정되기가 쉽다(제372조 제2항).49)

4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79, p.62.
48) 身分占有(là possession d'état)란 親子關係 또는 血族關係의 존재를 표시하는 사

실 또는 행위가 계속되는 사실상태가 있으면 親子關係 또는 血族關係가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프랑스民法 제311조의1 이하).
49) Art. 372 al. 1er: L'autorité parentale est exercée en commun par les deux 

parents s'ils sont mariés(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al. 2: Elle est également exercée en commun si les parents d'un enfant naturel, 

l'ayant tous deux reconnu avant qu'il ait atteint l'ậge d'un an, vivent en commmun au 
moment de la reconnaissance concomitante ou de la seconde reconnaissance(혼외자의 
부모로서 혼외자가 1세에 달하기 전에 공동으로 인지하 거나 이시에 인지한 경우 부

모가 공동으로 인지할 당시에 또는 이시에 인지할 경우에는 두 번째의 인지시에 함께 

살았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親權을 행사한다.
Art. 372-1 al. 1er: Il est justifié de la communauté de vie entre les père et mère 

au moment de la reconnaissance de leur enfant par un acte délivré par le juge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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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同居契約과 出産參與權

동성의 同居契約者는 출산참여권(l'assistance médicale à la procréation)이 없다.

(마) 同居契約과 入養

同居契約者는 미혼자의 지위에서 입양할 수 있다. 따라서 同居契約者는 각

자가 입양할 수는 있으나 공동으로 입양(제346조)할 수는 없다. 또 배우자의 
子의 입양금지(제345조의1)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 同居契約과 相續․遺贈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 사이의 相續, 贈與와 遺贈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첫째, 同居契約者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同居契約者는 遺言에 의하여서만 상대방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契約同居에는 贈與와 遺贈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契約同

居 중의 贈與와 遺贈은 婚姻 중의 贈與와 遺贈과 달리 契約同居의 종료에 의

하여서도 향을 받지 않는다.

(사) 同居契約과 貞操義務 및 家의 指導義務

프랑스民法은 配偶者의 경우(제212조)와 달리 同居契約者의 貞操義務(le 

devoir de fidélité)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50) 따라서 同居契約者 일방의 타방 

이외의 타인과의 사통관계는 同居契約의 해지사유를 구성하지 않고 또 손해배

상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同居가 婚姻보다 자유로운 결합관계인 
한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과는 달리 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제1135조)에 근거하여 同居契約者에게도 貞操義務가 발생한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51)

프랑스民法은 配偶者처럼(제213조) 同居契約者에게 가정을 정신적으로 물질

affaires familliales établi au vu des éléments apportés par le demandeur(혼외자의 인시
지에 부모가 함께 생활하 는지의 여부는 가정법원의 법관이 신청자의 제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로 입증한다).
50) 프랑스民法에서도 貞操義務란 육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및 정신적인 

貞操義務도 포함한다(A. Bénabent, op. cit., n° 158, p.138).
51) N. Molfessis, La réécriture de la loi relative au PAC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JCP 2000, n° 22, cité par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0, p.64.



2003. 3.] 프랑스民法상의 同居契約에 관한 硏究 65

적으로 지도할 지도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52) 전통적으로 家는 이성의 결합

에 의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同居契約은 동성의 자연인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民法은 同居共同體를 家의 전단계로 보지 않고 따라서 

同居契約者에게 家의 지도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53)

2. 財産法的 效果

同居契約의 재산적법 효과는 법률생활 일반에 관한 것과 同居契約者의 재산

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同居契約法은 전자와 관련하여 私法 일반에 관한 

규정과 社會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同居財産의 法律關係와 私

法 일반에 대한 재산법적 효과만을 다루기로 한다.

(1) 私法關係 一般

同居契約者 사이에는 상호부조의무와 연대채무의 발생이라는 법적 효과가 

따른다.

(가) 扶養義務

⒜ 扶養義務의 법적 성격

同居契約(le pacte civil de solidarité)은 그 명칭이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同居契約者 사이에 생활의 ｢連帶(la solidarité)｣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들에게 ｢상호 물질적인 협조

(l'aide mutuelle et matérielle)｣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15조의4 제1항).54) 
이를 同居契約者의 扶養義務(l'obligation d'entraide)라고 부른다. 프랑스民法이 

규정하고 있는 同居契約者의 扶養義務가 배우자의 扶養義務와 어떠한 차이가 

52) Art. 213: Les époux assurent ensemble la direection morale matérielle de la 
famille. Ils pouvoient à l'éducation des enfants et préparent leur avenir(부부는 공동으
로 家를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지도한다. 부부는 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子의 장래를 
준비한다).

53)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1, p.65.
54) Art. 515-4 al. 1er: Les partenaires liés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é 

s'apportent une aide mutuelle et matérielle. Les modalités de cette aide sont fixées par 
le pacte(同居契約者들은 상호 물질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협조의 내용은 同居契約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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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가 문제이다.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의 扶養義務를 규정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배우자의 扶養義務의 경우와 다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즉, 배우

자의 扶養義務가 ｢일상가사부담에의 기여(la contribution aux charges du     

ménage)｣(제214조)라고 규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

의 扶養義務를 ｢상호 물질적인 협조(l'aide mutuelle et matérielle)｣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는 同居契約은 婚姻契約이 
아니고 따라서 동거계약자의 扶養義務는 배우자의 扶養義務와 동일한 것임이 

아님을 나타내려는 데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자

들의 의도는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同居契約의 취지와 이에 관한 프랑스民法상의 규정들 때문

이라고 한다.55) 프랑스民法상의 상호물질적 협조란 결국 생활공동체를 형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同居契約者들은 생활공동체를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비용은 日常家事連帶責任

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프랑스民法이 규정하고 있는 ｢일상생활 또는 공동주거

에 관한 지출(les besoins de la vie courante et les dépenses relatives au 

logement commun｣이므로(제525조의4 제2항), 결국 同居契約者의 扶養義務는 

배우자의 扶養義務인 일상가사부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同居契約者들이 부담하는 扶養義務는 강제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이를 면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8, 제31).56) 同居契約이 단순

한 동거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당사자 사이에 扶養義務가 있기 때문이고, 바

로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여러 가지 세제상 및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婚姻의 경우 부부생활이 위기에 닥쳐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

자들은 서로 부양할 의무, 즉 ｢救助義務(le devoir de secours｣(제214조)를 부담
한다. 그렇다면 同居契約者들의 경우도 同居가 위기에 직면하여 실제 同居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扶養義務로서 救助義務가 발생하는가? 同居契約의 

종료에 의하여 同居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救助義務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55)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는 同居契約者가 물질적 협조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약
정하고 있지 않을 때 준거로 될 수 있는 것은 프랑스民法 제214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扶養義務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6, p.69).

56) A. Bénabent, op. cit., n° 730, p.16;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65;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3, p.67.



2003. 3.] 프랑스民法상의 同居契約에 관한 硏究 67

다수설이다.57)

⒝ 扶養義務의 내용

扶養義務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생활공동체의 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주거비용, 식비, 자녀의 육아 및 교육비용, 의료비용, 교통비용, 여가비용, 보험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扶養義務의 이행에는 婚姻에서의 생활비의 공동부담의 
원칙(제214조)이 그대로 인정된다.58) 다만 扶養義務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필요

한 최소한도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느냐 아니면 상대방도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리게 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同居契約의 목적이 공

동생활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扶養義務는 契約同居者가 동일

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9)

프랑스民法은 扶養義務의 구체적인 방법과 태양은 同居契約者들이 同居契約

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15조의4 제1항). 예를 들면, 당사자들

은 扶養義務의 이행을 금전의 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노동, 사업상의 

협력 등과 같은 노무의 제공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同居契約者들이 同居契約으로 각자가 부담할 扶養義務의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同居契約者 사이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에 문제가 된다. 憲法委員會는 同居契約者의 요구로 법원이 그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 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31). 이 경우 법원은 각 同居契約

者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扶養義務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은 상

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扶養義務에 대한 同居契約者들의 최초의 약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扶養義務의 불이행

同居契約者가 금전의 지급, 가사노동의 제공 등과 같은 자신의 扶養義務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가? 婚姻의 경우 프랑스民法은 

扶養義務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제214조 제2항).60) 

5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87, p.71.
58) A. Bénabent, op. cit., n°730, p.17.
59) A. Bénabent, op. cit., n°730, p.17;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65.
60) Art. 214 al. 2: Si l'un des époux ne remplit pas ses obligations, il peut y ệtre 

contraint par l'autre dans les formes prévues au Code de procédure civile(배우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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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프랑스民法은 동거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자의 태도는 同居契約을 채권계약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불

이행을 계약불이행의 일반법리에 따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1) 同居

契約者의 扶養義務 불이행에 관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6조

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扶養義務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의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강제이행이 허용되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나) 日常家事連帶責任

契約同居者들은 공동생활의 유지로 인하여 부담하는 債務에 대하여는 제3자

에게 連帶하여 책임을 진다(제515조의4 제2항).62) 채권자는 同居契約登記簿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同居契約者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알고 

있더라도 다른 同居契約者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사실상 同居契約者의 

일상가사책임을 원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同居契約者의 여

부를 밝히는 조항을 두어야만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된다.63)

同居契約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에 관한 규정도 扶養義務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日常家事連帶責任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

효가 된다.

⒜ 同居契約者의 連帶責任과 配偶者의 連帶責任의 비교

同居契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同居契約은 엄격성, 책임성 등의 면에

서 婚姻보다 훨씬 경한 제도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구속을 덜 받기 원하는 당

사자들은 婚姻보다는 同居契約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프

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을 규율함에 있어서도 配偶者(제

220조)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만으로 본다면 반대로 同居契約者

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

행하여야 한다).
61)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90, p.76.
62) Art. 515-4 al. 2: Les partenaires sont tenus solidairement à l'égard des tiers 

des dettes contractées par l'un d'eux pour les besoins de la vie courante et pour les   
dépenses relatives au logement commun(同居契約者들은 일방이 일상적인 생활 또는 공
동주거에 관한 지출을 위하여 지게 된 채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의무를 진다).

63)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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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日常家事連帶責任은 配偶者보다 더 중한 것이 되고 말았다. 첫째, 同居契約

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은 ｢일상생활의 필요와 공동거주에 관한 지출(la vie 

courante et les dépenses relatives au logement commun)｣에 대하여 성립하지

만, 후자는 ｢가사의 유지와 자녀교육(l'entretien du ménage ou l'éducation des 

enfants)｣에 한정된다. 둘째, ｢명백하게 과다한 지출(dépenses manifestement 

excessive)｣(제220조 제2항)과 ｢쌍방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할부매매
(l'achat à tempérament)｣와 ｢쌍방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동

생활의 필요를 위한 적정한 금액이 아닌 대출｣(제220조 제3항)에 대하여는 配

偶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은 성립하지 않지만, 同居契約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다. 이상의 차이 중 둘째의 제한은 同居契約者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4) 그러나 첫째의 점에서 본다면 그 성립범위에 

있어서 여전히 同居契約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이 配偶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

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65)

⒝ 日常家事連帶責任의 성립요건

同居契約者의 연대책임은 첫째, 일상생활의 필요와 둘째, 공동거주에 관한 

지출에 대하여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의 필요’는 적어도 문언

상으로는 ‘가사의 유지와 자녀교육’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同居契約者 모두
에게 공동인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에게만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共同

生活의 일부가 되었다면 連帶責任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同居

契約者 일방이 환자인 부모를 방문하기 위하여 매주 1,500프랑을 지출한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필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66)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채무에 대하여는 同居契約者의 連帶責任이 성립하

지 않는다. 예를 들면, 同居契約者 일방의 직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連
帶責任이 성립하지 않는다.

配偶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同居契約者의 日常家事連帶責任이 성립함에 있

어서 채무가 일상생활의 필요와 공동거주에 관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채권자

64)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95, p.83.
65)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72;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92, p.78.
66)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9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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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다.67)

⒞ 日常家事連帶責任의 내용

同居契約者 일방은 단독으로 공동생활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률

행위를 하지 않은 타방도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채무를 전부 이행

한 同居契約者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同居契約者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33).

(2) 同居財産의 法律關係

同居財産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은 단 두 조문뿐이다.68) 더군다나 두 조문

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 과연 同居財産의 원칙적인 법률관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가) 同居財産制의 원칙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는 同居契約을 체결한 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될 가

6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92, p.80.
68) Art. 515-4 al. 1er: Les partenaires d'un pacte civil de solidarité indiquent, dans 

la convention visée au deuxième alinéa de l'article 515-3, s'ils entendent soumettre au 
régime de l'indivision les meubles meublants dont ils feraient l'acquisition à titre     
onéreux postérieurement à la conclusion du pacte. A défaut, ces meubles sont       
présumés indivis par moitié. Il en est de mệme lorsque la date d'acquision de ces 
biens ne peut ệtre établie(同居契約者들은 제51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서에 同居契
約을 체결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가구를 共有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動産은 1/2의 지분으로 共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취득일이 밝혀지
지 않은 動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l. 2: Les autres biens dont les partenaires deviennent propriétaires à titre onéreux 
postérieurement à la conclusion du pacte sont présumés indivis par moitié si l'acte 
d'acquisition ou de souscription n'en dispose autrement(同居契約者들이 계약체결 이후에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기타의 재산은 취득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1/2
의 지분으로 共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Art. 515-6: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832 sont applicables entre partenaires d'un 
pacte civil de solidarité en cas de dissolution de celui-ci, à l'exception de celles 
relatives à tout ou partie d'une exploitation agricole, ainsi qu'à une quote-part indivise 
ou aux parts sociales de cette exploitation(제832조의 규정은 同居契約이 소멸한 경우 
同居契約者들에게 적용된다. 단 농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농사업의 공유지분 
또는 지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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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하여 共有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5조의5 제1

항).69) 본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同居契約者들은 同居財産에 대하여 共有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民法은 同

居契約者가 共有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각자 1/2 지분의 共有를 추정하고 있다

(제515조의5 제2항). 그리고 프랑스民法 제515조의6은 同居契約이 소멸한 경우 

法定共有(l'indivis légal)에 관한 제83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의 조문을 종합하면, 프랑스民法 제515조의5 제1항은 당사자에게 約定共有

(l'indivis conventionnel)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러

한 약정공유가 없는 경우 프랑스民法 제515조의5 제2항은 法定共有를 추정하

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同居契約者들은 동거재산에 대하여 법정공유와 약

정공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뿐인 것이다.70)

同居財産制는 부부재산제와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同居財産에 
관한 법률행위는 요식행위라는 점이다. 둘째, 同居財産制의 법률관계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同居財産制의 실질적 

내용은 법정부부재산제와 매우 유사하다.

(나) 共有財産과 特有財産의 구별

同居契約者들은 同居契約書에 同居契約을 체결한 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될 

가구(les meubles meublants)의 共有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다(제515

조의5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구는 同居契約者가 각자 1/2의 

지분을 갖는 共有로 추정된다(제515조의5 제1항). 취득시기가 同居契約의 체결 

전후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가구도 마찬가지이다(제515조의5 제1항). 가구란 프

랑스民法 제534조에 해당하는 동산으로서 주택의 사용 및 장식에 쓰이는 동산

을 말한다.71) 예를 들면, 침대, 의자, 거울, 도자기, 가전제품 등을 들 수 있다. 
共有로 추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

우에만 共有關係에서 벗어날 수 있다(憲法委員會決定 이유 제32).

한편 同居契約의 체결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기타의 재산도 취득시에 다른 정

69) 프랑스民法상 共有에 관하여는, 南孝淳, “프랑스民法上의 共同所有 ―共有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 1호(199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南孝淳), 
134면-163면 참조.

70)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179, p.170.
71) 프랑스민법 제534조는 가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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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을 경우에는 同居契約者가 각자 1/2의 지분을 갖는 共有로 추정된다

(제515조의5 제2항). 기타의 재산이란 부동산 그리고 가구가 아닌 유체․무체

의 동산을 말한다. 자동차, 주식,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同居契約者는 사

전에 기타 재산을 共有로 하지 않거나 또는 공유지분을 달리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가? 취득시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憲法委

員會決定理由 제32).72)

프랑스民法 제515조의5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다음의 재산들은 契約同居者 

일방의 고유재산(les biens personnels)을 구성한다. 첫째, 同居契約者가 同居契

約을 체결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다. 재산이 동산 또는 부동산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둘째, 同居契約者가 契約同居 중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이 경우에도 동산 또는 부동산의 여부를 불문한다. 셋째, 저작물, 예술품, 발명

품, 업재산 등과 같이 同居契約者 일방이 契約同居 중에 창출한 재산이다. 
同居契約의 체결 전에 취득한 가구, 同居契約 중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또

는 同居契約者 일방이 창출한 재산에 대하여서도 同居契約者들이 共有의 약정

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프랑스民法이 인정하는 同居契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73)

취득시기가 同居契約의 전후인지 또 취득태양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특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여부가 결정되는바, 여기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共有를 주

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다.74)

同居契約者는 同居契約의 변경의 절차를 밟아 同居財産에 대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75)

(다) 同居財産制: 共有

전술한 바와 같이 특유재산이 아닌 同居財産의 법률관계는 共有이다. 그리

고 共有의 同居財産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의 유무에 따라 각각 約定共有

에 관한 규정(제1873조의1 이하)과 法定共有에 관한 규정(제815조 이하)이 적

72)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A. Bénabent, op. cit., n°739, p.22).
73) A. Bénabent, op. cit., n°737, p.20.
74) A. Bénabent, op. cit., n°737, p.20.
75) 후술하는 Ⅳ. 同居契約의 變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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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즉, 당사자들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 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

지 않으면 프랑스民法 제815조 이하의 규정들이 적용되고, 반대로 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을 두는 경우에는 제1873조의1 이하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

다.76)

共有의 同居財産은 同居契約의 종료전에도 언제든지 분할될 수 있다. 同居

財産의 분할은 당사자의 합의, 일방의 요구 또는 어느 同居契約者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만 約定共有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

유가 있어야만 분할이 인정된다(민법 제1873조의3 제3항).

Ⅳ. 同居契約의 變更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의 변경신고(제515조의2 제9항)를 통하여 同居契約의 

재산적 효과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婚姻의 경우와 같은 부부재산제
로서의 불변성(l'immuabilité)의 원칙은 同居契約에는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77)

1. 同居契約變更의 節次 및 要件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의 성

립에서와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同居契約의 변경은 최초의 신고를 

접수한 지방법원의 서기에 공동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고시에는 同居

契約의 내용을 변경하는 원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는 기각한다.

2. 同居契約變更의 效果

同居契約變更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이를 구분하여야 한다.78) 당

사자 사이에는 어떠한 변경도 인정된다. 변경의 소급효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인정된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76) 프랑스民法상 約定共有란 共有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립하 느냐 아니

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 느냐를 불문하고 공유물의 관리 및 운 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한 것은 南孝淳, 152면 이하 참조.
77) A. Bénabent, op. cit., n° 744, p.24.
78) A. Bénabent, op. cit., n° 74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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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同居契約의 終了

同居契約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同居契約이 종료되는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1. 同居契約 終了의 原因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의 종료사유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515조의

7). 合意解止, 一方的 解止, 婚姻, 死亡이 그것이다. 그러나 프랑스民法은 언급
을 하고 있지 않지만 債權契約으로서의 본질상 債務不履行에 의한 解止도 同

居契約의 종료사유를 구성한다고 본다.

同居契約은 법률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거에 의하여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 점이 事實婚關係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同居契約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한 同居財産에 대하여는 共有가 추정된다.

(1) 合意解止

同居契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解止할 수 있다(제515조의7 제1항). 解

止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同居契約者가 禁治産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同居契約 종료의 
의사는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 後見人이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제506조의1 

제2항). 후견인이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치산재판관이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同居契約이 합의에 의하여 解止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당사자 일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제515조의7 제1항). 서면신고를 받은 서기는 同居契約이 등기된 
곳의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조), 통보를 받은 

서기는 즉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契約同居는 등기부에 해지사실이 등재가 된 날 종료한다(제515조의7 제7항 

제1호). 당사자들이 契約同居가 종료된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서기는 등

재가 실현되는 날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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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一方的 解止

同居契約者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同居契約을 解止(résilier)할 수 있다(제

515조의7 제2항). 이 점이 婚姻契約의 경우와 다르다.

(가) 一方的 解止의 法的 性格

프랑스民法이 同居契約의 一方的 解止를 인정하는 것은 同居契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le contrat à durée indéterminée)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79) 그리고 一方的 解止는 상대방의 過失을 전제로 하지 않는바, 이러한 의

미에서 一方的 解止는 객관적 解止(la rupture objective)라고도 할 수 있다.80)

一方的 解止는 婚姻의 경우와 달리 同居契約者에게 인정된 특권이다. 따라
서 이를 배제하거나 解止만을 이유로 同居契約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8, 제61).81) 그리고 契約同居者는 

사전에 一方的 解止의 절차와 효과를 가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一方的 解止와 損害賠償

過失이 있는 解止者에게는 損害賠償責任이 인정되는가? 이에 대하여는 학설
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一方的 解止에 대하여는 재판관이 개입할 수 없고 따

라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82) 이에 반하여 同居契約者에게 一方

的 解止權이 인정된다는 것이 損害賠償責任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83) 憲法委員會도 損害賠償責任의 일반법리에 의거하여 ｢解止하는 사정에 

過失이 있는 경우(la faute tenant aux conditions de la rupture)｣에는 解止者에

게 損害賠償責任이 있음을 인정하고, 過失있는 解止者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하 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8, 제61). 그리고 同居契

約의 一方的 解止에 관한 憲法委員會決定의 내용은 商事契約의 一方的 解止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한다.84) 즉, 憲法委員會는 ｢解止의 사정에 過失이 있다｣는 

79) A. Bénabent, op. cit., n°751, p.26;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77;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199, p.190.

80)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78.
81)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200, p.190.
82) H. Chanteloup et G. Fauré, op. cit., n° 201, p.191.
83) A. Bénabent, op. cit., n° 752, p.26.
84) A. Bénabent, op. cit., n° 75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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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解止가 ｢예기치 않은 것(la brutalité)｣이거나 ｢부당한 것(le caractère 

injustifié)｣을 의미한다고 하 다. 그런데 同居契約의 解止에는 3개월의 유예기

간이 필요하므로 예기치 않은 解止는 同居契約의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一方的 解止의 절차

一方的 解止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同居契約者에게 통지되어야 한다(제515조

의7 제2항). 解止의 통지는 집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집달관이 同居契約의 

신고를 받았던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통지함으로써 解止의 통지가 이루어진다

(제515조의7 제2항). 解止의 효력은 통지가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

력을 발생한다(제515조의7 제7항 제2호). 3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解止의 효

과가 발생하지 않고 同居契約이 존속하게 된다. 손해발생을 우려하는 당사자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손해를 방지할 수밖에 없다(민사소송법 제808조, 제809조).

同居契約者가 禁治産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同居契約 解止의 의사는 친족회

의의 동의를 얻어 後見人이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제506-1조 제2항). 후견인이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치산재판관이 契約同居를 종료시킬 

수 있다.

(3) 婚姻

同居契約은 당사자의 婚姻에 의하여 종료된다(제515조의7 제3항). 이는 婚姻

의 자유라는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同居契約은 婚姻이 있는 날로

부터 종료된다(제515조의7 제7항 제3호).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 일방이 제3
자와 婚姻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同居契約者 

사이에 婚姻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同居契約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同居契約者가 제3자와 婚姻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同居契約者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同居契約이 등기된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통지사

본과 婚姻의 사유가 기재된 출생증명서(l'acte de naissance)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515조의7 제7항 제3호).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同居契約을 종료시키기 
위한 사전절차가 아니다. 이는 사후절차일 뿐이다. 제3자와 婚姻을 하는 同居契

約者는 一方的 解止에 의한 同居契約의 종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수가 있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62). 다만 婚姻의 자유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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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婚姻이 상대방이 예기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것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한다. 이 점이 一方的 解止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婚姻의 경우

에는 一方的 解止의 경우와 달리 사전통보나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예기치 않은 

婚姻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85)

프랑스民法은 同居契約者 사이에 婚姻이 성립하는 경우의 同居契約의 종료

와 그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婚姻의 효력이 同居契約의 
효력보다 더 포괄적이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는 프랑스民法의 침묵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86) 예를 들

면, 同居財産制는 共有이지만 夫婦財産制가 반드시 共有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어서 제3자의 이해를 해칠 수가 있다.

(4) 死亡

同居契約은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다(제515조의7 제4항). 생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사망신고서(l'acte de décès)를 同居契約의 등기가 있는 지

방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15조의7 제4항). 同居契約者의 사망시
에 同居契約은 종료된다(제515조의7 제7항 제3호).

(5) 債務不履行에 의한 解止

憲法委員會는 同居契約에는 민법상의 契約 및 계약상 의무에 관한 모든 규

정이 적용된다고 밝힌바 있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8). 이에 근거하여 解除

도 同居契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87) 즉, 일방이 同居契約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解除를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同居契約에 解除條項(la clause résolutoire)을 둘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解除의 실익이 있다고 한다. 그

러나 同居契約은 계속적 계약(le contrat succeccive)이므로 解除가 아니라 解止
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는 一方的 解止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債務不履行

85) A. Bénabent, op. cit., n° 752, p.26.
86) A. Bénabent, op. cit., n° 757, p.28.
87) A. Bénabent, op. cit., n° 76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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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하는 解止를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解

止를 하는 당사자에게는 同居契約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책

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단순한 도덕상의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法院에 의한 解止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방적 

解止의 경우와 같은 3월의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債務不履

行에 의한 解止를 원용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88)

2. 同居契約 終了의 效果

同居契約이 종료하면 同居義務와 扶養義務는 소멸한다. 각 당사자는 타인과 

새로운 同居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同居契約의 종료 후에 취득된 재산에 대

하여는 더 이상 共有가 추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共有

約定을 한 경우에도 同居契約이 종료하면 約定共有도 더 존속할 수 없게 된

다.89)

同居契約者는 配偶者가 아니므로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同居契約이 종료하

더라도 相續은 발생하지 않는다. 同居契約者가 遺言을 남긴 경우에도 다른 同居

契約者는 유류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遺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편 同居契約의 종료로 인한 재산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프랑스民法 제515조의7 

제8항은 당사자들은 契約同居 중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청산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재산적 효과를 결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損害賠償이란 귀책사유 있는 同居契約의 종료

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同居契約 존속 중에 있었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포함한다.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는 同居契約의 종료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同

居財産의 분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任意分割

同居契約者들은 스스로 同居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권리․의무관

계를 청산할 수 있다(제515조의7 제8항). 여기서 同居財産의 청산이란 곧 共有

88) A. Bénabent, op. cit., n° 761, p.29.
89) 約定共有에 관하여는 프랑스民法 제1873조의3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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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의 분할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共有財産의 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

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優先權이 인정된다(제515조의6). 따라서 거주주

택이나 직업용 재산 예를 들면, 상사, 상업용, 수공업용 재산에 관하여 優先權이 

인정된다. 이 점이 離婚의 경우 優先權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당사자들은 사전에 同居契約으로 同居財産의 청산을 약정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同居契約이 합의에 의하여 解止될 경우에는 同居財

産의 청산에 관하여 사후약정이 성립할 수도 있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契

約同居가 종료할 경우에는 사실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同居財産의 청산은 

기대하기 어렵다.90)

共有關係의 청산이 당사자들의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同居契約者들은 同居

契約이 종료한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共有關係를 유지할 수도 있다.

(2) 裁判上分割

同居財産의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法院이 

이를 결정한다(제515조의7 제8항). 同居財産의 분할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아

닌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同居契約者들은 同居契約이 종료된 후 仲裁(l'arbitrage)를 합의할 수도 있다. 

다만 事前仲裁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同居契約 안에 둔 중재조항은 프랑스民

法 제206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Ⅵ. 同居契約의 無效

同居契約을 무효로 하는 사유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契約 
일반에 적용되는 무효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民法이 同居契約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이다. 전자는 婚姻契約의 경우와 다르고, 후자는 婚姻

契約의 경우와 동일하다.

1. 契約 일반의 無效事由

憲法委員會는 同居契約에는 프랑스민법 제110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90) C. Mécary et F. Leroy-Forgeot, op. cit.,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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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8). 따라서 同居契約은 錯誤(제1110조), 强迫(제

1111조 내지 제1115조) 또는 詐欺(제1116조)와 같이 契約 일반에 공통된 사유

에 의하여 당사자의 원용에 의하여 無效가 될 수 있다(제1117조, 相對的 無

效). 그런데 婚姻의 경우는 强迫의 경우 당사자가 의사의 자유를 얻은 날 그리

고 錯誤의 경우는 錯誤의 사실을 안 날 이후 6월 동안 同居가 계속된 경우에

는 强迫 또는 錯誤를 이유로 婚姻을 무효로 할 수가 없다(제181조).91) 이는 일
종의 법정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同居契約의 경우는 제181조가 적용

되지 않으므로 同居契約者는 同居契約을 체결한 후 5년 이내에 無效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제489조-제1304조).

2. 婚姻에 準하는 無效事由

프랑스民法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同居契約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제515조의2). 憲法委員會도 다음의 흠이 있는 同居契約은 절대적 무효(la 
nullité absolue)라고 하고 있다(憲法委員會決定理由 제27). 따라서 누구든지 30

년 이내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近親同居契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인척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에 체결된 同

居契約은 무효이다(제515조의2 제1호). 그런데 近親婚의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를 설정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직계인척 사이의 

近親婚과 3촌의 방계혈족 사이의 近親婚은 유효로 할 수 있으나(제164조), 同

居契約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憲法委員會決定은 近親同居

契約는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있다.

(2) 二重同居契約

同居契約중인 자는 다른 자와 同居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제515조의2 제2

호). 二重婚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二重同居契約은 인정되지 않는
다(le principe de monogamie).

91) 프랑스民法은 詐欺에 의한 婚姻의 無效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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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婚姻과 同居契約의 중복

婚姻중인 자는 同居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제515조의2 제3호). 그 결과 婚姻

과 同居契約의 중복도 금지된다(le principe de monog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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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en droit civil français

Hyo-Soon NAM
＊

92)

Ⅰ. Introduction

La loi n° 99-944 du 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 est enfin promulguée après une longue lutte législative. Cette promul-

gation est comparée à l'instauration du divorce en France à la fin au 19e    

siècle. La loi du PACS a introduit dans le Livre Ier du Code civil français le 

Titre XII dévoulu au PACS et au concubinage: le Chapitre 1er ‘Du Pacte civil 
de solidarité’(de l'article 515-1 à l'airtcle 515-7), le Chapitre II ‘Du Concu-

binage’(l'airtcle 515-8). Mais elle n'est pas la seule source du PACS. Avant la 

promulation définitive, les propositions de la loi ont fait l'objet d'un recours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éclaré, le 9 

novembre 1999, le PACS conforme à la Constitution, en émettant toutefois 

des réserves d'interprétation sur certains points cruciaux.
Selon l'article 515-1 du Code civil, le PACS est un contrat conclu par deux 

personnes physiques majeures, de sexe différent ou de même sexe, pour 

organiser leur vie commune. Dans sa décision interprétative, le Conseil consti-

tutionnel a énoncé que les dispositions générales du Code civil relatives aux 

contrats et aux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auront vocation à s'appliquer au 

PACS, sous le contrôle du juge, sauf en ce qu'elles ont de nécessairement 
contraire à la loi relative au PACS.

Le PACS se diffère non seulement du concubinage mais également du 

mariage. D'une part, la différence essentielle entre le PACS et le concubinage 

* Professeur en droit civil, Faculté de droit, Université nationale d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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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que celui-ci n'est qu'une union de fait, alors que celui-là est une union de 

droit et légitime. D'autre part, il y a deux différences importantes entre le 

PACS et le mariage. En premier lieu, le PACS ne fait naître que l'obligation 

d'entraide et celle de cohabitation, alors que le mariage soumet les époux en 

plus à l'obligation de fidélité, celle d'assistance et celle de secours. En   

deuxième lieu, le PACS peut être conclu même entre les homosexuels, alors 
que le mariage ne peut l'être qu'entre les hétérosexuels.

Ⅱ. La formation et la publication du PACS

Plus exigeante que pour le mariage, la loi n'ouvre la possibilité de conclure 

un PACS ni au mineur, même émancipé, ni au majeur en tutelle. Au 

contraire, le majeur sous couratelle peut conculre le PACS sous l'assistance du 
curateur. Comme pour le mariage, le PACS ne saurait être conclu entre 

ascendant et descendant en ligne directe, entre alliés en ligne directe et entre 

collatéraux jusqu'au troisième degré inclus; entre deux personnes dont l'une au 

moins est engagée dans les liens du mariage; entre deux personnes dont l'une 

au moins est déjà liée par un PACS(l'article 515-2).

L'examen de l'article 515-3 fait ressortir trois phases de formalisme: une 
phase préparatoire(rédaction du contrat), une phase solennelle(déclaration et in-

scription) et une phase administrative(transcription et communication). D'abord, 

les partenaires, les parties du PACS, doivent conclure le PACS en deux 

originaux. Ensuite, ils doivent en faire la déclaration conjointe auprès du 

greffier du tribunal d'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ils fixent leur résidence 

commune. La recevabilité de la déclaration conjointe entraîne son inscription 
immédiate sur le registre du PACS. S'agissant de l'effet de cette inscription, il 

y a trois théories doctrinales: celle d'opposabilité, celle de formalisme absolu 

et celle de validité. Enfin, le greffier avise le greffe des tribunaux d'instance 

du lieu de naissance de chaque partenaire qui transcrit cette information sur le 

registre du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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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Les effets juridiques du PACS

Le PACS entraîne des effets d'ordre personnel et ceux d'ordre patrimonial. 

S'agissant des effets d'ordre personnel, il impose aux partenaires l'obligation de 

cohabitation. Les partenaires ne se soumettent ni à l'obligation de fidélité, ni à 

l'obligation d'assistance et ni à l'obligation de secours. Le PACS reste étranger 

à l'état civil des partenaires. Chacun des partenaires reste célibataire. Le 
PACS n'affecte pas non plus la nationalité des intéressés. Dans le silence total 

de la loi du PACS, il n'emporte ni présomption de paternité.

Quant aux effets patrimoniaux, le PACS impose d'abord aux partenaires 

l'obligation d'entraide. Les partenaires doivent donc s'apporter une aide mutuel-

le et matérielle dont les modalités sont fixées par le PACS(l'article 515-4,   

alinéa 1er). Comme son nom l'indique, il a également pour objet de créer une 
solidarité des dettes ménagères entre les partenaires. Les partenaires sont tenus 

solidairement à l'égard des tiers des dettes contractées par l'un d'eux pour les 

besoins de la vie courante et pour les dépenses relatives au logement com-

mun(l'article 515-4, alinéa 2). Enfin, suivant l'article 515-5, les partenaires 

peuvent soumettre au régime de l'indivision les meubles meublants dont ils 

feraient l'acquisition à titre onéreux postérieurement à la conclusion du PACS. 
A défaut, ces meubles sont présumés indivis par moitié. Il en va de même 

lorsque la date d'acquition de ces biens ne peut être établie. Le régime légal 

des biens des partenaires est ainsi l'indivision. Il se rapproche donc du régime 

matrimonial accompagnant le mariage, sauf qu'il ne nécessite le recours à un 

acte notarié et qu'il soit librement modifié à tout moment.

Ⅳ. La dissolution du PACS

En dehors de l'annulation, la loi envisage et organise quatre causes de dis-

solution du PACS, en précisant pour chacun d'eux la date à laquelle le PACS 

prend fin ; le consentement mutuel, la rupture unilatérale, le mariage et le   

décès(l'article 515-7). Malgré le silence de la loi, il est admis unaniment par 



2003. 3.] 프랑스民法상의 同居契約에 관한 硏究 85

la doctrine que rien ne permet d'écarter le jeu de la résolution pour        

inexécution fautiv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184 du Code civil.

Dès que le PACS prend fin, ses effets cessent: les obligations de 

cohabitations et d'entraide disparaissent; chaque partenaire redevient libre de 

conclure immédiatement un nouveau PACS. Les présomptions d'indivision ne 

s'appliquent plus aux nouvelles acquisitions. Les partenaires peuvent      
eux-mêmes procéder à la liquidation des droits et obligations résultant du 

PACS et, à défaut d'accord, le juge statue sur les conséquences patrimonales 

de la rupture(l'article 515-7). Les partenaires n'étant pas des époux, aucun des 

mécanismes accompagnant le veuvage ne se transpose. Quant à la rupture du 

vivant des partenaires, elle ne s'accompagne d'aucune prestation compensatoire. 

A propos de toute rupture unilatérale, comme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confirmé, la responsabilité peut s'impose à l'égard de la partie fau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