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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독일친족법에 미친 헌법의 향
1)

Prof. Dr. Rainer Frank
*

尹 眞 秀 譯**

Ⅰ. 서론

1949. 5. 23.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이른바 기

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憲法史的인 전통에 있어서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

책은 주로 혁명에 의하여 쟁취된 것으로서 일단 달성한 법적 상태를 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단지 자유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질서로서 이해하고 있다. 입법, 행정 및 사법은 기본

권으로부터 “지침과 자극”을 받는다.1) 헌법의 수호자로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입

법, 행정 및 사법이 기본권을 존중하는가를 감시한다. 그러므로 연방헌법재판소

는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고, 최고법원의 재판도 그것이 기본권의 침해를 

포함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Ⅱ. 친족법과 기본권

친족법에 관하여는 기본법이 ―비록 매우 일반적인 형태에 불과하지만― 몇 

가지의 기본적인 언명을 포함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기본법 제6조 제1항).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녀 동권의 사실상의 관철을 촉진하고 기

존의 불이익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한다(기본법 제3조 제2항). 누구도 그의 性을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BVerfGE 7, 198 ff. - “Lüth-Urteil”. 이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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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를 받아서는 안된다(기본법 제3조 제3항). 기본

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자녀의 보호와 양육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자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귀속하는 의무이다. 그 실현에 관하여는 국가공동체가 감시

한다(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문). 양육권리자가 무능력하거나 자녀가 다른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양육권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기본법 제6조 제3항). 모든 母
는 공동체의 보호와 배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기본법 제6조 제4항).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에 의하여 그의 육체적 및 정신적 발전과 사회에서의 지위를 위

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이 창출되어야 한다(기본법 제6조 제5항).

최근 수십 년간의 자녀법(Kindschaftsrecht)의 발전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이 매우 강한 향을 미쳤다. 기본법 제2

조 제1항은 일반적인 형태로 누구나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고 언명한다. 오늘날 언제든지 독일에서 아동의 복리가 논란의 대상이 

될 때에는 법원이 제2조 제1항을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예컨대 자녀가 자신의 혈

통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는가, 가진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본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다루어진다.

Ⅲ. 친족법의 발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미친 향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친족법의 발전은 다른 유럽의 법질서보다 더욱 강

하게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향을 받았다. 전후의 많은 친족법상의 개혁법률

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때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입

법자에게 심지어 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입법자가 헌법에 합

치되는 개혁법률을 의결하여야 하도록 하기도 하 다. 만일 독일에 연방헌법재판

소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독일의 친족법이 내용에 있어서 다르게 

되었겠는가에 관하여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가 발전을 

가속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친족법을 헌법재판제도

가 없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서구세계에서 지난 30-40년간 

헌법재판제도의 유무를 불문하고 발전이 얼마나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

하여 놀라게 된다.

나는 이하에서 독일 친족법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향을 미친 몇 개의 연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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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판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일 먼저 1969. 1. 29.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2)을 들 수 있다. 이 결정

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혼외자법의 개혁에 관하여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을 설정하 다. 입법자가 설정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

방헌법재판소는 법관법(Richterrecht)으로 위협하 다: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

의 자녀의 동등한 대우라는 헌법적 명령에 합치하지 않는 모든 법규범은 이 기간

이 경과하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하 다. 그러면 모

든 법관은 법적인 규율이 없더라도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위임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해결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입법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복종하여 1969년 내에 혼외자녀에 

관한 법률3)을 의결하 다. 이 법률의 목적은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이었다.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혼인 외의 자녀가 1969년

에 그 父와 父系親族으로부터 법정상속권 및 유류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전

에는 시간적으로나 범위에 있어서나 제한되었던 父의 부양의무는 혼인 중의 자녀
와 동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69년부터는 혼인 외의 자녀의 父는 그 자녀에게 
재능이 있으면 비싼 대학 공부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69년에 스스로 혼인 외의 자녀의 부양청구권이나 상속권

의 내용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입법자의 적극적 행동을 강요한 것은 기본법 

제6조 제5항이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가 동등한 권리가 있다(sind)고 
되어 있지 않고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Gesetzgebung)을 통하여 그 발전을 

위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기본법 제6조 제5항은 기타의 기본권과는 달리 직접 효력이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프로그램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1949년의 기본법은 하룻밤 새에 혼인 외의 자녀의 동등한 지위를 실현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입법자에게 그러한 동등한 지위를 

사후에 실현할 임무를 부과하 다. 그러나 입법자가 1949년부터 1969년까지 가

만히 있자,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위임을 실제로 효력 있는 법으로 전환할 때

2) BVerfGE 25, 167.
3) 1969. 8. 19.의 혼인 외의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rechtliche 

Stellung der nichtehelichen Kinder vom 19.8.1969), Bundesgesetzblatt I,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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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왔다고 본 것이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6조 제5항의 프로그램 규정

을 입법자가 그 규율의 의미와 목적에 따르면 기본법 제6조 제5항의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2)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同權(기본법 제3조 제2항)을 다룬 여러 개의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 수 있다. 제3조 제2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규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헌법제정자는 1949년에 기본법을 의결할 때 민

법전의 수많은 규정들이 평등의 원칙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

었다. 그리하여 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입법자가 늦어도 1953년 3월 31일까지 

同權에 어긋나는 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것을 명하 다. 입법자는 이 기간을 완전

히 준수하지는 못하고 4년이나 늦은 1957. 6. 18.에 이르러서야 이른바 同權法
(Gleichberechtigungsgesetz)을 의결하 다. 이 동권법은 포괄적인 법률로서, 특히 

친족법으로부터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합치하지 않는 모든 규정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하 다. 입법자가 1957년에 많은 규정들을 평등원칙과 합치한다고 보았기 때

문에 그대로 놓아 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 후 몇 년 내지 몇십년 동

안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법규정들을 동권

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실효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평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지난 50년이 경과하는 동안 매우 바뀌었고, 또 동권 개

념의 해석이 오늘날에도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이를 두 개의 예를 가지고 명확히 하고자 한다:

a) 1957년에 同權法이 의결되고 그와 동시에 부모의 친권이 새로 규율되어

야 하게 되었을 때, 민법전에는 부모가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합의할 수 없었

을 때에는 父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규정(구 독일민법 제1628조 제1항)

이 도입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또 다른 규정(독일민법 제1629조 제1항)은 대외

적인 자녀의 대리는 父만 할 수 있다고 하 다. 오늘날은 다음과 같은 점이 명

백하다고 할 수 있다: 친족법을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기초 위에서 새롭게 형

성하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 던 법률의 의결에 있어서 남편의 대외적인 단독대

리권과 대내적인 단독결정권이 단지 민법전 속에 그대로 계속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언급함으로

써 1957년의 입법자의 중대한 과오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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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결정적인 평가문제에 있어서 우리 환경의 포로인가 하는 점과,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때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의 여지가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할 뿐이다. 同權法을 공포함에 있어서 적어도 부모

의 친권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은 모든 상세한 점에 관하

여까지 토의되었고, 의결된 새 규정은 종국적으로는 정당에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및 기능적 차이와 자녀의 이익을 위한 명확한 부모의 결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옹호되었다.4) 이 새 규정(독일민법 제1628, 1629조)을 다시 

민법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하여는 1959. 7. 29.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5)을 

필요로 하 다.

b) 또한 혼인 성립에 있어서 항상 예외없이 남자의 姓이 부부의 공통의 姓

이 된다고 한 1976년까지 효력이 있었던 규정은, 1976년 이전에는 동권의 관점

에서 논의되기는 하 으나 진지하게 헌법위반이라고 낙인이 찍히지는 않았다. 

그러는 동안 1976년에 도입된, 남편과 아내의 출생 당시의 성 가운데서 婚姻姓

(Ehename)을 선택할 수 있는 혼인 당사자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점점 더 자주 처의 성이 혼인성으로 선택되게 되

었다. 이에 덧붙여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힘찬 협조를 받아서,6) 1994. 4. 1.부터 

부부에게 이제까지 사용하 던 성을 혼인 후에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

어지게 되었다.7) 그리하여 독일에서 부부는 오늘날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공

통의 가족성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 가족성을 포기하고 그들의 이제까지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

다. 오늘날 적용되는 姓에 관한 법률은 입법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동권의 원칙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은 연방헌

법재판소의 개입에 근거한 것이다.

3)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일반적 인격권(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독일 자

녀법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다. 자녀는 그 자신 기본권의 보유자

4) 구 독일민법전 제1628조 정부초안, Bundestagsdrucksache Nr. 3802, S. 72 ff.; 또한 
논의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Krüger-Breetzke-Nowack, Gleichberechtigungsgesetz, Kom-
mentar (1958), Vorbemerkung zu §§ 1628, 1629 BGB도 참조할 것.

5) BVerGE 10, 59.
6) BVerfGE 84, 9.
7) 1993. 12. 16.의 家族姓의 새로운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ordnung des Fami-

liennamensrechts (Familiennamensrechtsgesetz-FamNamRG) vom 16.12.1993), Bundesge-
setzblatt I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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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지난 몇십 년간 판례에 의하여 점점 더 권리의 주체로서 고려의 중심으로 

옮아 왔다 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고찰방법은 특히 자녀가 부모의 친권이나 면접

교섭권의 문제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오늘날 3

살의 아이가 벌써 가정법원이나 후견법원의 판사에 의하여 심문을 받는 것이 드

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흥미있는 것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자녀를 위한 실체

법적인 청구권도 전적으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으로부

터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출발점은 1989. 1. 31.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다.8):

서로 혼인하고 있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던 성년이 된 딸이 母의 남편에 대하
여, 그가 자신의 생물학적인 父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이전에 적용되던 법에 의하면 자녀에 의한 이른바 親生否認의 소는 부모가 최
소한 3년간 별거하 거나 이혼하 을 때에만 적법하 다(구 독일민법 제1596조). 

그렇지만 당해 사건에서는 부모는 이혼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이 살고 있었고 별

거하거나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딸에게 父性 否認 후에 실제로 자신을 낳게 한 사람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母의 남편의 父性을 부인할 가능성을 가져
야 한다고 하 다. 모든 자녀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부모를 알 권리가 있고, 이러

한 권리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법 제2조 제1

항에 의하여 부모의 인격권도 보호된다. 그렇지만 자녀와 부모의 이익을 형량하

면 딸의 인격권이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딸의 

장래의 삶을 위하여는 누가 자신의 父이고 누가 자신의 母인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1997년의 자녀법의 개혁을 위한 법률9)이 혈통법, 

특히 父性 否認의 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은 모든 성

년으로 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母의 남편의 부성을 특별한 근거의 제시 없
이 부인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600조, 제1600b조 제3항). 자녀는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18세의 생일잔치에서 자기는 지금부터 자신의 혈통을 재판에 의하여 밝

히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父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의 父에 대
한 소는 母의 남편이 자신을 낳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구체적

8) BVerfGE 79, 256 = NJW  1989, 881 m. Anm. Enders.
9) 1997. 12. 16.의 법률(Bundesgesetzblatt I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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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 규율이 매우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그 결과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놀

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실질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

문이다. 나를 무엇보다도 당혹하게 하는 것은 부성 부인의 권리가 헌법에서 도출

되고, 헌법적인 고려에 의하면 성년이 된 자녀에게 친생부인의 권리를 허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자는 다른 

규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다른 맥락에서도 독일의 자녀법에 지

속적인 향을 미쳤다. 예컨대 이 판례로부터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의 경우에 정

자 제공자가 익명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10) 직업윤

리에 부합하게 처신하는 의사는 정자제공자를 등록하여야 하고, 자녀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16세에 도달한 후에는 기록 열람을 청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정

자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11) 독일법은 심지어 남편 

외의 남자에 의한 인공수정(heterologen künstlichen Insemination)의 경우에 성년

이 된 자녀가 母의 남편의 父性을 부정할 권리까지 인정하고 있다.12) 이러한 결

과는 내게는 거의 충격적이다: 어느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에 의하여 임신된 자녀를 출산하 으면, 이 자녀는 두 부모가 몹시 바라던 

아이(Wunschkind)인데, 독일법에 따르면 이 자녀는 누가 정자의 제공자인지를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지어 정자 제공자를 법적으로 법원에서 

자신의 부로 확정하기 위하여 남편의 부성을 부인할 권리까지 가진다. 이러한 모

순된 결과는 물론 연방헌법재판소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연방헌법재판소

는 정자 제공자의 익명성은 부정하 으나, 인공수정의 경우의 父性 부인에 관하
여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긍정된 유전적 혈통을 알 권리의 또 다른 결과는 자

녀가 오늘날 母에 대하여 자신을 임신시킨 자를 알려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뮌스터 지방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승인 아래 60

세 된 母에 대하여 그녀의 40세 된 딸이 모든 고려될 수 있는 父의 이름과 주소

10) Münchener Kommentar, 4. Aufl. 2002, § 1600 a Randziffer 29 f.
11)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 제61조 제2항을 유추하여.
12) 자녀의 권리의 개선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독일민법 제1600조 제2항(2002)은 
부성은 모나 모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에 의하여는 부인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자녀의 부인권 자체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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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줄 것을 명하 다.13)

母는 父로서 4명의 남자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네 남자가 모두 혼인하 고, 

따라서 그들의 가족을 고려하면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항변하 으나 성과가 없

었다. 이 여자는 모든 네 남자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설에 

의하면 이 판결은 强制金과 强制拘留(Zwangsgeld und Zwangshaft)의 방법으로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한다.14)

Ⅳ. 헌법중립적인 친족법의 발전

내가 헌법중립적인 친족법의 발전이라고 할 때에는, 이는 전반적으로 연방헌법

재판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발전을 말하는 것이다.

1. 나는 헌법중립적인 발전에 속하는 것으로 혼인법을 들고자 한다. 이는 맨 

처음에는 놀라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혼인

을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 아래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법 제6조 제1항

을 다루고 있는 많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존재한다.15) 그러나 이러한 판

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엇이 내용적으로 혼인을 특징

지우는가를 서술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독

일민법은 더 이상 혼인의 指導形象(Leitbild)을 알지 못한다. 혼인당사자가 그들의 

혼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들은 혼

인의 신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재산법적인 효과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혼인 당시에 이혼의 경우에는 어느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적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16) 이와 같

이 본다면 혼인 당사자는 비록 혼인 당시에는 얼마나 혼인이 오래 지속되고, 몇 

명의 자녀가 출생할 것이며, 누가 어떠한 신분적 및 재정적인 희생을 혼인을 위

해 감수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고 확정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

13) LG Münster NJW  1999, 726 = FamRZ 1999, 1441; 동일한 사례에 관하여 BVerfGE 
96, 56 mit kritischer Anm. Frank/Helms FamRZ 1997, 1258.

14) OLG Bremen NJW  2000, 963 = FamRZ 2000, 618이 이처럼 판결하 다.
15) Frank, 100 Jahre BGB - Familienrecht, AcP 200(2000) 401, 408 ff.의 열거 참조.
16) 상세한 것은 Bundesverfassungsgericht FamRZ 2001, 343 mit Anm. Schwab = NJW  

2001,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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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률효과가 없는 혼인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독일에서는 2001년에 이른바 생활공동체법(Lebenspartnerschafts-

gesetz)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同性의 쌍에게 일종의 “혼인”을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이 법률은 동성 사이의 결합을 혼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생활공동

체의 법률효과는 내용적으로는 혼인의 법률효과를 모방하 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이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7) 기본법 제6조 제1

항은 혼인을 국가의 특별한 보호 아래 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관계도 법률적

으로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다면 생활공동체법의 

위헌성 문제는 생활공동체가 모든 면에서 혼인과 동등한가, 아니면 법률이 혼인 

당사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몇 개의 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혼인

은 오늘날 각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 임의적인 내용을 가진 계약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혼인 외의 결합은 사회적으로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는 널리 퍼져 있어서, 입법자가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하지 않은 

쌍에게는 유보되어 있는 이익, 특히 조세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

었다. 아마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발전을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도움에 의

하여 저지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관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헌법의 해석이, 특별히 기본권의 해석이 얼마나 많이 

시대정신에 의존하는가를,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 자신이 스스로 조종할 수 없는 

발전에 얼마나 강하게 얽매이는지를 잘 보여준다.

2. 나는 혼인법 외에 부양법과 부부재산법도 헌법중립적인 것으로 특징짓고자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서로간에 부양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가,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나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시에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권과는 관계가 없다. 이 역에서는 입

법자가 매우 넓은 결정의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적인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예컨대 자녀의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를 측정하고 발

전시킨 정교한 작업(Filigranarbeit)을 살펴본다면, 부양법과 부부재산법에서의 중

대한 불의를, 단지 입법자가 그것을 원하 고, 헌법이 내용상 재판할 수 있는 척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판례가 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은 놀랍다. 

이에 관하여 몇 주 전에 독일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 하나를 든다:

17) BVerfG FamRZ 2002,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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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혼인한 여자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부상을 입고,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중장애인으로서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

게 되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30만 유로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을 받았다. 사고 1년 후에 남편이 이혼하면서 독일에서 적용되는 부부재산법에 

의하여 처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부가이익의 보상으로서 청구하 다.

이 남편은 소송에서 승소하 는데, 법원은 판시하기를 남편의 행동이 도덕저으

로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은 배우자 사이에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

괄적인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자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법원

은 그에 구속된다고 하 다.

부양법에 있어서도 오늘날 50세 된 혼인 당사자가 자녀의 비싼 대학 공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심지어 조부모의 양로원 비용

까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따져볼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입법자가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촉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에 우선적

으로 매달리는 반면,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통과되어야 할 헌법중립적인 개혁은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Ⅴ. 헌법의 향

친족법 분야에서의 수많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본다면, 연방헌법재판소

가 수많은 법률 개혁을 하도록 계기를 부여하 거나 심지어 강요하 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법이 우리의 현재의 친족법에 결

정적으로 향을 미쳤다고는 믿지 않는다. 즉 독일 친족법의 발전을 다른 서유럽 

국가나 미법권의 친족법의 발전과 비교하여 본다면, 이곳이나 그곳에서 그 발

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비교법적인 분석에 의하면, 전후 시기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친족법적

인 개혁법률이, 비록 개별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의 헌법적인 전제는 전혀 상이함

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명확

해진다. 예컨대 혼외자법의 개혁은 유럽과 미국에서 매우 제한된 시기인 1968년

에서 197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독일 혼외자법률은 1969년의 것이다. 동유럽의 

사회주의적 법질서에서는 이 시기에는 혼외자법은 그때 막 완료되었다. 스웨덴에

서는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상속법상의 동등 처우는 독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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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실현되었다. 마찬가지로 1969년에 국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던 혼외자

법을 개정하 다. 오스트리아는 1970년에, 프랑스는 1972년에, 이탈리아는 1975

년에 이를 뒤따랐다. 미국에서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동등한 권리

라는 느린 과정을 진행시킨 최초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은 1968년에서 1973

년까지 사이에 나왔다. 물론 혼외자법을 비교적 늦게 개혁한 나라도 있는데, 예컨

대 스위스는 1976년에 개혁하 고, 또 상세한 개혁이 1975년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개혁의 붐은 

비교적 정확하게 1968년에서 1975년까지로 확정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 1969년에 혼외자법의 개혁을 강요한 것은 독일에서의 발전을 약 2년에서 5년 

정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

라의 혼외자법이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비교법학자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친족법의 발전이 다른 

역에서도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 여기서

는 이를 상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다. 그렇지만 발전의 평행성은 혼외자법뿐만 아

니라 이혼법, 부부재산법, 입양법 및 자녀법 등등에서 증명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는 지금 유럽에서 同性간의 혼인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논의는 약 10년 전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및 네덜란드에서 시작

되었다. 이어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및 독일이 뒤를 따랐다. 오늘날에는 이 

주제가 진지하게 개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서유럽의 나라는 없다. 심지어 

국가적 전통에 의하여 특징지워진 姓名法에 있어서도 유럽 전체적인 국제적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점점 더 입법자는 혼인 당사자에게 그들이 공통의 가족 성

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종전의 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다. 배우자들이 서로 상이한 성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

로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내의 성 중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부모

에게 인정되고 있다. 남편 성의 우위는 점점 더 유럽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

는 同權의 원리가 개별 법질서에서 헌법상 근거가 있는가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가와는 관계가 없다.

친족법이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발전에 

궁극적으로 내용상 향을 미친 것이 헌법도 아니고 헌법재판제도도 아니라는 것

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결정적인 것은 전후의 사회 및 법질서가 겪은 사회적 변

화과정, 가치의 변화일 것이다. 판례와 입법은 이러한 가치의 변화에 단지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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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만을 미쳤다. 이 점은 다른 분야, 예컨대 상법이나 경제법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후의 친족법은 사회적 현실의 반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

니다. 연방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의 해석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하여 특징지워진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가치의 시대제약성의 인식은 바로 친족법의 역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에게 커다란 자제를 요구한다. 오늘날 일반인에게 공평하

고 정당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내일이면 벌써 그렇지 않을지도 모

른다. 그리고 나의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이 점에 관한 것이다. 연방헌법

재판소가 시대정신에는 부합하지만, 헌법상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결론을 의심스러

운 방식으로 헌법으로부터 도출한 판례가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몇 개는 있다.

앞에서 언급한 판례, 즉 60세 난 母가 자신의 40세 된 딸에게 父로서 고려되
는 4명의 남자의 이름을 댈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생각하여 보라. 

또한 인공수정의 경우에 정자 제공자가 문서상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도 

상기하라. 독일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도 이웃인 프랑스에서는 허용된다. 이

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모든 혼인 중에 출생하여 성년이 된 자녀는 부성을 부

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으로부터 획득된 인식도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결정은 입법자, 즉 의회의 다수에게 맡겨야 하고, 헌법에 호소하여 입

법자를 우회하여 속적으로 고착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현재의 자녀의 권리의 

지나친 강조에도 해당된다. 비록 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부

모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연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

늘날 강조는 너무 일면적으로 의무의 요소에 치우치고 있어서 판례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친권이 없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

상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쾰른 고등법원 2001. 12. 12. 

결정18)은 母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父에게 심리
학자가 있는 자리에서만 방문권을 행사할 것을 명하 다. 父가 이 결정을 따를 
것을 거부하자 그는 5,000유로의 강제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2002. 

1. 30.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은 父에게 심리학자가 있는 자리에서만 면접교섭권
을 행사할 것을 명한 것이나, 강제금을 집행하는 것이 父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
한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19) 또한 친권의 행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父 
또는 母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것도 독일에서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20)

18) OLG Köln FamRZ 2002, 979.
19) BVerfGE NJW  2002,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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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평가한다는 인상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50년간 기본권의 실제적 실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일반적으로는 잘 다루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전반적으

로 판례들은 처음에는 비판받았더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혈통을 알 자녀의 권리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그리하

여 프랑스에서는 현재 프랑스 역사에 깊이 뿌리박은 모의 匿名의 출산의 권리를 
장래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유럽인권법원에 그에 관한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

나는 또한 독일 판례와 입법이 기본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헌법의 가치

에 민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의 판례는 우리 모두의 가치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변화시켰으며, 조용한 교육

의 절차를 작동시켰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혼외자법의 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

서 유럽인권법원이 2000년에 Mazurek 사건21)에서 간통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녀

가 다른 자녀와 상속법상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입하

지 않으면 안되었음을 볼 때, 나로서는 독일에서라면 그러한 규범은 연방헌법재

판소의 향에 의하여 수십 년 전에 무효라고 선언되었으리라고 주장하고 싶다.

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평화적 기능에서 보고자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그 판례는 존중되고 받아들여

진다. 예컨대 생활공동체법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선고된 후에는 이전의 

이 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Ⅵ. 결론

이제 이 강연의 끝에 도달하 으므로 요약을 하고자 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친족법 질서는 기본법이 알지 못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법의 언명

은 거의 가족법 전체를 변화시킨 전후의 개혁입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헌법적

인 파토스를 가지고 주장되는 것만큼의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이는 또한 단순한 

친족법도 사회적 행동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조종할 수 있다는, 확증된 인식에도 

20) Frank, AcP 200(2000), 401, 416.
21) 유럽인권법원 2000. 2. 1. 판결(사건번호, Nr. 34406/97, 1077) Vanwinckelen의 주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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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친족법은 사회적 현실의 거울이다: 이는 이러한 현실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는 친족법 학자는 실망할 수도 있다. 헌법의 공적 ―또는 

정확히는 헌법재판제도의 공적― 은 친족법을 위하여 기본권을 구속력 있게 구

체화하 다는 데 있고, 특히 여기서는 규범통제절차에 있어서의 전후의 수많은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이뿐만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본권

에 대하여 민감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하여 변화된 가치감각과 합리화에로 이끌

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