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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양 현 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면서

   한 사람의 성(姓)은 그저 상징적이기만 한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헌

법소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성본체계란 상징적인 약정에 불과하다는 취지

로 선고한 바 있다.1) 만약 그렇다면, 그 ‘상징적’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

미하는가? 사실, 상징적이라 함은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의 호주제도 폐지운동에서 

호주제도에 대해 (특히 1989년 개정 이후 호주의 지위에 대해) 정부와 존치 측

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라서 낯설지만은 않다. 이 때, 상징적이라는 것은 제도

의 실질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깡(J. Lacan)은 정신분석학의 패러다임을 개개인의 심리적 욕동

의 드라마에서 사회-언어적 질서의 체계로 변화시켰는데, 여기서 ‘상징계(the 

1)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 5·6 결정. 한편, 본 결정에서는 민법 제781조 제

1항(2005년 3월 5일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이전의 규정)을 부성주의(父姓主義) 규정이라

고 호명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법의 성본체계는 단지 아버지의 성(姓)이 아니라 

부계(父系) 계통의 표지(標識)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부계성본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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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는 언어와 기호의 체계들, 즉 상징적 질서체계를 일컫는다. 인간들은 

적절한 언어와 기호를 가지지 못하면, 그 대상을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에서 사유

할 수가 없다. 실정법의 다양한 법규들은 이 상징계의 탁월하고 대표적 사례이

다.

   상징계와 라깡을 이야기하면서, 라깡을 계승한 페미니스트 철학자 이리가레이

(L.Irigaray)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프랑스인 이리가레이는 ‘어머

니, 모성, 그리고 모계를 표상하기 위한 상징(계)의 결여’를 문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姓)과 같은 기호를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신체, 피, 자궁, 태반 그리고 출산의 ‘경험’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2) 이

리가레이는 여성적 ‘차이’ 그리고 성적 ‘차이’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별의 계보는 오직 하나, 어머니의 계보가 허물어진 아

버지의 계보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리가레이가 초점을 맞춘 것은 무

엇보다도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에 대한 상징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3) 그 관계

는 가장 친밀하고 또 혼융된(fused)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 근원적인 관계

를 어떻게 표시할지에 ‘재현(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이에 따라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모성적 상징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은 결국 여성

들의 주체성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부계성본원칙에 따른 어머니 

계통 상징의 부재례에 따라 한국법과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피는 ‘비어있는 피’

로서만 존재해 왔다고 표현해 왔다.4) 이렇게 인간의 여성됨과 남성됨, 여성과 남

성이란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그리고 프랑스 라깡의 정신분석학에서 성(姓)

2) Luce Irigaray, “Each Sex Must Have Its own Rights” & “Body against Body: In 

Relation to the Mother,” Sexes and Genealogies, Gillian C. Gill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3) Margaret Whitford, “Maternal Genealogy and the Symbolic,” in Philosophy in the 

Feminine, (Oxon: Routledge), 1991.

4)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16권 제1호, 2000; Hyunah Yang, 

“Imaginary Construction of the Mother’s ‘Empty Blood’: Patrilineal Surname Law in 

Korea and Its Significance”  “’Surname Issues’ in Emerging Feminist Jurisprudence in 

East Asia”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서울대, 여성연구소 주최, 미간행 발표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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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대해 ‘상징적’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매우 다른 의미로 다룬 것은 얼

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이리가레이와 같은 서구의 철학자가 정신분석학에 기대고 

이를 비판하면서 어머니 계통의 부재, 심지어 모계 친족의 부재에 대해 말해 온 

것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실제로, 민법의 부계 성본 규정은 호주제도보다 더 긴 역사와 유래를 가진 

대표적인 ‘전통’의 입법화, 다시 말해 근대 속에서 다시 기입(記入)된 전통의 실

정법화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부계성본주의 즉, 어머니 성본의 계승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여성

의 위치에서 한국법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

본을 계승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한국의 전통을 현재의 시공간에 

부합하도록 재창조한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성제도의 타자가 되어 온 모계 조상

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성 부여권리와 모계의 구성이란 단지 주체성의 구성과 같

은 추상적인 문제이기만 할까. 필자는 역사와 이론의 문제는 언제나 구체적 사실

과 관계, 그리고 효과를 남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계성본주의의 구체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적, 성적, 법적 존재로서의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

서 한국 여성들을 빚어내는가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한국법에서 어머니의 성본을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야말로 한국의 여성주의 법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근본적 문

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역으로, 페미니스트 법학이 한국의 법과 사회의 개혁

에 얼마나 ‘큰 지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한

국 가족법에서 성본제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어머니의 ‘비어있는 피’에 상징

을 부여하여 생생한 피로 만드는 일, 이로써 묻혀있던 여성조상들마저 복권시킬

지도 모른다는 것, 이를 통해 한국 가족법의 동결된 ‘전통’을 재창조할 수 있다

는 것이 이 글이 가진 긍정적 영감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부계성본주의를 지켜주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법의 제781조에 대해, 2005년 개정 이

전과 이후 조문, 그리고 개정 이전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5년의 선고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흥미롭고 중요하게도, 한국정부는 이미 1984년부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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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비준하였으면서도 가족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해서는 유보(reservation)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상태의 지속에 대한 CEDAW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에 대

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문에 나타난 성본에 대한 이

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부계성본원칙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구체적 효과에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이는 결과적으로 남성들에게 미치는 효과이기도 한데)를 

논의할 것이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CEDAW)과 한국의 유보조항

   한국에서 CEDAW는 가족사안에 있어서도 깊은 영향을 남겨왔다. 호주제 위

헌제청의 신청서를 살펴보면, CEDAW는 호주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제인권법

의 근거로 제기되었다.5) 2005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여성의 종중원 자격 확인 

소송’에서도6) 근거 규정으로 원용되기도 했다.7) 이렇게 동 협약은 입법부 뿐 아

니라 재판소의 판단규범으로도 활용되었다. 가족성 조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성

차별철폐협약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의 상이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CEDAW의 의의

   CEDAW는 1979년 12월 18일 제34회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2013년 8

월10일 현재 187개라는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이다. 대

5) 호주제 폐지 사건에서 제청 신청인들이 작성했던 논문, “호주제 위헌제청 신청사유서” 

(2000), 미간행 자료, 에서 보면 CEDAW 제16조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하지만 헌

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에 CEDAW가 근거 규정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6)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7) 이와 관해서는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법학> 제46권 제3호, 103면;  

졸저, <한국가족법 읽기>, 창비사, 2011, 제7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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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정부는 1983년 5월 25일에 본 협약에 서명하고 다음 해인 1984년 12월 

18일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에 발효하였다.8)  

동 협약에 비준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협약의 목적에 동감하고 여성과 남

성간의 사실상의 평등 달성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9) 협약 비준 당사국

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가입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에는 매 4년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CEDAW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18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의하고 협약의 효과

적 이행을 위해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협약 제21조).10) 또한 우리 

정부는 2006년 10월 18일에는 선택 의정서(CEDAW Optional Protocol)에도 가

입하였는데, 본 선택 의정서는 협약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전문(前文)과 6개의 부와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협약은 “여성인권의 대

장전 (Magna Carta)”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 인권의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간단없는 국제여성운

동의 활동 위에 탄생한 본 협약은 여성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1)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진 성에 근

거한(basis of sex) 모든 구별(distinction), 배제(exclusion) 또는 제한(restriction)을 

의미한다 (영문 강조는 필자).12)

8)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9)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 제4권 제4호, 139-162

면 참조.

10) 1997년까지 CEDAW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었으나 이후에는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11) CEDAW의 제정배경에 대해서는 김엘림 [“여성차별쳘폐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107-137]참조.  

12) 위 조문 한글번역 및 이하 동 협약의 한글번역은 정인섭 편역, <중보 국제인권조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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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고, 모성보호가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의미에 주목하여 그동안 국제인권

법이 가진 남성중심성과 성맹성(gender-blindness)을 극복하고 있다.13) 다른 한

편, 본 협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기본권 향유를 제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매우 관심 있게 다루고 있

다.14) 즉,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구분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가 갖는 성차별적 

관습과 고정관념, 관행 등을 철폐할 것 역시 요청하고 있다(특히 협약 제2조와 

제5조). 이에 따라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입법, 사법, 행정부

이지만 관련 부처의 구성원은 말할 나위도 없을 뿐더러 전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1년 7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CEDAW 위원회 제987

번째 및 제988번째 회의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즉 제49차 CEDAW 위원회 최종 

견해(CEDAW/C/KOREA/CO/2011.7.29.)에서 민법상 자의 성본 규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철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15) 한국정부는 협

약 가입 시에 여러 유보조항을 두었으나, 이후 유보조항을 하나씩 철회하여 현재

에는 제16조 제1항 g호만이 유보조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는 계속 

본 조항의 유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16) 

경인문화사. 322면, 2008, 321-330면을 따름. 본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려

면 김엘림, 전게논문을 살펴볼 것.

13) 국제인권법의 남성중심성과 ‘여성인권(Women’s human rights)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Hilary Chalresworth, Christine Chinkin, & Shelly Wright,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 no.4, 1991, 

pp.613-645.CEDAW에 의해 부과되는 국가 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은 다음을 참고할 

것[Rebecca J. Cook, "State Accountability Unde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ebecca Cook(ed.), Human Rights 

of Wom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14)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김선욱, 전게논문, 144면 참고. 

15) 한국 정부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1993년, 1998년, 2007년에 동 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고 2011년에 이어 2018년 2월에도 심의를 받았다. 2월 22일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

는 다음 사이트를 볼 것 https://www.unog.ch/unog/website/news_media.nsf/(httpNewsByYear_e

n)/A7F21523B5DFD1EDC125823C005D32AC?OpenDocument

16) 2011년 회의에서 CEDAW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7차 정기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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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항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5년 12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781조

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3월 동 조문의 개정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즉, 헌재의 판단에 따라 헌법에 

합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민법 조문이 존재함에도 어째서 CEDAW의 유보조항을 

철회하지 못하는지, 국내입법과 CEDAW간의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도 이 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2) 한국정부의 유보 조항

  

   한국정부는 협약의 비준과 함께, 협약 제9조, 제16조 제1항의 c, d, f, g 조항

을 유보하였다.17) 한국정부는 비준 당시 유보조항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18) 

협약과 국내법과의 일치여부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면 더 많은 조항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9조만을 유보조항으로 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있

었으나 외무부가 제출한 안대로 위 조항들을 유보로 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였다. 

CEDAW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

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

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검토하면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성한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관한 NGO 보고서>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보고서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17)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8&chapter=4&lang=en

18) 국회 외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1984.12.3.) 등. 김선욱, 전게논문, 14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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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원회는 지난 제6차 정기보고서(CEDAW/C/KOR/CO/6)에 대한 권고내용

을 재차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16조 제1(g)항의 사안을 제

1(d)항과 분리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기간 안에 제 16조 제1(g)항의 유보철

회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22)

(g)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이와 같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한국법과 충돌함으로써 적용 유보를 한 조문

들은 주로 혼인,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가족’의 영역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페미니즘에서 오랫동안 외쳐왔던 ‘사생활의 젠더정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 나아가, 한국에서 가족/친족체계가 가지는 여성 억압성은 가

족/친족체계가 가지는 사회적 성격에다가 ‘전통’ 문제가 엇물리면서 역사적인 문

제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심도 있는 연구를 요한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20) 한국

정부가 2018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16조 제1(g)항 뿐이다. 이에 따

라 2011년 CEDAW 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제6차(2007년) 

권고에 이어 아래와 같은 권고를 재차 행하였다.21)

   또한, 2018년 2월에 개최된 협약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제8차의 권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23) 

19) 서구 페미니즘 연구에서 공/사 영역의 이분법에 따른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억압 및 정

의의 부재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다. 

20) 한편 한국의 국제인권법의 가입에 있어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 유보

를 하면서 조약을 가입했다는 사실은, 인권조약 가입이 정부의 국내인권상황을 개선시키

겠다는 진정한 의지 표현이라기보다는 조약가입국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정인섭,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인권과 

정의>, 제221호, 1995, 1].

21)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CEDAW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최종견해는 

비공식 한국어 번역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2) 본 논문에서 제49차 CEDAW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권고를 포함한 최종견해는 비공식 

한국어 번역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3) CEDAW위원회는 1993년과 1998년에도 한국정부에게 유보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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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요 사항 및 권고

8.� 위원회는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의 철회에 관하여 당사국 관련

부처 간에 진행중인 협상이 2018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보고에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8)� 및 1988년 제19차 회기에서

채택된 유보에 관한 성명을 상기하며,�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3. 2005년 민법상 자(子)의 성본 조항의 개정

   2005년 3월 국회는 호주제도를 완전히 삭제한 역사적인 민법개정안을 의결

하였다. 이 때 제781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조문도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

다.24)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

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

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24) 2005. 3. 31. 민법개정법률 (법률 제7427호), 본 개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 조문 이외에

도 친양자제도의 창설, 친생부인제도의 정비 등은 본 협약과 관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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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

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

사가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이러한 개정은 여러 변화들을 담고 있다.25) 그것은 첫째, 혼인신고 시 한국인 

남편이 존재하는 부부라도 앞으로 출생할 자의 성본이 모성(母姓)의 성본을 따

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최초의 제도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자녀가 모성을 

좇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호주제 

하에서 입부혼(入夫婚) 등을 제외하고 한국인 아버지가 확인된 경우 즉, 한국인 

아버지의 인지되고 입부혼이 아닌 부자관계가 존재할 경우,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이 방법이 생겨났다. 둘째, 이 개정에 의해서 부

(父)의 자(子) 인지 이후에도 인지 이전 성본 (주로 모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개정 이전 법에 따르면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

르지만, 생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

라 이전 법에서는 오랜 기간 모의 성을 사용해 온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

하게 성과 본이 부의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고 

이미 형성된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성본을 변경

치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부, 모, 자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이

를 허가하면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성과 본을 바꾸어야 할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부의 사망, 이혼, 재혼, 입양 

등 가족관계에 예기치 못한 장애나 변동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26) 예컨대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라 계부와 성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전혼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자녀의 복리와 같은 경우 필요성과 복리를 겸비한 경우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자의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상정이나 이러한 변경

이 ’자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논리에서 부계성본주의를 극복한다기보다는 부계성

25) 개정조문의 해설은 김상용 <가족법 연구 II>, 법문사, 2006 참고. 

26) 자의 성본 변경 필요성이 야기되는 상황들과 “자의 복지”라는 요건에 부합하면 성을 변

경할 수 있다는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이현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에 있어서 자의 

복리,” <가족법연구>, 2008, 제 22권 제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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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의 보완책과 같은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정은 천륜(天倫)으로 여겨지던 부성불변의 

법칙의 예외를 조금이나마 허용함으로써 부계성본주의를 완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27) 이른바 정상적인 법률혼을 한 부부들이 어머니의 성본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선택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가족제도에 있어 일

대 사건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

었다는 것은 더욱더 혁명적인 일이다. 

   하지만, 개정 조문 제781조는 양성 평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 한계점이 있

다고 보인다. 그것은 먼저, 모성의 선택이 오직 혼인신고 시에만 가능하여 절대 

다수의 부부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동일한 부모에서 출생

한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본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도, 그 선택 시기를 

‘첫 자녀 출생’이라고 늦출 수도 있었다. 참고로, 당시 민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에서 마련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이하 가족법개정특위)’에서는 자의 성과 

본에 대한 개정의 원칙을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혼인신고 시’ 모성

을 따를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 

후 부의 사망, 유기, 외도, 별거 등 혼인생활의 변화를 예견할 수 없기에 적어도 

‘출생신고 시’로 자의 성본 결정을 미루거나, 모성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 상황

을 조문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출생 시’에 자녀의 성을 모성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부부간의 트러블,” “갈등유발” 또는 ‘부부파탄’을 야

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따라 ‘혼인신고 시’가 모성선택 시점으로 채

택되었다.28) 

27) 한국의 성본제도에 대한 고찰로는 정광현, <성씨논고: 조선가족법논고>, 이광신, <우리

나라 민법상의 성씨제도 연구>, 법문사, 1973 참고.

28) 본 회의에서는 성본의 사용을 ‘자동차의 우측통행’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대부

분의 자동차가 우측통행을 하는데 자기 혼자 좌측통행을 하자고 하면 맨날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있었다. 또 다른 위원

은 당시 민법에서 혼인 시 ‘입부혼’을 하게 되면 모의 성본을 자가 좇게 되기 때문에, 모

의 성본을 좇는 선택지를 열어두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후퇴’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또는 “그동안 열심히 줄 세워놓은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도리어 인류의 

성본에 대한 역사가 걸어온 것에 대해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

은 법무부 [가족법개정특위 회의록, 제5차 회의 (2003.7.24.), 특히 275-332면, 위 인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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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당시 민법 개정 논의시기에 법무부 개정안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도 존재하였던 바, 이 중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

정안에서는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

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

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29) 이 안은 법무부 논

의에서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 세계

적인 추세로 볼 때,31) 부부가 공동의 성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입법례가 늘고 있고,32) 부부가 

각자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어느 성을 따를지는 부모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의 성본 부여에 있어 여전히 부

계성본주의 원칙이 지속되고 어머니의 성은 ‘예외적인’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  CEDAW 제16조 제1(g)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성 선택의 부부의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33) 그런데 CEDAW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입법부에서 이미경 안이 아니라 법무부 안을 채택하였고, 

법무부 논의에서도 동조 협약 유보에 대해서는 별반 고려하지 않았다.34)

견은 278, 279, 296면] 참고할 것. 

29) [민법개정법률안 제865조의 2 제1항], 2003.5.27. 이미경의원 외 51인 발의 참고. 이외 

노회찬의원외 9인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 제865조의 2 제1항도 동일함.

30) ‘법무부, 전게 회의록, 전게면 참고. 다른 한편, 당시 가족법 개정운동에서는 호주제 폐

지 또한 이에 따른 대안적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에 주력했던 나머지 성본 문제가 중심적 

의제였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성주의에 따른 성차별 효과 등 구체적 피해에 대해

서도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31) 김상용, 전게서, 106-174면 참고, 전게 법무부 회의록에서 조은회 참고인 의견, 2003, 

296-297면,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가족법연구>, 제19권 제1

호, 2005 참고. 

32) 실제로 부부가 동성(同姓)을 사용하던 외국의 경우에도 법이 따로 부부의 성을 강제하

지 않거나(미국), 부부동성주의를 법에서 포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각자 성을 쓰

는 것으로 개정하였다(독일).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부부 각자는 결혼해도 자신의 성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만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이어 받도록 되

어 있었으나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 따라 민법 개정에 따라(2003년 9월 1일

부터 시행)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33) 윤진수, 전게논문, 같은 취지의 의견임.  

34) 법무부 전게 회의록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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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동 조문 제6항에 도입되었던 

바 ‘자의 성본의 변경’은 크게 ‘모의 성본으로의 변경’과 ‘계부(양부)의 성본으로

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전자의 사례가 발생하고 법

원은 이를 허가할 것인가. 한 연구에 따르면 부의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의 사유 

등 특정한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개성(改姓) 신청을 인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경

우에도 모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이다. 앞서의 ‘혼인신고 시’의 자녀 성본

의 모성으로서의 선택 가능성이 가지는 한계가 ‘성본 변경’의 요건에 의해 그 한

계가 완화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법무부 가족법개정 위원회는 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자의 성본을 혼인 중에 변

경할 가능성’에 대해 애매하고 불충분하게만 논의하였다.35) 또한, 법이 시행된 

후 법원 역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의 성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36) 이렇게 한국인으로 법적 혼인이 유

지되는 경우 모의 성본을 부여할 가능성은 다만 혼인의사가 합치되는 혼인신고

시기로 한정짓고, 성본 변경은 결혼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재혼, 

이혼 후 자녀양육 상황 등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마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37) 그런데, 계부나 양부(보통입양에 있어서)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

로 변경하고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부계성본주의가 가지는 일

반적인 사회규범를 재차 확인하고 의존하는 것이어서 부계 성본을 변경하는 예

외를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계성본주의의 원칙 속에 있는 조치이다.38) 환언

하면, 성본변경의 제도는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

35) 법무부 전게 회의록 318-319면 참고.  

36) 이현재, 전게논문, 31면, 각주4) 재인용.

37) 법무부 해당 위원회에서도 ‘성본 변경’을 주로 사회적인 필요성이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

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38) 이 점에서 광주지방법원의 성변경 사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한 연구에서도 모성으로의 

변경이 계부성으로의 변경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단독 양육 상황과 그 상황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머

니는 ‘남편이 있지 않은 한’에서만 모성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한다. 

이 점에서 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신모의 결혼할 권리 내지 성관계를 맺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자녀를 위한 ‘현대판 수절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로는 이

현재, 전게논문, 참고].  



20

항 및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의 관점에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이혼·재혼과 같은 

사회적 현상의 증가에 따른 자녀와 가족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미흡함을 남긴다.

4.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22일 민법 (2008년 1월 1일 시행 이전 

민법) 제781조의 부계성본주의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헌법재

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 결정).39) 전반적으로, 법정의견(재판관 윤영

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의 5인 의견)은 

제781조의 헌법 불합치성을 부계성본주의 자체보다는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 방

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모성 부여 내지 부

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예외적인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

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

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

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크게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 –양계혈통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점, 일반의 의식, 부성 사용이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39) 민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본 사건에서는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

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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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을 들어 부계성본주의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

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

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

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요컨대 부의 사망이라든가 부부의 이혼 이후 모가 단독으로 자녀를 돌보고 친

권을 행사한다든가 혼외자의 인지 이후에도 부가 양육책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 경우에도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존엄

과 양성 평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

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이 공포

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다.’40)

   나아가, 입양이나 재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에 있어 자녀의 계부의 성본으

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인격권의 침해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부성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규정하지 않

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40)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등, 판례집 17-2, 544-5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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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모의 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

으면서도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

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

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

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그러한 강제의 구체적 

이익을 찾을 수 없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41)  

   이렇게 하여, 대상조문인 부계성본의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결

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성의 결정과 사용에 대한 아무

런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

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시켜 잠정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점에서는 앞서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 의견이므로 결국 7 대 1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다른 한편, 이상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었다(재판관 권

성의 의견). 이에 따르면 ‘부성주의는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이며, ‘부성주의는 출

산과 수유라는 사실로 인해 외관상 확인가능한 모와의 혈통관계에 비해 본질적으

로 불확실한 부와의 혈통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부와 자녀간의 일체감과 유

대감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기호체계에 불과한 성이 여성의 실체적인 법적 지위

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성의 

사용으로 인해 재혼이나 입양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재혼이

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사시(斜視)가 그 원인이지 부성주의가 그 원인

은 아니’라고 하였다.42) 이렇게 반대의견은 부성주의 뿐 아니라 현행 조문의 합헌

성을 주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본 결정이 내려진 2005년 12월 22일이라면 법정의견에서처럼 

예외적 경우들의 모성 선택이나 성본 변경이 가능해진 민법 제781조의 자의 성과 

41)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등, 판례집 17-2, 545면.

42)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등, 판례집 17-2, 5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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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개정안이 이미 그 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상태였다는 점이다. 즉 

부의 사망이나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모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행사 등과 같은 

상황에서 모성을 부여할 가능성을 주지 않거나 모의 재혼으로 계부의 성본으로의 

변경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이전 조문의 헌법 불합치성이 개정 

민법 제781조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할 것임에도 CEDAW의 해당 조문의 유보를 현

재까지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에 따르자면 헌법에 합치되

어야 마땅한 현행민법 제781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DAW 유보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43) 국제인권법과 국내헌법 해석이 서로 불일치해도 무방한 

것인가.44)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 세 측면, 즉 

부계성본주의가 다양한 가족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

게’ 수용이 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본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

차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부계성본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요청을 수용하는가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적 요청이 아니더라도 국내적으로도 존재하는 부모성 같

이 쓰기 운동이나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 자생적인 사회의 흐름에 대해 입

법부와 사법부가 주목해야 한다. 개정 민법 제781조는 어느 정도 이런 변화를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45)

43) 한국정부가 국제인권협약을 가입함에 있어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 

유보를 하면서 조약을 가입했다는 사실은 인권조약 가입이 정부의 국내인권상황을 개선

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지 표현이라기보다는 조약 가입국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기 위한 행

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인섭,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인권과 정의>, 제221

호, 1995, 1 참고.

44) 헌법에 따라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된 국제인권법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비일관적인 태

도에 대해서는, 조용환,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 사회>, 2008, 

제34호 참고.

45) 어떤 필자는 보수와 진보 양 편에서 비난을 들어야 할 부계성본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판단을 ‘솔로몬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헌재, 전게논문, 3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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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민법이 가지는 사회학적 의의를 새겨보자면 첫째, 제한적이나마 자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성본 변경의 길을 열어 둔 것은 누대를 거쳐 불

변하는 부계계통 논리 속에서 사유하던 성본의 문법에 커다란 변동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성본 변경 신청시 법원의 주된 고려사항이 실제양육자, 

친부와의 유대관계, 본인의 의사 등이어서 ‘법률상의 친권자나 양육자는 성변경 

심판에서 실제양육자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처럼,46) 가족 개념

의 변화도 발견된다. 이 맥락에서 ‘가족’이란 법률적이고 혈통적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모습, 특히 가족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살핌(care)

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일견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성본이라는 기호가 더 

이상 부계계통의 표지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의 기호로 조금은 이동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한다.47) 이러

한 가족과 성본의 의미 변화를 본 개정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이혼, 재혼, 동성애가족, 독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함에 따

라 가족성에 의해 대변되어야 할 가족 내지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본대로 자의 성·본 조항이 시행된 이래 자녀에게 엄마성을 주기로 한 부부

의 수, 그리고 자의 성본 변경 신청건수가 한국 가족들의 현실적 필요성을 대변

한다.48)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그 다양한 가족의 요청을 다시 아버지와 어머

니 그리고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라는 ‘정상 가족’의 형태로 수용하는 것

이 아닌지 우려된다.49) 

46) 이헌재, 전게논문 2008, 48, 74면.

47)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는, 20세기는 공적 영역의 구조 변동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사생활의 구조변동 시기라고 예측한다. 결혼, 성, 사랑과 같은 친밀성 영역이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주동력이 된다는 것인데, 한국 가족의 변화에도 이런 현대사회의 변

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엔서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

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6). 

48) 엄마성 부여의 신청건수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성본 변경을 신청한 법원 통계치는 현실

적 필요성을 실증하고 있다. 성본변경 청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8년도의 해당건수

는 16,531건 (2009 사법연감, 951면), 2009년에는 7,504건 (2010 사법연감, 978면), 

2010년에는 6,392건 (2011 사법연감, 984면), 2011년에는 6.254건(2012, 사법연감, 1008

면)로 나타난다. 이렇게 2008년의 해당 건수는 전체 가사비송건수의 25%를 차지할 정도

로 그 수요가 폭발적이었다고 한다(오승이, 전게논문,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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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가

   헌재의 다수의견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여전히 부성주의를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사회란 본래 법사회학

자 뒤르껭(Durkheim)이 ‘도덕적 연대’로 표현하기도 했던 바,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제도적 틀이자 지식망이다.50) 이 점에서 사회과학적

으로 측정되지도 않은 채, 부성주의가 다수의 사회인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헌법 

판단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성차별은 

형식적 법률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기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계성본주의의 강요는 사실혼가족, 한부모가족, 비혈연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족들이 출현하고 지속되는 것을 지양하는 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

다.51) 아버지 성을 가지지 않은 ‘다른’ 가족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차별한다면, 대

다수 시민들은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는 획일적 가족 구성 형태를 따를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배하기 좋은 규격화된 가족의 틀 

속에 전국민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계성본주의는 국가-가부장제-가

족의 삼중 효과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계성본주의의 원칙과 어머니성 

부여의 예외적 방안이란 다양한 가족형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하며, 다양한 관계(부부관계, 모자관계, 동거관계 등) 속에서 여성

과 함께 살아가는 남성의 존엄성과 자유도 제한할 것이다. 다음 문제는 더욱 중

49) 예컨대, 재혼가족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 비동거계부모가족, 동거

계부모가족, 비동거계부가족, 비동거계모가족, 동거계부가족, 동거계모가족, 혼합계모형계

부모가족,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무자녀계부모가족 등이 그것이다. 우리 정책은 이 중 동

거계부모가족만을 ‘정상’ 재혼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김은아, “재혼가족의 친족

법적 과제”, <가족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0). 

50) Emil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by George Simpson (trans.), 

Macmillan, 1933, 228면 등.  

51) 예컨대, 어떤 남녀가 동거를 선택했다 해도, 부성주의가 전반적 규범인 사회라면 동거관

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엄마성을 부여하여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므로, 법률혼을 하여 자녀에게 ‘정상성’을 줄 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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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보이므로,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4) 부계성본주의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가

   그동안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여성이 혼인 후에도 자신의 고유의 성본을 유

지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독립성 내지 성평등의 문화가 있다는 담론도 있다. 실제

로 많은 나라에서 결혼 후 여성의 성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동성일 경우 

남편성을 가족성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자녀의 성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부계중심주의로 귀결된다.52) 하지만 한국에서 부부별성주의가 성평등 제

도라는 의견은 실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앞서 본대로 헌법재판소는 부성

주의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다고 하였고, 법무부 회의에서도 성본제도란 

단지 임의적인 ‘기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53) 다수의견의 생각처럼 과

연 부성주의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기호에 불과한 것

인가. 또한 현재의 제781조에 의해 권리 침해가 근절되었는가. 

   먼저, 이러한 결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가진 침해 내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너

무 물질적인(tangible) 차원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미 호주제

도 위헌제청에서 다루었듯이 호주제도의 효과는 개별 조문이 아니라 여러 조문들

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빚어내는 시스템이자 성차별적 제도라고 이해하

였다.54) 마찬가지로, 부계성본주의 역시 여성 개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서서 아

래에서 볼 것처럼 훨씬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젠더불평등을 심화하고 영

속시켜 왔다. 

   첫째, 부계성본주의는 조부(祖父)의 성본만을 본인의 성본으로 채택하게 함으

로써, 모계(母系)를 부계(父系)에 비해 차별하는 제도이다.55) 달리 표현하면, 부

52) 예컨대 일본 민법에는 부부공동의 씨(氏))에 대한 선택규정을 두면서도 실제로는 남편의 

씨를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98.5%), 부부별성주의를 위한 개정운동이 있다 

[Ki-Young Shin, “The Personal is  Political: Women's Surname Change in Japan," 

Journal of Korean Law, vol.8. no.1, 2008]. 

53) 참고로, 호주제도의 존치론자들도 1990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 호주제도의 효과란 단

지 상징적인 것이어서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54)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 헌가 9·10 등,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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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본주의는 그저 어머니 개인과 아버지 개인간을 차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

성조상과 남성조상 간을, 여성후손과 남성후손 간을 구별하고 차별한다.56)  대다

수 어머니는 출산과 양육의 수고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손들에게 

성과 본, 족보와 같은 기호체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남기지 못하는 존재이다. 

결혼한 여성들은 이후 가족에서 자신과 ‘상이한 성본’을 가진 가족들에 의해 둘

러싸이게 되는, 가족 안의 소수자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처녀 이름(처녀적의 성본)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독립성과 아무 관

련성이 없다고 해야 한다. 남편가의 소수자가 되는 대부분의 여성후손(혹은 그들

의 후손)들은 본인의 성본을 연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딸은 

아들보다 손녀는 손자에 비해 덜 중요한 가족 성원이 되고 계통 계승을 위해 남

아를 선호하게 만든다.57) 이에 따라 어머니나 어머니 계통보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계통에 대해 보다 중요한 ‘혈연의식’을 가지게 되고, 부계의 ‘피’를 상징

하는 부계성본이란 라깡의 정신분석학이 말하는  ‘남근(phallus)’의 상징에 다름 

아닐 것이다. 

   둘째, 부계성본주의는 여성의 가족구성권리를 남성에 비해 크게 제한한다. 부

성제도 하에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정

55) 모계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계통으로 관념되지만 현실에서는 복수의 모계들이 존재한

다. 모든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아버지(조부) 이외에도 아버지의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네 명의 조상이 존재하는데, 조부를 제외한 세 조상들은 모

두 넓은 의미의 ‘모계’ 조상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계의 복수성과 추적의 어려움으로 인

해 가족법 학자들은 모계를 단지 ‘자기의 어머니’로 한정하고 모계혈족은 ‘모의 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병호, “민법상 모계혈족의 개념” <법률신문>, 1981, 이경희, “개정 민

법상 친족에 관한 일고찰”, <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등 참고].

56) 체계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만들 수 있는 계통(women’s lineages)으로 모계(母系), 처

계(妻係), 그리고 여계(女係)에 대한 논의. 그리고 부계(父系), 부계(夫係), 남계(男係)의 

집중성과 배타성에 대한 논의로는 졸저,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

차로에서> (창비, 2011) 제9장을 참고할 수 있다.   

57) 한국가족에서 아들보다 딸이 선호되며, 남편보다 아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담론이 있다. 

실제로 가족연구에서 볼 때, 친근감을 가지는 가족관계는 부인의 친정 내지 자매 관계로 

모계화 내지 양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재경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근대적 경험,” <한국여성학>, 제15권 제2호,1999, 옥선화,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

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11호, 1998). 하지만 이

러한 친근감의 이동이 성본과 같은 제도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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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아버지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여성들은 동거, 결혼, 재혼 등과 같은 가족구

성에서 적극적인 개시자(initiator)가 되기 어렵다. 예컨대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도 자의 성본을 모성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가족관계의 유지’라는 요건을 살펴보

는데, 이는 달리 말해 어머니의 재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즉 자녀가 어머

니성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일종의 ‘재혼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법원

에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58) 이는 여성의 혼인권리 나아가 성적 권리의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자녀를 위한 ‘현대판 수절 강요’라고 할 수 있다. 부계성본주의 

하에서 기득권자인 남성들은 이러한 질곡을 겪어 보지도 예상하지도 않을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본제도는 단지 ‘상징’이자 ‘기호’일지도 모른다. 극

히 예외적일 것이나 (현행법에서와 같이 혼인신고 시 모성을 부여했을 경우) 친

부의 성본으로의 변경신청을 한다 해도 부계성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

도 하에서 친부의 재혼 의사를 법원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계부의 성본

으로의 변경에서도 앞으로의 계부의 재혼(삼혼)의 자유 내지 성관계의 자유가 제

한받지는 않을 것이다. 부계성본주의는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가족을 형성할 자

유를 제한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여성의 가족구성권의 제한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리의 제한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성본의 강제와 그것을 ‘정상화’하는 제

도와 관행은 엄마성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비정상아’ 내지 ‘사생아(私
生兒)’를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관계는 여성에게 언제나 임신 

가능성을 가져다주기에, 미혼의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과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성적 주체성이나 출산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것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상대

방 남성이 임신이나 혼인을 원하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선 성관계란 출산과 별개의 문제이고, 원치 않는 (여자친구의) 출산에 의

한 미혼부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행 조치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가정할지라도 

미혼부의 책임은 부계성본제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즉, 부계성본주의가 여성

의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남성의 그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부계

성본주의는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리에서 여성의 주도권과 주체성을 제한

58) 이헌재, 전게논문 67-69, 오승이, 전게논문, 5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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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성의 성과 결혼, 자녀출산의 욕구와 요구에 여성의 성성(sexuality)이 순

응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59)

   이상과 같이 부계성본주의란 외양으로는 형식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남녀간의 성관계, 몸과 욕망을 가로지르고 규율하는 거시적

이고 미시적인 통제기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식으로 말하면, 성본제도라는 거대제도가 신체와 욕망, 성교에 까지 치

밀하게 스며드는 미세 생체권력의 탁월한 예이다. 이로써 성관계나 동거와 같은 

남녀 교섭에 있어서 여성은 적극적인 개시자가 되기보다는 수동성과 의존성을 

통해서 주체성을 발취해야 할 것이다. 성본제도는 여성의 이러한 주체성 구성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상과 같이 부계성본주의는 여성의 계통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모성의 존엄

성을 훼손하고 아버지에 비해 차별하며, 여성의 가족구성원을 제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제한하고 차별해 왔다. 이렇게 부계성본제도는 차별적인 젠더(여성과 

남성)의 시스템을 표상할 뿐 아니라 구축에도 기여해 왔다.60) 이는 정확히 

CEDAW가 금지하는 법적이고 관습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    

5. 결론에 갈음하며

     

   이 글은 법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의 관점 그리고 여성주의 법학의 관점에서 

한국 민법에서 지속되어 온 부계성본주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때, 한국 가족

생활의 변화라는 현실과 CEDAW와 헌법에서 도출되는 성평등의 규범에 입각하

여 논의하였다.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한대로 한국 가족에서 성본체계의 

의미변화에 대해 개별 가족과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성평등한 대안

마련을 위한 사유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59) 성(姓)제도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모성, 성적 주체성과의 관련성 문제가 서양의 페미니

즘 (법학)에서 중심 과제라고 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성본제도가 가지는 성차별성에 대

해서 한국의 페미니즘 (법학) 커뮤니티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0) '젠더'라는 개념은 단지 여성과 남성이라는 양성을 지칭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성간의 권

력 관계를 지칭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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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서 성제도는 점점 더 고정된 

부계계통의 기호에서 구체적인 가족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으로 

그 의미가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성본체계는 계통보다는 

개인(혹은 개별 가족)을 일컫는 지시자(indicator)가 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 같

다. 이미 민법 제781조의 개정으로 인해 성본을 변경한다든가, 친부를 확인한 후

에도 이전의 성본(주로 어머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

다. 이와 함께, 한국 가족의 형태와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진지하게 주

목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혼가족, 동성가족, 국제결혼가족, 그리고 비

혈연 가족 등의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부계계통의 표지’로

서의 성본의 계승이라는 ‘규범’이 자신들의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에 부합하지 않

는 가족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개별가족이나 개인들이 

어머니성을 좇는다든가 하는 선택을 할 여지가 증가하겠으나 이러한 개별적 선

택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들이나 법규범 원칙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서도 성본제도의 성평등성을 단지 개별 가족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

의 성본문제는 단지 아동과 그의 부모라는 삼자간의 개별 가족의 필요에 입각하

여 결정할 문제에 국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평등 기준에 입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성본체계 변혁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부계성본주의는 여성의 성성의 자유와 가족구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

한해 왔다.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물려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바라보는 사회, 그

리고 그것을 수용해 버린 법의 견고한 연대 속에 여성들은 자신의 성성의 자유

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혼할만한 혹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해 줄만한 남성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성본제도의 ‘비밀’에 이제 좀더 많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

본의 정치학에는 피와 계통의 정치학이 혼융되어 왔다. 

   둘째, 한국의 성본체계에서 어머니와 어머니계통의 삭제는 서구의 페미니즘 

법학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거리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가족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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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혈족이라는 개념과 같이 역사성을 띄고 있는 사회조직이자 규범이 한국과 같

은 사회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법개정운동의 50여년의 가열찬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국여성에게 ‘가족문제’는 서구의 의미에서 단지 ‘사적영역’을 넘어

서 ‘공과 사’가 혼융된 사회조직이자 자신을 얽매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적인 법률혼 중심의 가족은 국가의 

입장에서 수월한 지배를 위한 동질적 기초단위가 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해 본다.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형태 내지 개인들의 삶이 다양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정상가

족 바깥의 성성 이슈, 저혼인과 출산의 맥락에서도 동거 내지 혼인결합체 등과 

같은 이슈는 표면에 잘 떠오르지 않고 있다.  

   셋째, 국민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배치하는데 있어서 부계성본주의는 매우 기

초적인 제도가 되어 왔을 것이다. 여기에는 말할 나위도 없이 식민지적 뿌리가 

있는데, 식민지 당국에서 호적제도 및 신분의 공부(公簿)는 시민의 이익이 아니

라 국가의 지배를 위해서 출발하고 있었다. 이후 독재정권 역시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식민지적 관계성을 답습해 왔다. 이와 같이 한국 가족법의 성본 문제는 

또한 한국법의 전통과 근대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고 본다. 성본문제는 호

주제도의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한국 가족법의 전통과 성평등의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필자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처럼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법학(postcolonial 

feminist jurisprudence)의 견지에서 한국의 전통을 버릴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재해석할 수 있다고,61) 어머니의 성본을 계승하고 복원하는 제도를 마

련할 수 있다고,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과 소수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제도를 만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 법학은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어머니 성의 계승은 우리사회의 전통과 현

61) 이러한 견해로는 예컨대 양현아,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

증 -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속에서” <경제와 사회>, 2010 겨울호, 제88호 참고. 예

컨대, 이슬람 전통에서의 여성이 쓰는 베일과 여성주의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편적 관점

과 이슬람 사회 내부의 관점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Lama Abu-Odeh, 

“Post-Colonial Feminism and the Veil: Considering the Differences,” New England 

Law Review, 26, 1992, Joan Scott, The Politics of Ve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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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조화시키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호체계가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에서 부모의 성을 고루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논거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평등에 반

하는 부계성본주의만을 고집하는 것도 헌법적・국제인권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

지 않다. 이에 어느 정도의 질서 내지 정연성을 포기하면서도 양성의 ‘피’를 인

정하는 성본체계로의 이완과 복수화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대안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성긴 제안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혼

인신고 시에 모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현재 혼인신고 양식에도 모성 부여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

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제도를 알리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그 표현이 소극적이

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62) 현행의 물음 보다는 ‘엄마성’ ‘아빠성’ 중 어느 

성을 자녀에게 부여할지에 대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보다 공평할 것으

로 보인다. 이 때 역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부부재산제도와 같은 사항도 선택하

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엄마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성주의를 유지하는 한 협약의 해당 조문의 

유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행 성본 제도를 온전히 양성 평등하게 하여 유보를 철회하는 방안이 

있다. 2003년의 이미경 안이나 노회찬 안에서처럼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성을 정

하게 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에 이

르는 전단계로서 모성 부여의 가능성을 넓히고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방

향으로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모성 부여 선택의 시점을 ‘첫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연기하는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자의 성본에 대해 부부

(5)�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62) 현재의 ‘혼인신고서’ 양식에 해당 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문항이름이 ‘모의 성·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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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로 자의 성본을 부여하

는 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의 사망, 유기, 자와 부인의 학대 등의 

경우 자녀가 어머니성을 따르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완전한 형평은 아니더라도 모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한 

방향의 개정이 될 것이다. 이런 법 개정과 함께 어머니 성과 모계를 계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성본을 계승한 후손이 다시 어머니의 

성을 좇는다면 그 때에야 외할머니계통으로 이어지는 ‘진정 모계’가 가능해질 것

이다. 이로써 딸만 있다고 해서 대(계통)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양과 달

리 부부는 별성을 사용하는 한국 가족의 경우,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하게 모

성과 부성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법에 성본에 관한 강행규범을 두지 않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부부가 혼인시 어떤 성본을 사용할까는 국가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

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들과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또 가족상황에 알맞게 성본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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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표�❶� |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 개정의 필요성63)

� � � � � � � � � � �정 미 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1. 부계혈통주의의 개선에 관한 논의의 필요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가 2005년에 개정되

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과 본 부여에 관한 협의제도는 그 

절차의 경직성과 요건 구비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별다른 활용 없이 장식적인 제

도로 남아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양성의 평등과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는 현대

적 가족관계의 가치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적 도구이므로 부계혈

통주의의 핵심인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법정부여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성과 본은 고유한 가족제도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양성의 평등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가족구

성원간의 관계 및 자녀를 위한 최고의 복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해석

되어야 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게 그 기능을 다할 수 

63) 이 발표문은 201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결정에 부부평

등은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 축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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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정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민법 제781조의 부성법정부여 제도는 부성

의 강제부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였던 입법목적과 부합

하지 아니한다. 정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과 본 부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자녀의 성 결정은 부모의 고유한 친권에 속한다고 보고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

는 것이 각국의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보편적 경향이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

고 있는데64) 그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원래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781

조 제1항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2. 가족제도로서의 성과 본

가.� 민법의 성과 본이 개정 전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가?

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자의 성과 

본의 부여 및 창설, 변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성과 본이 무엇인

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 제781조의 개정 당시에 사용되던 성과 본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이 제도로서 채택한 성과 본의 실질을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리는 절차와 취급방식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의되고 결정된다. 가족관

계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호주제 하에서 부여되던 성과 본은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그 성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호주제 하에서 부여되던 성과 본의 

실체적 기능은 호적에 입적하는 배우자 이외의 구성원의 일체성을 표시하는 표

지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것이므로65)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상 혈족관계의 전반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에 규정된 성과 본의 의미는 

64) 김상용,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여성부 민법개정안 공청

회 자료집(2003. 9. 25.). 

65) 김주수, 주석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2010), 127면. 민법개정 전 호주관련 규정은 

혼인이나 상속 등 가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는 견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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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하의 성 및 본과 다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전통적인 성과 본의 의미와 같지 않다

현행 민법상의 자의 성과 본은 출생 혹은 인지와 더불어 부 혹은 모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창설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子가 개별적으로 

관계하는 子에 대한 가족 관계의 標識이 된다. 이는 宗法에 따라 호주가 집단적 

부계혈연의 標識으로 부여하였던 성 및 본과 그 대상, 절차, 범위, 방법, 관리 내

용 등이 판이하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로서의 성 및 본과 그 의

미가 다르다.

다.� 성과 본의 제도적 의미의 실질적 검토의 필요

민법 제781조의 성과 본은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서 정한 권리 보호의 범위 내

에서 새롭게 도입된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개념과 혼인, 친자, 상속 등 가족법 

전반의 법리를 고려하여 그 실질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

규 제518호)이 민법의 근거 조항을 넘어 과도하게 모의 성과 본 부여권을 침해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실무를 면밀히 살펴 그 실질적 의미를 파악

해야 한다.

3. 성과 본 부여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가.� 부의 성과 본의 법정부여

위 제도는 혼인을 기준으로 혼인 중의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가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는 혼인 중의 자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시 성과 본의 부여권을 사전 포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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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한 친생자에게 자신의 성과 본을 부여하여야 하고, 반대로 모는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부가 인지하지 않거나 친생 관계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과 본을 부여하여야 한다(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의 강제부여). 

호주 혹은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부와 모가 양성의 협력과 평등을 바탕으

로 가족 구성원 공동의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에

도 호주제도 당시와 유사하게 부의 성과 본을 강제로 부여하도록 정한 것이 문

제이다. 부와 모가 공동으로 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子는 父系와 母系 구분 

없이 부와 모 모두를 상속하게 되므로 자와 부모관계의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유독 子에 대한 姓의 부여 시 父系와 母系를 차별하여 부의 성

과 본을 강제하는 것은 변모된 가족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나.� 성명의 현대적 기능과 무관한 성과 본 부여

현대에 있어 성명의 의미는 전통시대의 그것과 판이하다. 성명이 없으면 현대

적 행정 체계에 편입 될 수 없고, 사인간의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

서, 성명은 단순히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標識이 아니라 자신의 全인격을 표

창하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의 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인격을 標唱하는 

성명은 그 주체가 선거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적 거래를 주도하며, 

복잡한 행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개인의 姓과 本은 단순한 父系의 혈통표시가 아니므로 부와 모의 협력 하에 자

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여될 수 있도록 그 부여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

다.� 가족환경 변화의 반영 부족

최근의 가족환경은 종전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

모하였고, 가족의 구성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하였다. 이렇게 바뀐 환경

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외둥이로 성장한 젊은 부모들에게 부계혈통주의를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성과 본을 협의할 기회를 실

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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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形骸化된 성과 본의 협의부여제도

민법 제781조 단서에서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민법이 부와 모에게 자녀

의 성과 본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민법 제781조 개

정 당시 법무부나 개정과정에 참여하였던 학자들도 대부분 이를 부성승계제도의 

완화 혹은 양성의 평등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고 협의부여제도가 도입된 

데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 전 협의에 의한 모성부

여제도는 그 실무적 활용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마.� 姓本附與權의 조화로운 이해의 곤란

민법 제781조는 혼인신고 시 부가 협의를 통하여 사전적, 자발적으로 성과 본

의 부여자의 지위를 포기하였거나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에 한하여 母의 성과 

본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 그러나 민법의 성과 본은 더 이상 부계 혈족

의 상징으로 볼 수 없으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子의 姓과 本은 부와 모가 姓名附與權의 행사 결과 채택된 標識이라

는 내용의 기능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의 성과 본의 결정 과

정에서 부가 협의 절차를 통하여 성과 본 부여권을 사전에 포기하지 않더라도 

모가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모가 혼인 외

의 자의 경우에만 성과 본의 부여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

여서도 아니 된다.

66) 혼인외의 자에게 모성을 부여하는 것은 모성부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자의 성명 부여를 위한 

잠정적 성격의행정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지에 의하여 부성이 취득되고 모

성은 협의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모성의 부여는 모의 권리행사에 의한 확정

적성의 부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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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혼인신고 시 협의에 의한 성과 본 부여제도의 문제점

장래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 전에 미리 협의한 다음 혼인

신고 시 등록하는 것이 모성의 협의부여제도의 본질이다67). 부의 성명부여권을 

자녀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와 의무로 이해하면,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기대권의 포기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가진 특

정한 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족법에서 제도를 통

하여 특별히 허용한 권리나 권한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해당 권리 부여의 본

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사전포기가 가능할 정도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라면 법률상 그러한 권리나 지위를 창설해 줄 이유가 없다.

만일, 이 제도가 모에게 성명부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이라면 부와 모가 협력하여 자에게 성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협의의 시기와 

방법 및 효과를 변경해야 한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이 자녀의 출생 

시 부여될 성과 본까지 미리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고,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도 없다. 자녀의 출산과정

에서 형성되는 모성의 경험을 결혼을 앞둔 미혼의 여성에게 감안하라고 요구하

는 것도 무리다. 이러한 협의는 별도로 작성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하도록 

번거롭게 되어 있어 혼인신고 시 간과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모성

부여제도는 부성의 법정부여를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한 장식적 제도에 불과하다

고 할 수 있다 .

이 협의는 부의 자발적인 협의의사를 전제한다. 결혼을 앞둔 남자가 여자의 요

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혼인신고 후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이 부

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의제도는 夫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바탕 하에 설계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대등한 당사자 간의 협의는 아닌 셈이다

67) 가족관계등록사무지침 제4조 제2항은 혼인신고시 협의가 없는 경우 이혼후 혼인신고

를 다시 할 때 그 협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모계성부여 협

의의 법정요건으로 엄격하게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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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된 협의의 경직적 처리

민법 제781조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다른 중요한 사항은 성과 본 부여에 관한 

협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성과 본의 부여에 관한 협의로 인하여 성

과 본 부여에 관한 신분법상의 효과가 일괄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지, 부와 

모의 혼인관계의 해소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 발생한 성과 본 

부여의 효과를 중지하고 새로운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한 것

이다. 대법원은  위 예규를 통하여 혼인 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협의서를 제

출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고(동예규 제4조 제3항), 자녀 별로 각각의 성과 본

을 부여하기로 한 협의서는 이를 반려하고(제4조 제4항), 이러한 요건을 위반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동예규 제5조 제2항). 이는 민법 제781

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혼인신고시의 협의를 경직되게 해석하여 

그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유효성이 의문시된다. 자녀 별로 각각의 성

과 본을 부여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이 독일식의 婚姻姓이나 일본식의 家姓제도를 도입하지 않

는 한, 형제자매가 同姓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 자녀에게 성과 본을 

부여하는 행위는 출생신고 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

에 예규를 통하여 이러한 협의제출의 요건과 효과를 창설하여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부여를 곤란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

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로써 사람의 성립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과 본의 부여방식을 구비하지 못한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이를 불수

리함으로써, 출생본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늦추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

는 일이다. 출생신고 중 요건에 맞는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을 하고 성과 

본에 대해서만 개별적 처분을 함으로써 부 또는 모에게 그 수리 처분에 관한 이

의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며, 모든 불이익을 출생 본인인

자와 부 또는 모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68).

68) 출생한 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상 특정인의 자로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혜택이나 행정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성본부여 상의 문제로 출생

신고가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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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국인과 혼인한 여성과의 차별

성과 본 부여에 대한 부성법정부여의 원칙은 부가 외국인인 경우 여지없이 무

너지고 만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신고 시 성과 본의 부여에 관한 협의신고

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

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외국인과 혼인한 모는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협의서 제출 없이 자녀에게 모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

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이 부계와 모계를 불문하고 그 자녀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부모양계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 외국인인 자를 출생 신고할 때 모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결혼한 모와 달

리, 자신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모는 외국인과 혼인한 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성명을 부

여함에 있어 현저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

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사실혼이나 혼외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모

가 출생신고를 할 때 모가 부를 아는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충실한 사무처리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출

생신고 시 인지가 되지 않으면“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의 부가 공부에 표시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혼인 외의 자

를 출생한 모는 자신의 자에게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성과 본을 부여하거나 자신

이 알고 있는 부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고, 부는 자를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성의 부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의 성과 

본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

속 사용할 수 있다. 혼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부와 모 그리고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성과 본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법률혼 관계에서는 부의 

성과 본이 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반면, 혼인 외의 경우에는 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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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본에 대한 접근이 그 만큼 어렵다는 점에서 혼인 외의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장을 달리하여 모의 성과 본에 대한 접근이 그만

큼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혼인 중의 자녀가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결국 부의 성과 본을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가 모성과 관련하여 혼인 외의 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볼 것

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개정의 필요가 있다.

차.� 중복성 불허 문제

민법 제781조는 부와 모가 자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성과 본은 하나이고, 중

복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과 본이 상징하는 혈연관계는 

부계와 모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민법에서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지 않으면서 유

독 성과 본의 부여에 있어 부와 모가 각자의 성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와 모가 자에게 각자의 성과 본을 중복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조화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며 양

성의 평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중복성의 관습이 없던 각국에

서도 중복성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

근해야 한다.

카.� 여성차별금지협약의 유보

우리나라는 UN의 여성에 대한 전반적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UN 여성

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6조의 가족 관계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항목

은 유보를 하였다. 각국은 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

고 있으며, 보고사항 중 협약 제16조의 이행여부도 주요항목으로 들어가 있어 

이를 살피면 각국의 가족제도에서의 여성차별적 요소의 존부와 이에 대한 대응

을 확인해 볼 수 있다69).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의 가족제도의 전통유지 및 여

69) 2018. 3. 27. CEDAW 제8차 한국정부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제

19면, 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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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부인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각국의 예에서 보듯이 

적어도 제도적인 차별에 있어서만큼은 이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녀에 대한 姓名附與權受容의 다양한 모습

가.� 전통의 발전적 변모

근대국가의 융성기에 세계의 열강들은 가부장제를 국가체제로 편입하여 사회

적 안정을 도모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무렵에는 여성이 남성의 부

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남편이나 가족의 부속물과 유사하게 폄하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인권개념의 신장과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조화롭고 평온한 가정관계의 재확립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위에서 본 유

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협약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활동 등을 통하

여 각국의 가족관계에서의 차별이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던 과정과 내용을 간략하

게 살펴봄으로써 父性法定附與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뿌리깊은 婚姻姓制度를 관습에 맡겨둠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막고 가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姓變更 
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혼인 파탄이나 가족 사정의 변경을 대응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개인과 가족의 상징적 기호로서 姓(Surname)을 선택하여 부여

하는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70). 미국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성의 선택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을 채택한 주는 4개 주다.71) 

70) Jech v. Burch, 466 F. Supp. 714，718 (D. Hawaii 1979)

71) 루이지아나주는 부의 姓을, 테네시주는 모가 혼인전의 성을 유지하고 부와 모가 모의 

성을 자에게 부여하는데 동의하거나 혼인성에 모의 성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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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주는 법률로써 자녀의 출생 시 부여되는 성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혼

외자에 대한 성의 부여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주는 13개 주이고, 나머지 주

는 대부분 출생 신고에 관한 행정 규정으로 자에 대한 성의 부여를 관리하고 있

다72). 부모의 姓名附與權은 권리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의 

성명 부여를 강제하고 있는 주는 거의 없다73). 연방법원은 출생 신고 시 부모의 

성 부여를 제한하는 주의 법규를 적법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74).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명부여권75) 은 자녀양육에 관련된 권리로 이

해되므로 성명부여에 관한 부와 모의 의견불일치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부

와 모의 의견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76).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권을 행사하는 부와 모의 의견이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

고,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의 의견이 우선한다.

다.� 독일7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91년 부부가 혼인성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의 성이 혼인성이 되도록 한 민법 제1335조 제2항이 양성평등원칙에 위반 

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1993년의 개정법을 통하여 夫婦別姓制를 도입하였

으며, 別姓制夫婦의 출생자에게 부여할 성은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협의

姓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뉴햄프셔주는 자에게 부여하는 성의 범위를 부 혹은 모의 성과 

부모의 결합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네브라스카는 부와 모의 성, 모의 출생시의 성, 부모

의 결합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72) Laura Anne Foggan.  Parents’Selection of Children's Surname, 51 Geo. Wash. L. 

Rev.(1983)583 3번 각주 내용 참조

73) Carlton F. W. Larson, Naming Baby: The Constitutional Dimensions of Parental 

Naming Rights, 80 Geo. Wash. L. Rev.(2011)167.

74) 예외적으로 부와 모의 성이 의의명칭으로 자녀의 출생시의 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네브

라스카주의 법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합헌결정을 한 제8순회법원의 판결이 있음. 

Henne v. Wright, 904 F.2d 1208 (8thCir.1990)

75) 연방대법원의 Troxel v. Granville, 530 U.S. 57，60(2000)은 접견권 관련 쟁점의 다수

의견에서 부모가 자녀의 출생시 성명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음.

76) 전게논문 595면 이하

77) 김범철，‟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독일민법규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19권 제1호(2005)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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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성 부여 결정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

를 지정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성부여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결정권자로 지정

된 부 또는 모의 성이 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프랑스78)�

2003년 1월 18일 개정민법79) 제311-21조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협의에 의하여 부, 모 혹은 부모의 중복성 중에서 선택하여 성을 부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이 친생 관계가 동시에 성립된 부모의 경우에는 

부의 성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생관계가 먼저 성립된 부모의 성으로 출생기

록부에 등재하게 된다. 부모 사이에 수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초로 부여한 성

을 공동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자녀동성주의).

사.�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주요쟁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자녀에게 성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부여하도록 정하

고 있던 민법 조항이나 관습은 변경되었고, 모성부여와 관련한 전통적 차별도 제

도상으로는 대부분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성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부에게 우선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국가들은 가족 제도를 양성의 

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현대적 개념으로 위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이루었

다.

78) 김상용,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여성부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3. 9. 25.), 제19면 이하 및 Heather MacClintock, Note and Comment: Sexism, Surnames, 

and Social Progress: The Conflict of Individual Autonomy and Government Preferences in 

Laws Regarding Name Changes at Marrage, 24 Temp. Int’l & Comp. L.J. 277(2010)293，

phalthy.files.wordpress.com/2006/11/civil-code-france.doc 의 프랑스 민법 참조

79) 2005. 1. 1.부터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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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의 방향

가.� 부성부여법정주의의 폐지

현재의 민법규정상 부모와 혼인중의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에서 모가 자녀

에게 성과 본을 물려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생물학적 부계혈연 관계를 성과 

본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음은 친양자관계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변경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어 해소된 쟁점이다. 따라서 가족법의 통일적 

구성 원리를 고려하더라도 유독 혼인 중의 친자에 대하여 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성을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나.� 협의의 실질적 보장

부와 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부와 

모가 보유하는 사생활의 자유권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권리뿐 아니라 자

녀의 성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자율권을 포함한다. 국가는 이러한 부와 모의 권

리를 보호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며, 모에 대한 부당한 처

우를 철폐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가족법체계에 편

입되어야 한다.

자녀는 헌법상 자신의 인격권의 내용으로 자신의 명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자기결정권을 보유하고, 국가는 범죄나 의무의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한 개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서 정한 개명통제를 할 

뿐이다. 성과 본은 이와 달리 민법 제781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재

판을 거쳐 허가를 해주는 것이므로, 성과 본의 부여 과정에서 부와 모가 실질적

인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누구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법에 의하여 성과 본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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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계의 혈연표시방법 확충

성과 본의 기능이 자연적 혈족의 혈연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거나 법정친자

관계나 가족공동체에서 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의 입장에서는 父뿐만 아니라 모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성과 본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모계 혈연관계의 부여가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부여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이 악화된 다음 성과 본 변

경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분쟁 예방의 효과도 더 크기 때

문이다.

성과 본에 관한 가족법상의 제도는 이미 전통적 조선시대 이후의 가족관계의 

변천에 따라 변모되었기 때문에 핵가족 하에 변모된 새로운 가족관계를 종합적

으로 규율 할 새로운 전통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크다. 특히 고도화된 산업

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 핵가족제도의 심화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질서가 재편성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성 제도, 자녀동성의 원칙의 완화, 성년 자녀

의 모계 성으로 변경 허용 등을 통하여 모계의 성이 후대에 승계될 길을 열어두

어야 한다.

6. 개정안 제시

제781조 제1항: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에게 그 지정을 통지하고, 부 또는 모

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

는 그 지정을 받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계혈통주의를 철폐하고, 부나 모 혹은 

부모의 복성을 자녀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에 관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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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의시기를 출생신고시까지로 하고, 자녀가 부나 모의 성 혹은 부모의 성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한 가정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에 부합하도록 함과 아울러 자녀의 성

과 본에 관한 협의제도의 실질을 기하였다. 민법상의 성본제도는 더 이상 혈계의 

표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부와 아동의 복리를 위한 표지와 복지행정

의 가족관계 식별기호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

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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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표�❷� |

부계성본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 들어가며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 제781조 역시 혼인

신고 시의 부부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되었

다. 그리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

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추가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발표자가 적절히 지적한 몇 가지 논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계성본주의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침해는 과연 없는가.

  발표자는 ‘부성주의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기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부계성본주의는 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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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에 비해 차별하고 여성의 가족구성권을 제한하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제한하고 차별한다고 지적하였다. 

  위 지적에 보충하여 부계성본주의와 부계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관계인 ‘종중’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호 판결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라고 

종중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

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

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

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

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

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시하였다. 위 판결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여성, 즉 딸도 남성과 동등한 종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함

으로써 성별에 의한 종원 자격 제한을 허물면서도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최근 A 종중의 구성원인 어머니의 성과 본에 따라 자신의 성과 본을 

변경한 성년자 역시 A 종중의 종원에 속한다는 하급심 판례80)가 선고되었고,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조심스럽지만, 위 



53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어머니 역시 자신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성과 본

이 같은’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계성본주의는 단순한 어머니 개인과 아버지 개인의 

차별이 아닌 여성조상과 남성조상과의 차별, 여성후손과 남성후손과의 차별이다. 

앞으로 종중이라는 법률관계가 얼마나 더 존속할지 모르겠지만, 종원의 범위에 

관한 젠더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며, 적어도 ‘부성주의가 개인의 구체적

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부계성본주의의 또다른 전제, 본(本)은 필요한가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도가 모두 폐지되면서 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

지만 개인의 식별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청소년들 중에

는 자신의 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앞서 본 종

원의 지위 역시 혈족집단으로서의 인식일 뿐 같은 본을 가졌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분단 전까지 호적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후 얼마 지나

지 않아 호적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 개

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자신의 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81)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을 기재하지 않는 것 역시 혈통주의

의 완화를 위한 또다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자녀의 성 선택 방안을 위한 제언

   현행 성본 제도를 온전히 부부의 협의에 따르도록 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가

능할 것인가. 과연 협의가 되지 않을 때 2003년의 이미경 안이나 노회찬 안에서 

80)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81) 이제우, “통일을 대비한 북한신분등록제도와의 통합”,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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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법원이 개입한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발표자는 출생 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도록 하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혼인신고 시에만 모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

781조에 관하여, 혼인 후의 부의 사망, 유기, 별거 등 혼인생활의 변화로 모가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부의 성을 따라야만 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부부관계를 넘어 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미리 자녀의 출산

과 양육 방식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대한 협의 역시 혼인신고 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 이후 사

정의 변경에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 전까지는 부모의 협의 하에 자녀의 성과 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방의 사망, 유기, 이혼이나 별거 등 혼인생활

의 변화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선택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결어

   부계성본주의 원칙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이어받은 자녀들에 대하여, 

혹은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들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올바른 제도가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음도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미래의 어느 날에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편견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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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표�❸� |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 

토론문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성ㆍ

본 결정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좋은 발표를 들려주신 양

현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 10년 전 「민법」은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친양자 제도, 성ㆍ본 변경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천륜(天倫)’으로 여겨져 왔던 

부자관계 관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

와 같이 지난 10년간 ‘성과 본’은 부계혈통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

하고, 오히려 가족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

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의 원칙상 아무리 자

녀가 혈연상 부(父) 뿐만 아니라 계부 또는 양부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도 여전히 성ㆍ본은 부(父)와 자녀의 연결고리일 뿐이며, 성ㆍ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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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母)는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부는 

혼인 성립 시에 미리 모(母)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자녀가 태어난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후적으로 모(母)의 성ㆍ본을 따

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위에서 밀린 부(父)는 소외감을 경

험하게 되며, 사회 전체의 주류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한 가정 

전체가 소외의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하지 않는 한, 누구의 성과 본을 택하더라도 성과 본이라는 제도가 

가족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 법의 구조상으로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3.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

다. 본래 모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그 자체로 존엄하며, 어떠한 혈통으로부

터도, 어떠한 가족으로부터도 독립한 개체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과 본과 이름은 이와 같이 존엄한 한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식별하고, 그를 

상징하는 기능을 수행함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문(家門)과 그 가문이 

속한 신분계급에 따라 차별하였던 중세시대에는 성과 본이 그 소속된 가를 

표시하여주는 역할을 하였고, 개인의 인적 동일성은 이름을 통해서만 확인하

였습니다만, 근대 민법 이후로 성과 본에 더 이상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

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과 이름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통의 흔적

에 불과하며, 성ㆍ본은 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를 조금 더 손쉽

게 특정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양한 성ㆍ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은 양성 평등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인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4. 이미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인식 하에 부부와 자녀의 성(姓)을 선택할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가령 독일은 부부가 동일한 혼인성(Ehename)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로

부터 출생한 자녀도 그 혼인성을 따르지만(독일민법 제1616조), 공동친권자인 

부부가 혼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첫째 자녀 출생시로부터 한 달 내에 부

성(父姓) 또는 모성(母姓) 중 하나를 자녀의 출생성(Geburtsname)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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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둘째 이하의 자녀는 첫째 자녀의 출생성을 따릅니다(독일민법 

제1617조제1항). 공동친권자가 한 달 내에 자녀의 출생성을 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부모 중 일방에게 결정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수여

받은 자가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결정권한

을 수여받은 자의 성(姓)을 자녀의 출생성으로 합니다(독일민법 제1617조제2

항). 또한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친권행사자의 성(姓)을 자녀의 성(姓)으로 하지만, 친권행사자는 자

녀가 부모 중 다른 일방의 성(姓)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되, 이 때 자녀가 5

세에 달하였다면 자녀 자신과 그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독일민법 

제1617조의a 제1항 및 제2항). 

   (2) 프랑스 역시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는 부성(父姓), 모성(母
姓) 또는 부성(父姓)과 모성(母姓)을 당사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한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성(姓)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에는 민사신분등록관이 부모 중 친자관계가 먼저 성립한 사람의 성(姓)을 기

준으로 자녀의 성(姓)을 선택하되, 친자관계가 동시에 성립한 경우에는 부(父)

의 성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프랑스민법 제311조의21 1문 및 2문). 또한 부

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자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였다면 자녀

는 부모 모두의 성(姓)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여 따르지만, 부모 자신도 중

복 성(姓)인 경우라면 그 중 첫 번째 순서에 오는 성(姓)만을 이용하여 자녀

의 성(姓)을 조합합니다(프랑스민법 제311조의2 3문). 다만, 첫째 자녀를 위

해 정한 성(姓)은 둘째 이하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으로써 자녀동성(子女同姓)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중국조

차 1980년부터 이미 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고, 모(母)의 성

(姓)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중국 혼인법 제22조). 최근 1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후로는 첫째는 부성(父姓)을, 둘째는 모성(母姓)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유

행이라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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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성(母姓)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현실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자의 견해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

다. 다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성(姓)을 선택하는 시점을 ‘첫 자녀의 

출생신고’시로 연기한다는 것은, 첫 자녀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성(姓)은 반드

시 첫 자녀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자녀 동성의 원칙을 지지하시는 것인지

요?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의 구조 하에

서 자녀동성(子女同姓)의 원칙은 무엇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런지요? 혹

시 자녀동성(子女同姓)의 원칙이 오히려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는 없을런지요? 

   (2)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부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 법

원의 허가를 통해 자녀의 성ㆍ본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성ㆍ본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미리 법에서 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런

지요? 발표문에서는 “아버지의 사망, 유기, 자와 부인의 학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이와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자녀

의 성ㆍ본 결정을 위한 허가 사건은 부모의 유책성을 가리는 재판으로 변질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유책주의 이혼법과 같이 오히려 가정의 해체와 자녀

의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맡겨 놓는다면, 현재의 하급심의 성ㆍ본 변경 허

가 실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녀의 복리’라는 명목 하에 부성(父姓)을 선

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프랑스의 예

와 같이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ㆍ본 협의가 없으면, 부모 양

성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오히려 양성 사용이 자연스러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지요?

   (3) (2)와 같이 양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본(本)’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필연적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성과 중에는 본(本)은 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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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주의의 잔존물일 뿐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본(本)을 기록할 이유가 전

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거나, 특히 이미 오래 전에 본(本) 개념이 사

라진 북한과의 통일과 그에 따른 신분등록부의 통합에 대비하여 우리 가족관

계등록부에서도 본(本)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4) 또한 (2)와 같이 법에서 양성사용을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굳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일이 출생일로부터 30일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긴 편

이며, 사주팔자에 따른 작명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

료를 부과 받거나,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만연히 출생신고를 해태

하고 있는 사안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우

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姓)

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결국 출생신고가 늦

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 때 성(姓)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도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발표자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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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표�❹� |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한 토론문

신 옥 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뜻 깊은 좋은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법상 부성주의원칙이 위헌이라고 하는 양현아 교수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

하며, 보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문제제기

  민법상의 제규정은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족법은 중요한 

개정들을 통하여 성평등적, 아동의 복리중심적인 가족법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러나 곳곳에서 여전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인하는 규정들이 온존하고 

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자의 성결정에 

있어서 부성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모성을 따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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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민법 제781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정 혼을 기준으로 삼고 혼

인하지 않은 사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혼인외 자’라

고 하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781조 제5항에서는 혼인외 출생자,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보면 출생시 신

고서에 기재사항으로서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별하여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하여 출생신고서의 서식에 양자를 구분하여 기

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 후 자녀 성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과 아

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기본적 시각과 방향

의 설정이 필요하다.

2. 헌재 2005.12.22.2003헌가5·6(병합) 결정의 문제점82)

  

  첫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부성주의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다수는 부성주의를 

가족내 부와 모의 평등권 침해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서 부성주의로 인해 

특별히 침해되는 기본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부

성주의는 가족 내에서 모를 부계의 혈통을 계승할 수 있는 자녀의 생산기능을 

가지는 부차적 지위에 머무르게 하므로 제36조 제1항의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명

하는 경우 엄격심사를 하여야 하고, 부성주의는 가족에서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

는 헌법 제36조에 반하여 가족 내에서 모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므로 원칙적

으로 엄격심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미국의 엄격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과 수단 간의 엄밀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독일의 예와 같이 비례원칙

에 따른 심사를 할 수도 있으나, 합리성심사는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입

법재량은 축소되고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헌재 결정에서 다수는 부성주의원칙이 가족 내의 양성평등을 침해하는지의 문제

82) 신옥주,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고찰, 암법학, 43호 34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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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평등권침해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고, 성에 대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입법자들이 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엄격심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부성주의원칙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하기가 어렵다. 부성주의원칙은 부의 혈통을 기준으로 개인의 혈통과 이를 매개

로 한 가의 혈통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계를 중심으로 혈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부계혈통주의의 핵심이다. 이는 부와 남성을 중심으로 한 혈통의 계승을 강제함

으로써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두고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기

능을 가진다. 가족 내에서 모계혈통을 나타내는 모의 성은 그 자녀에게 부여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자녀에 대한 관계에 있어 모의 지위가 부의 지위

에 비해 명백히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성의 사용을 통해 동일

한 성을 사용하는 부계의 혈연집단 구성원들 상호간의 혈연적 일체감과 귀속감

에서 모는 가족 내에서 소외된다. 이러한 부성주의원칙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의 존엄과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

회의 가족 내에서 더 이상 적합한 목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사회구성원의 부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성주의의 위헌성을 치유하지 못

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유와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

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부의 

성을 사용함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문제되지는 않으므로 대다수의 사회구

성원은 여전히 부성주의를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

여 진다83).”고 하면서 부성주의원칙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성주의

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가족 내에서 모를 차별하여 개인존엄과 양성평등

에 기반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반하여 위헌인 경우에까지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결정에서 판시한 것처럼,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에 바탕이 

되는 것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라고 할지라도 양성평등한 가족이라고 하는 헌법

83)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3년 11월 발표한 자녀성 결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

사대상자 6,873명 중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대답한 수가 4,252명(61.9%), 부성주

의는 당연하다고 대답한 수는 2,621(38.1%)였다.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부모

가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4,336명 중 3,261명(75.2%)로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해야한다(817명 18.8%)는 의견 보다 높았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7주년 기

념 심포지움,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2013.  11. 14.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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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념과 상치되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성주의원칙은 생물학적인 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자녀에게 성을 물려

주는 제도인데, 이는 자녀의 성 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다. 따라서 부성주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성에 따른 

여성차별을 하고, 그 결과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부성주의원칙은 부부가 자율적으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들

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서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다.

   다섯째, 부성주의원칙은 한 인격체로서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고 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와 가의 계승을 위한 성의 계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

10조에서 보호하는 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 현행 민법 제781조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1) ‘제1항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제1항은 부성주의원칙의 예외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자녀가 모성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성주의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규정은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을 치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결정하여 모성을 자녀의 성으로 쓰게 

하는 것은 현실성을 상실한 규정으로 부성주의의 위헌성을 위장하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다. 먼저 혼인신고 시 남녀가 자녀의 성에 대한 합의를 하여 이를 신

고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성에 대한 남녀의 합의가 

혼인신고 시 부존재하는 경우 부성이 자녀의 성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성주

의원칙을 교정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또한 만일 혼인을 앞둔 남녀가 자

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혼인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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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유로운 혼인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 1993년 가족성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법률

(Gesetz zur Neuordnung des Familiennamensrechts v.16.12.1993)이 제정되어 

민법의 가족성 규정이 개정되었다. 현행 민법 제1355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부 

또는 처의 혼인전의 성을 혼인성(Ehenahmen)84)으로 정할 수 있고, 결정하지 못

하면 이들이 혼인전에 사용하던 성을 혼인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616

조에 따라 혼인성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은 출생과 함께 혼인성에 따르게 되며, 

인지된 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리고 혼인성이 없는 경우는 자의 양육권을 중

심으로 자의 성이 결정된다85). 제1617조 제1항에 따라 혼인성이 없는 경우 부부

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이면 부부가 합의하여 신분청 공무

원에게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성으로 결정하여 표명한다. 제2항에서는 공동양육

권이 있는 부모가 자녀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일방에게 자녀성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주며, 이때에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자녀성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녀성 결정권을 넘

겨받았던 부모 일방의 성을 자녀성으로 갖게 된다.86) 제1617a87)조에서는 혼인성

을 갖고 있지 않고 단독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사는 자의 성에 관한 결

정이다. 제1항에 따라 자의 성은 출생시 양육권을 가지고 단독양육하고 있는 부 

84) 혼인성이 곧 가족성(Familiennamen)이 된다.

85) Brien Dorenz & Peter A. Ströll, Namensrecht, Grundlage für einen namensre- chtlichen 
Beitrag in "Professors Udolphs Buch der Namen", 2005, Bertelsman.

86) § 1617 (2) Treffen die Eltern binnen eines Monats nach der Geburt des Kindes keine 
Bestimmung, überträgt das Familiengericht das Bestimmungsrecht einem Elternteil. 
Absatz 1 gilt entsprechend. Das Gericht kann dem Elternteil für die Ausübung des 
Bestimmungsrechts eine Frist setzen. Ist nach Ablauf der Frist das Bestimmungsrecht 
nicht ausgeübt worden, so erhält das Kind den Namen des Elternteils, dem das 
Bestimmungsrecht übertragen ist.

87) § 1617a Geburtsname bei Eltern ohne Ehenamen und Alleinsorge
    (1) Führen die Eltern keinen Ehenamen und steht die elterliche Sorge nur einem 

Elternteil zu, so erhält das Kind den Namen, den dieser Elternteil im Zeitpunkt der 
Geburt des Kindes führt.

    (2) Der Elternteil, dem die elterliche Sorge für ein unverheiratetes Kind allein zusteht, 
kann dem Kind durch Erklärung gegenüber dem Standesamt den Namen des 
anderen Elternteils erteilen. Die Erteilung des Namens bedarf der Einwilligung des 
anderen Elternteils und, wenn das Kind das fünfte Lebensjahr vollendet hat, auch 
der Einwilligung des Kindes. Die Erklärungen müssen öffentlich beglaubigt werden. 
Für die Einwilligung des Kindes gilt §1617c Abs. 1 entsprec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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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의 성을 따른다. 

(2) ‘인지 시 자녀의 부성으로 변경’의 위헌성

  제1항의 부성주의원칙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성을 부성으로 결

정하도록 한다. 즉, 제5항에서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88)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

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를 보면 성․본 계

속사용난이 있으며, 원인일자와 원인(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작성방법을 서술한 별지를 보면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

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과 관련한 현실을 보면, 동조 제1항과 제5항을 유기적으

로 해석하여 인지된 자녀에게 부성주의원칙이 적용되어 통상 자녀는 부성을 갖

게 되고 부모가 예외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종전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에 관한 위의 규정은 친권자인 모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기보다

는 부를 중점에 두고 성의 변경을 규정한 결과이다. 혼인하지 않고 단독친권자로

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는 자녀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 그동안 모의 성으로 살아온 자녀의 복리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 인지는 신분청에 대하여 인지선언(Erklärun

g)89)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독양육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가지고 아동을 양육

88) 민법 제855조, 제855조의2, 제844조, 제863조.

89) Personenstandsgesetz (PStG)
§ 44 Erklärungen zur Anerkennung der Vaterschaft und der Mutterschaft
(1) Die Erklärung, durch welche die Vaterschaft zu einem Kind anerkannt wird, sowie die 
Zustimmungserklärung der Mutter können auch von den Standesbeamten beurkundet werden. 
Gleiches gilt für die etwa erforderliche Zustimmung des Kindes, des gesetzlichen Vertreters 
oder des Ehemannes der Mutter zu einer solchen Erklärung sowie für den Widerruf der 
Anerkennung.
(2) Die Erklärung, durch welche die Mutterschaft zu einem Kind anerkannt wird, und die 
etwa erforderliche Zustimmungserklär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der Mutter können auch 
von den Standesbeamten beurkund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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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부는 공적으로 공증된 형식으로 인지는 신분청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

를 하여야 하며, 부의 인지에는 공적으로 공증된 형식의 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의 인지에 따라 부의 성을 중심으로 자녀의 성 변경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는 인지 후에도 아동은 원칙적으로 모의 성

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지 후 아동의 성 변경은 친권을 중심으로 변경될 수 있

다. 아동에 대하여 단독친권을 가진 모의 경우 모가 부의 승낙을 받아 신분청에 

대하여 성변경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동도 

성변경에 참여해야 한다.아동이 만5세의 경우는 법률상 대리인을 통하여 성의 변

경에 대한 승낙을 하고 만14세부터 아동은 스스로 승인을 하여야 하며, 법적 대

리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해야 하고 이러한 승낙은 공적으로 공증이 되어야 한다.

4. 개정방안

(1) 법정혼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차별적 용어의 개정 필요성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사유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차별도 당연히 

금지된다. 아동의 행복추구를 이념으로 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

동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법 제844조, 제855조, 제781조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90)에서는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을 자와 혼인외 자로 

(3) Dem Standesamt, das den Geburtseintrag des Kindes führt, ist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r Erklärungen zu übersenden. Ist die Geburt des Kindes nicht im Inland beurkundet, so ist 
die beglaubigte Abschrift dem Standesamt I in Berlin zu übersenden.
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

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

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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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임신과 출산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써 혼인이 그 

전제가 되지 않는다. 아동에게 태어날 때부터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출생하였음을 암시하는 혼인외 자의 표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의 재

생산권의 행사를 통해 태어난 아동을 혼인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언어적 차

별이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의 경우 민법상 아동관련 규정들의 개선을 위하여 

1997. 7. 1. 아동개혁법이 제정되어 혼인 중의 아동과 혼인외의 아동사이의 구분

을 철폐하였다. 이를 통해 민법 출생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아동의 상

속에서의 평등이 구현되었다. 

(2)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녀성의 결정 필요성

  원칙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성주의원칙을 폐기하고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성 부여를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은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독일과 같이 법원에서 결정하

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부성주의원칙의 폐기가 어렵

다면, 제781조 제1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혼인신고시의 합의가 아니라 출생신고

시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성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원칙이 폐기되지 않고 단지 단서조항만이 수정된다면, 동조 제

5항도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원칙

적으로 종전성을 사용하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개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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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Ⅰ. 서언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도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호주제 하에서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법으로 강제하였으나, 2008년 개정된 민법 제781조는 부성을 원

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모성 승계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부성강제주의가 완화되고 성평등

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과 본이 부성을 원칙으로 하여 

결정되고 모성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으로써 부성강제주의와 크게 다

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부성주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
모와 남・녀를 합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

고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우

리 정부는 1984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한 이래 동 협약규정 

중 부부가 동등하게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CEDAW 제16조 제1항 제g호)에 관

하여는 계속 그 적용을 유보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이행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성

불평등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녀는 부의 성

과 본만을 따라야 한다는 종전의 부성강제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

월 12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결정)을 내

린 바 있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삼은 것 자체가 위헌성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8년 민법 개정으로 부성강제규정이 부성원

칙규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자녀의 성과 본 결정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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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이념에 어긋나고, 사회 및 가정에서 부·모와 남·녀 차별의식의 근간이 되

며,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 입양 가정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의견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자녀의 성결정은 성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 

내에서 부부 간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부부와 자녀의 복리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개정 민법 제781조의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된 지금 

국민들은 과연 부성주의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민

법은 과연 국민들의 의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가

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과 개정방향에 대한 

의식 조사를 2013년에 1차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위한 입법과 정책전

환요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현행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에 따른 자녀의 성 결정 제도와 관

련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부성주의원칙을 규정한 민법조항의 개정방향

을 모색하기 위해 본 상담소 본부 및 전국 27개 지부의 방문자들과 법원, 중・
고등학교, 대학교, 공원, 지하철, 전시장, 회사, 관공서,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연

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총 3,303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별과 연령별로 고른 분포

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3,060부)과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온라인 설문조사(243부)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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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자료는 모두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8% 포인

트로 표본의 오차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에서는 2013년에“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지난 5년간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함

께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PC기반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는 각 집단 내에서 남녀별, 연령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3,303명 중 남성은 1,382명으로 41.8%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1,921명으로 58.2%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3,303명 중 20대가 663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는 40대 654명(19.8%), 30대 608명(18.4%), 50대 599명(18.1%), 60대 380명

(11.5%), 10대 207명(6.3%), 70대 이상 192명(5.8%)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각 연령대의 의식을 고루 비교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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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조사대상자의 특성(2018년)

항목 구분 사례 수(N) 비율(%)

남녀별

남자 1,382 41.8

여자 1,921 58.2

합계 3,303 100.0

연령대

10대 207  6.3

20대 663 20.1

30대 608 18.4

40대 654 19.8

50대 599 18.1

60대 380 11.5

70대 이상 192  5.8

합계 3,303 100.0

2.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

(1)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대상자에게 민법의 부성주의원칙 규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3,303명 중 2,383명(72.1%)이‘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920명(27.9%)으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성주의원칙

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상담소의 2013년 조사91)

에서 부성주의원칙에 대해 70.3%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보다 약 2%가량 

증가한 것이다.

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창립 57주년 기념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

가’ 」심포지엄자료집(2013), 51-1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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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2018년 2013년

명 % 명 %

안다 2,383 72.1 4,834 70.3

모른다 920 27.9 2,039 29.7

합계 3,303 100.0 6,873 100.0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여부

①�남녀별 비교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69.6%, 

여성은 74.0%가 ‘안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부성주의원칙을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인지도가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봤을 때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남성의 인지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의 인지도는 70.6%에서 74%로 다

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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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남녀별비교

구분

2018년 2013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다 962 69.6 1,421 74.0 2,383 72.1 2,067 70.0 2,764 70.6 4,831 70.4

모른다 420 30.4 500 26.0 920 27.9 886 30.0 1,149 29.4 2,035 29.6

합계 1,382 100.0 1,921 100.0 3,303 100.0 2,953 100.0 3,913 100.0 6,866 100.0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도남녀별 비교

②�연령별 비교

  다음으로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성

주의원칙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80.5%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30대(71.9%), 70대 이상(70.8%), 60대(70.0%), 50대

(69.8%), 40대(68.8%), 10대(68.6%)의 순이었다. 2013년 조사에서도 부성주의원

칙에 대한 인지도가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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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6~7명 이상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녀의 성결정 제도를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연령별 비교

구분

2018년 2013년

안다 모른다 합계 안다 모른다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대 142 68.6 65 31.4 207 100.0 397 67.6 190 32.4 587 100.0

20대 534 80.5 129 19.5 663 100.0 1,513 76.8 458 23.2 1,971 100.0

30대 437 71.9 171 28.1 608 100.0 881 68.4 407 31.6 1,288 100.0

40대 450 68.8 204 31.2 654 100.0 823 66.7 411 33.3 1,234 100.0

50대 418 69.8 181 30.2 599 100.0 797 69.9 343 30.1 1,140 100.0

60대 266 70.0 114 30.0 380 100.0 418 64.9 226 35.1 644 100.0

70대이상 136 70.8 56 29.2 192 100.0

합계 2,383 72.1 920 27.9 3,303 100.0 4,829 70.4 2,035 29.6 6,864 100.0

(2)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3,303명 중 

67.6%(2,234명)가‘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3년 조사

에서 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성주의원칙은 당연하다’는 응답

은 32.4%(1,069명)로 2013년 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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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구 분
2018년 2013년

명 % 명 %

부성주의원칙은 당연하다 1,069 32.4 2,621 38.1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 2,234 67.6 4,252 61.9

합계 3,303 100.0 6,873 100.0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연도별 비교

①�남녀별 비교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을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성주의원칙은 불합

리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남성 응답자 중 54.5%(753명), 여성은 여성 응답자 중 

77.1%(1,481명)였다.  남성의 경우 부성주의원칙을 ‘당연하다’고 한 응답과 ‘불

합리하다’고 한 응답의 차이가 9% 정도에 그쳤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부성주의

원칙이 ‘당연하다’고 한 응답과 ‘불합리하다’고 한 응답의 차이가 54.2%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부성주의원칙에 대해 남녀별에 따라 입장의 차

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부성주의원칙이 ‘당연하다 내지는 당연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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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3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당연하다 629 45.5 440 22.9 1,069 32.4 1,567 53.1 1,050 26.8 2,621 38.1

불합리하다 753 54.5 1,481 77.1 2,234 67.6 1,386 46.9 2,863 73.2 4,252 61.9

합계 1,382 100.0 1,921 100.0 3,303 100.0 2,953 100.0 3,913 100.0 6,873 10.0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증가하

였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7.6%나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 폭(3.9%) 보다 컸다. 

한편 남성 응답자의 45.5%(629명), 여성 응답자의 22.9%(440명)가 ‘부성주의원

칙이 당연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성 결정은 원칙적으로 부성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표-6>�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남녀별비교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남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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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령별 비교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성주의원칙은 불

합리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대에서 83.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30대

(74.2%), 10대(70.0%), 40대(69.0%) 등의 순이었다.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한 비율이 전체 응답비율(67.6%) 보다 더 높았던 

반면, 50대(61.3%)부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불합리하다’는 응답률이 현저히 낮

아졌다(60대 49.5%, 70대 이상 39.6%).

  2013년 조사에서는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라는 인식이 10대가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72.5%), 30대(66.1%)의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에서는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20대~30대가 크게 늘어났음이 

주목된다. 또한, 40대(59.8%)의 경우 2013년 조사에서는 ‘부성주의원칙은 불합

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61.9%)보다 낮았으나, 2018년에는 

69.0%로 전체 평균(67.6%)보다 높아진 점 역시 눈에 띈다. 이처럼 2013년보다 

20대, 30대, 40대에서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의식이 확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50대(49.5% -> 61.3%), 60대 이상(33.5% -> 49.5%, 39.6%)

도  2013년도에 비하여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져 

전 연령대에 걸쳐 의식의 변화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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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연령별 비교

구분

2018년 2013년

당연하다 불합리하다 합계 당연하다 불합리하다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대 62 30.0 145 70.0 207 100.0 137 23.3 450 76.7 587 100.0

20대 107 16.1 556 83.9 663 100.0 542 27.5 1,429 72.5 1,971 100.0

30대 157 25.8 451 74.2 608 100.0 437 33.9 851 66.1 1,288 100.0

40대 203 31.0 451 69.0 654 100.0 496 40.2 738 59.8 1,234 100.0

50대 232 38.7 367 61.3 599 100.0 576 50.5 564 49.5 1,140 100.0

60대 192 50.5 188 49.5 380 100.0 428 66.5 216 33.5 644 100.0

70대이상 116 60.4 76 39.6 192 100.0

합계 1,069 32.4 2,234 67.6 3,303 100.0 2,616 38.1 4,248 61.9 6,864 100.0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연령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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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남녀별·연령별 비교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에 따른 남녀별 간에 차이가 극명하게 났

다. 여성의 경우 10대~40대 연령의 경우 10명중 8명 이상은 ‘부성주의원칙은 불

합리하다’고 응답하여 부성주의원칙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50대는 

73.2%, 60대는 54.9%, 70대 이상은 45.9%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

답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허용도가 다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대 74.5%, 30대 60.8%, 10대 59.5%, 40대 53.3% 

등의 순서로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성 중 70대 이

상 67.0%, 60대 58.3%, 50대 56.4%의 순으로 ‘부성주의원칙이 당연하다’고 응

답하여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전반

적으로 전 연령대의 여성과 40대 이하의 남성들의 과반수이상은 ‘부성주의원칙

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부성주의원칙에 대해 상당수의 국

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40대의 여성과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10명 중 8명이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것

을 보면 이러한 인식 변화는 보다 젊은 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8>�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남녀별·연령별 비교(2018년)

구분

남성 여성

당연하다 불합리하다 합계 당연하다 불합리하다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대 45 40.5 66 59.5 111 100.0 17 17.7 79 82.3 96 100.0

20대 61 25.5 178 74.5 239 100.0 46 10.8 378 89.2 424 100.0

30대 104 39.2 161 60.8 265 100.0 53 15.5 290 84.5 343 100.0

40대 129 46.7 147 53.3 276 100.0 74 19.6 304 80.4 378 100.0

50대 136 56.4 105 43.6 241 100.0 96 26.8 262 73.2 358 100.0

60대 91 58.3 65 41.7 156 100.0 101 45.1 123 54.9 224 100.0

70대이상 63 67.0 31 33.0 94 100.0 53 54.1 45 45.9 98 100.0

합계 629 45.5 753 54.5 1,382 100.0 440 22.9 1,481 77.1 1,921 100.0



83

(3) 자녀의 성 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

  ‘아버지 성과 본만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을 대상으로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면 자녀의 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92).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라

고 응답한 경우가 71.6%(1,5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성을 함께 사

용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3.6%(527명)로, 2013년 조사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

였다(19.2% -> 23.6%). 응답자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원칙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결정하도록 한다(42명)가 가장 많았으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17명), 성을 없앤다(2명), 국가가 성평등을 고려

하여 통일성을 위해 부성주의나 모성주의를 법으로 정한다(2명), 부모의 성 중 

예쁜 성을 사용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딸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등이 있었다.

  2013년 조사에서는 기타 의견으로 자녀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61명), 일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협의하여 선택한다(14명), 출생 시에는 

부모가 결정하고 성인 이후에 본인이 결정한다(13명) 등이 있었다.

92)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2,234명을 대상으로, 자녀 성 결정 방법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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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자녀의 성 결정 방법

구분
2018년 2013년93)

명 % 명 %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527 23.6 817 19.2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 1,599 71.6 3,261 76.6

기 타 108 4.8 178 4.2

합 계 2,234 100.0 4,256 100.0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2018년)

①� 남녀별 비교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하여 남녀 모두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는 남성 71.2%, 여성 71.8%로 

남녀별에 따른 응답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93) 2013년 조사에서는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4,252명을 대상으로, 자녀 성 

결정 방법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응답자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

여 총 4,336건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대체방안의 항목으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

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응답 항목이 있었는데(80명, 1.9%), 위 표에서는 2018년과 비교하

기 위해 위 응답 항목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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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남녀별비교

구분

2018년 2013년94)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168 22.3 359 24.2 527 23.6 215 15.7 601 20.9 816 19.2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
536 71.2 1,063 71.8 1,599 71.6 1,082 78.7 2,178 75.6 3,260 76.6

기 타 49 6.5 59 4.0 108 4.8 77 5.6 101 3.5 178 4.2

합계 753 100.0 1,481 100.0 2,234 100.0 1,410 100.0 2,880 100.0 4,254 100.0

②�연령별 비교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30대(78.9%)와 20대(76.1%)의 비율이 높았다. 

2013년 조사에서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10대(83.2%)와 20대(80.4%)의 비율이 높았었다. 한편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0대 이상(32.9%)과 50대(32.7%), 40대(26.4%)의 

비율이 높았고, 2013년 조사에서도‘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 한다’고 응답한 경우

는 40대(26.3%), 60대 이상(24.9%), 50대(24.5%)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었다.

94) 2013년 조사결과에서 2018년 응답 항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

칙적으로 따라야 한다’의 항목(80명, 1.9%)과 ‘남녀별을 알 수 없는 응답자’ 2명을 제외

하고 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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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부성주의원칙의 대체방안-연령별 비교(2018년)

구분

2018년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10대 45 31.0 97 66.9 3 2.1 145 100.0

20대 98 17.6 423 76.1 35 6.3 556 100.0

30대 76 16.9 356 78.9 19 4.2 451 100.0

40대 119 26.4 315 69.8 17 3.8 451 100.0

50대 120 32.7 228 62.1 19 5.2 367 100.0

60대 44 23.4 132 70.2 12 6.4 188 100.0

70대 이상 25 32.9 48 63.2 3 3.9 76 100.0

합계 527 23.6 1,599 71.6 108 4.8 2,234 100.0

<표-12>� 부성주의원칙의 대체방안-연령별 비교(2013년)

구분

2013년95)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10대 68 14.8 381 83.2 9 2.0 458 100.0

20대 218 14.9 1,176 80.4 68 4.7 1,462 100.0

30대 154 18.2 656 77.3 38 4.5 848 100.0

40대 192 26.3 508 69.6 30 4.1 730 100.0

50대 135 24.5 397 72.1 19 3.4 551 100.0

60대 이상 49 24.9 141 71.6 7 3.5 197 100.0

합계 816 19.2 3,259 76.8 171 4.0 4,246 100.0

95) 2018년 응답 항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2013년 조사 항목 중에서 ‘자녀는 어머니의 성

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80명, 1.9%)의 항목과 ‘연령을 알 수 없는 응답자’ 10명은 

제외하고 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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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의 성 결정에 대해 부모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

①�남녀별 비교

  자녀의 성을‘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1,599명)에게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녀 모두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53.8%(861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

으로 들여다보면, 여성의 경우에는‘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남성보

다 높았으며(남성 49.8% <여성 55.9%),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아버지의 성과 본

을 따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남성 32.1% > 여성 19.7%).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의 선택에 맡긴다(84명),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56

명), 부모가 협의가 될 때까지 협의한다(18명), 이혼한다(10명), 양육권자의 성을 

따른다(5명),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한다(4명), 법률로 정하고 그에 따른다(3

명), 새로운 성을 사용한다(2명)등이 있었다.

<표-13>�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남녀별비교

구분

2018년

남성 여성 합계

명 % 명 % 명 %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267 49.8 594 55.9 861 53.8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172 32.1 209 19.7 381 23.8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7 1.3 57 5.4 64 4.0

기 타 90 16.8 203 19.1 293 18.3

합계 536 100.0 1,063 100.0 15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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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성 결정 방법-남녀별비교(2018년)

②�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라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특히 10대(56.7%)와 20대(56.0%), 40대(55.6%), 30대(54.5%)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70

대 이상 39.6% > 60대 34.1% > 50대 30.7%). 이러한 연령별 의식의 차이는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

령이 높아질수록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좀 더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성주의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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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연령별 비교

구분

2018년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아버지의

성본을

따른다

어머니의

성본을

따른다

기타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10대 55 56.7 22 22.7 5 5.2 15 15.5 97 100.0

20대 237 56.0 80 18.9 25 5.9 81 19.1 423 100.0

30대 194 54.5 78 21.9 8 2.2 76 21.3 356 100.0

40대 175 55.6 67 21.3 9 2.9 64 20.3 315 100.0

50대 116 50.9 70 30.7 6 2.6 36 15.8 228 100.0

60대 64 48.5 45 34.1 7 5.3 16 12.1 132 100.0

70대 이상 20 41.7 19 39.6 4 8.3 5 10.4 48 100.0

합계 861 53.8 381 23.8 64 4.0 293 18.3 1,599 100.0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연령별비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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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본 조사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 규정된 부성주의원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

서 본 조사는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들 의식을 파악하여 성평등하고 

가족구성원이 복리를 기할 수 있는 입법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본 상담소 본부 및 전국 27개 지부, 법원, 중・
고등학교, 대학교, 공원, 지하철,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의 장소에서 다양한 연

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3,30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인지 여부

  전체 응답자의 72.1%가 부성주의원칙을 알고 있었다. 남녀별로는 남성

(69.6%)에 비해 여성의 인지도(74.0%)가 다소 높았으며, 2013년 조사에 비해 

여성의 인지도는 3.4% 높아졌다(70.6% -> 74%). 연령별로는 20대(80.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대(68.6%)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자녀의 

성・본은 부성주의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2013년 조사에서보다 5.7% 증가한 67.6%가‘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

답하여, 지난 5년간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부성주의원칙은 ‘당연하다’고 한 응답자와 ‘불합

리하다’고 한 응답자의 차이가 9%(45.5% vs. 54.5%) 정도였으나,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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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고 한 응답자가 77.1%로 여성의 대부분은 부성주의원칙이 불평등하

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불합리하다’고 한 

응답이 2013년 조사보다 7.6%나 증가하여 부성주의원칙이 성평등과 개인의 존

엄에 반한다는 의식이 남성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연령층에서는 평균(67.6%)을 상

회하여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한 반면, 50대부터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부성주의원칙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의식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20대는 83.9%가‘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

층에 비해 현행 성본 결정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3년 조사에 비하여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의식이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높아진 점에 비추어 현행 성본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40대의 여성과 20대 남성의 10명 중 

8명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이러한 인식 변화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 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한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고, 남녀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

다(남성 71.2%, 여성 71.8%). 연령대별로 보아도, 전 연령대에서 ‘부모가 협의하

여 선택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30대(78.9%)와 20대(76.1%)의 비

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부성주의원칙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 결정에 대해 부모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 남녀 및 모든 연령대에서‘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5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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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논의 및 제언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평등과 행복추구권, 가족구성원 복리 

구현 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본 

상담소의 2013년 1차 조사에서도 이미 61.9%로 과반수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 뿐만 아니라 40대 연

령층에서도 이미 전체 평균을 넘어 섰다. 한편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도 비록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불합리하다’는 인식의 비율은 낮았지만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은 2013년 조사에 비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부성주의원칙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법과 제도를 

앞서 있으며, 현행 법규정이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

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자녀의 성결정 제

도에 관한 국민의식실태를 파악하고, 부성주의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

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6%가 ‘부성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대체방안으로 위 응답자의 71.6%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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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은 부성주의원칙을 이미 부부차

별, 성차별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자녀의 성 결정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은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성평

등적인 입법방향과도 일치한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당

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

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이하 제g호에서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

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96). 이처

럼 국제사회에서도 자녀의 성 결정권을 부부의 동등한 권리로 보고 있고, 본 조

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자녀 성 결정권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

의 흐름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부성주의원칙에 근거한 자

녀 성 결정제도는 국민의 성평등 지향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권고

하는 입법기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성은 출생신고 전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외자이거나, 부부가 

혼인신고할 때 미리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매우 제

한적이고 예외적으로 모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부부가 자녀의 성에 

대한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

써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법적으로 차별하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결혼한 부부들

은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자녀의 성을 

반드시 혼인신고 시에만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성결정은 자녀의 출생신고 전까지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고, 만약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도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96) 김용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정책적 대안에 대한 

소고”,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21권, 3호(2014), 3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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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미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합되게 성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본 

조사에서도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가 53.8%로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자녀

의 성 결정 방법으로 ‘부모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

원의 결정을 받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자녀의 성결정

과 관련하여 ‘부성주의원칙’에서 ‘부부의 협의’로 변경하는 것과 성결정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성주의원칙이 사회적 관습 또는 전통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고

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성평등정책 및 교육

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부터 부성주의원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높아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착화된 성차별관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 간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적인 

가족제도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고려하는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및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식의 선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자녀의 성 결정 방안

에 관해 논의를 하였지만 장래에는 민법 제781조의 성 결정 제도 규정을 삭제하

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성 결정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것

이 국민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자녀의 성 결정 문제는 국민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지나

친 통제를 줄여나가는 현대사회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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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상담사례를 통해 본 자녀의 성(姓)�문제

1. 비혼모 가정 사례

<사례1>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여 50세 비혼 이부동모자녀(아들 23세,� 딸 16세)

  저는 1996년경 가게 개업 과정에서 알게 된 A남과 동거하였으나, A남의 경제

적 무능력 및 무책임으로 동거생활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을 즈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남이 임신 사실을 알면 더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하리라 생각 

하였으나, A남의 무책임한 생활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결국 저는 A남과 헤어

진 후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과거 동거하였던 B남과의 사이에서 출생

한 아들이 있는데, 만약 딸이 저나 생부의 성을 따르게 될 경우 남매간에 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자녀들을 위해 딸의 성을 B남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자녀들 출산 이후 지금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양육비 청

구를 위해 자녀들의  생부 각각에게 인지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지이

후 자녀들의 성이 생부의 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자녀들은 종전

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례2>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여 23세 비혼 딸 2세

  저는 2011년 3월경 A남을 만나 교제하다 같은 해 6월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

었습니다. A남의 부모님들은 저에게 낙태를 강요하였고, 출산일을 앞두고 A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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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결국 A남과 헤어져 혼자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성과 본을 

따라 딸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출산 이후 한부모지원금으로 생활해오다가 최근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경제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A남에게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인지 이후

에는 자녀의 성이 생부의 성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처럼 딸이 저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합니다. 

<사례3>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여 25세 사실혼해소 아들 2세

  결혼식 이후 신혼생활 중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혼인신고 전에 남편과 헤어

졌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과 헤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하였기

에 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의 가

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니 성이 전남편의 성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아이 아빠가 저도 모르게 아들에 대해 인지신고를 했고 그 때문에 아들의 

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아빠는 아들의 출산과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아이 아빠의 성과 본을 따라 아

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들의 성을 인지 이전의 성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2. 재혼가정 사례

<사례4>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남 41세 비혼 계부(남,� 65세)

 

  어머니는 1996년경 계부와 재혼하셨고, 당시 20세이던 저는 지금까지 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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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계부의 성이 달라 주변 이웃들의 불필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등 살아가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계부는 

한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는 한가족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정

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비 신부 

가족과 친척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신부와 가족들은 

이해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또다시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볼 것이기에 성과 

본을 지금이라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3. 혼인 외 자녀 사례

<사례5>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여 38세 재혼 전부친생추정 아들 3개월

 저는 1997년 A남과 결혼하였으나 시가의 부당한 대우로 1998년 집을 나와 생

활하던 중 2015년경 B남을 만나게 되었고 2016년 어렵게 A남과 협의이혼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이후 임신 사실

을 알게 되었고, 임신 23주 만에 아들을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의 출산 

이후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남과 혼인기간 중에 아들이 태어

났다는 이유로 아들은 A남의 친자로 추정을 받고, 결국 A남의 아들로 출생신고

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숙아로 출생하여, 출생 후 

오랜 기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퇴원을 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알아보니, 일단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할 수 없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아들은 가

족관계등록부상 A남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A남과 별거

하였고, A남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아들의 출생신고

를 하려면 왜 꼭 A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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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들의 성도 A남의 성을 따라야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와 남편 모두에게 미

안했습니다. 

<사례6>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여 21세 비혼 부모 모두 사망,� 동복 이성자매(21,� 18,� 15,� 1세)

  어머니는 2003년 아버지와 이혼 후 홀로 저희 세 자매를 기르셨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2014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하지 않았습

니다. 2015년 6월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막내 여동생을 출산하고, 

3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출생 당시 여동생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지 못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제가 동생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자매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막내 여동생이 성장하여 자신의 성이 저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걱정됩니다. 저희 자매들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4. 탈북자가정 사례

<사례7>

성별 연령 혼인상태 비고

여 48세 비혼 전혼 부의 딸 17세,� 재혼한 부의 딸 12세

  

 저는 탈북자로 중국에서 A남과 동거하며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고, 하나원에서 퇴소 후 북한에 거주 중인 B남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B남 사이에서 낳은 큰 딸도 한국으로 탈북하

였고, A남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딸 2명과 남편 A남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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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데 A남의 친자인 둘째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니 B남이 

딸의 친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의 친부를 A남으로 밝히고 싶습니

다. 그리고 자매간에 성을 같이 하기 위해 큰 딸의 성을 A남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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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민법상 자녀의 성(姓결)정 조항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Ⅰ.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의견

1.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부성주

의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

의한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부성주의원칙이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

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① 부성주의원칙이 당연하다. ( II-1번으로)

  ②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번으로).

3. 자녀의 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②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3-1번으로)

  ③ 기타 (                                                        )

3-1. 부모의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②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기타(                                                           )

II.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