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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2010년은 방송인 홍석천이 지난 2000년에 최초로 사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선언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변화하

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

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성애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언급했다.

위의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듯이, 한국의 법제는 동성애에 대하여 무관심 혹은 무시 내지는 부

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민족·인종·피부색·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안에서는 끝까지 동

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논란이 되다가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전에 급하게 삭제된 바 있다.

이러한 법제도 내의 동성애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담론상

의 문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동성관계에 대한 논의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문제, 그
리고 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단계에서 더욱 나아가, 과연 동성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

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이를테면 동성간에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보호할 것

인가 하는 문제 ― 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접근에 더욱 참고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단순히 

일시적인 경향으로서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진지한 논의를 걸친 입법으로서, 일정한 동성 결합

체의 보호에서 벗어나 동성 결합체의 공동생활관계를 이른바 ‘동성혼’(same-sex marriage)으로 보호하는 국가

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법제에 크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 결합체의 보호는 지금에 이르러 피할 수 없는 법적 요청이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

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동성 결합체 구성원이 가지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법적 제도의 형성

을 통하여 동성 결합체의 헌법질서 내의 편입과 함께 그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인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 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 결합체의 법적 보호 방안에는 그 기존 질서 고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때에, 현행 제도 하에서의 

공정증서 계약이나 입양 제도의 활용과 같이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되 당사자의 영역으로 두는 방법, 그
리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특별법(이를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

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결합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 시
민 연대 제도 혹은 등록 동반자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혼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성 결합체의 혼인을 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법적 보호 방안은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동성의 결합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법률혼 혹은 이성간의 결합체인 사실혼과 동등하게 취급되

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어떠한 애정적 공동생활관계, 즉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어

서 공동생활의 안정망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과연 ‘성적(性的) 지향성’이 헌법상 규정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혼인의 절대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오던 ‘인간의 근본적인 결합’
이라거나 ‘자녀를 수반해야 한다’는 의식 등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혼인의 변화에 대한 

법제도에의 반영 없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구시대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혼인의 

개념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혼인이 지니는 역사성을 저해하는 결과”마저 낳게 하는 것이다.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내용을 헌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주어진 구성원리’ 혹은 ‘핵심적인 구조원리’로 보



게 된다면 ‘동성 결합체’를 혼인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
항의 ‘양성’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반드시 혼인은 ‘일남일녀의 결합’만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여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지, 동성혼을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헌

법의 혼인 내에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요소가 본질적 요소, 즉 주어진 구성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동성

혼인”이라는 새로운 가족개념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일 뿐, 혼인으로의 동성혼인 개념의 포섭이나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혼인에 있어서 “이성성(異性性)의 요청”은 혼인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전통이지만, 그 법률혼의 독점적 

지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완화되어 갔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가 먼저 찾아온 서구 사회에서는 

법률혼의 위상이 광범하게 침식되어 왔으며, 다양한 혼인유사동거(婚姻類似同居)의 법적 효과는 확대되고 다

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였다. 기존의 법률혼주의와 일부일처제에 일부 반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그 면이 언

제나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기존의 법률혼주의나 일부일처제에 다소 모순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합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족의 정의(定義)는 “자연 혹은 보편(普遍)의 반영이 아니라, 한 쪽의 정의(定義)를 채용하여 다른 한 쪽을 

부정하는 것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축되는 사항이라는 점”이라는 지적이나 정책적으로는 인구정책적 목적

에서의 혼인 제도의 반영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출산’은 어떠한 혼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가족제도에서 과연 명백히 동성 결합체의 보호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도 발견되

지 않는다.

결국 혼인에서 ‘이성성’이라는 요소는 혼인 자체의 정의(定義)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이성 결합체’를 기준

으로 혼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혼인만을 유일하고 정

당한 결합 관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동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나 사회의 법적 보호나 이익은 

동성 결합체라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을 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프랑스식의 민사연대계약은 혼인의 본

질적인 효과인 부양의무 또는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 혼인 또는 준혼(準婚)으
로서의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북구 혹은 독일과 같은 등록된 동반자 제도 또는 영국의 시민 동

반자 제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질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혼인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아직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후에 있어서의 제도 설정은 동성 결합체를 구성하는 상호의 성실과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로서의 인간의 측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합체의 삶을 구성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권, 재산법적 

계약의 측면, 권리의 승계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관계 해소 이후의 일정한 재산법적 책임과 상속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성 결합체의 권리 보장은 단순히 하나의 공동 생활체로서의,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외연 확대라

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합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직격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더 이상 동성 결합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합체를 구성하는 동성애자는 격리 혹은 외면되어야 할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헌법상의 한 주체

이기 때문이다. 인격적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를 규율하

며 주변 세계를 형성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결합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

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에서의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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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문제 인식 및 연구의 의의

2004년 3월 8일, 은평구청에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한국 최초로 ‘공개 게이 결혼식’이 

열린, 바로 다음날이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곧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1) 그리고 같은 

해 7월 27일,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0여 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동성 커플 사이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

다.2) 한국에서 동성간의 사실혼과 관련하여 나온 첫 판결이었고, 당시 언론은 ‘동성결혼 논쟁, 원년’을 열

었다3)고 보도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2010년, 동성애 표현, 그 가운데에서도 ‘게이’를 소재로 삼는 드라마나 영화가 큰 

거부감 없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게이물이 곧 흥행보증수표’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한다.4) 게이 커플을 묘사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었지

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드라마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양한 성정

체성을 알린 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의결했다.5)

2010년은 방송인 홍석천이 지난 2000년에 최초로 사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선

언한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법제도는 사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대법원은 2008도2222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

는 성적 만족 행위”6)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성애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고 언급했다.

위의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듯이, 한국의 법제는 동성애에 대하여 무관심 혹은 무시 내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민족·인종·피부색·언어 등

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안에서는 끝까

지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논란이 되다가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전에 급하게 삭제된 바 있다.7)

이러한 법제도 내의 동성애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담론

상의 문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동성관계에 대한 논의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문

제, 그리고 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단계에서 더욱 나아가, 과연 동성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

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이를테면 동성간에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

다. 자세한 사항은 「한겨레21」 제500호, 2004년 3월 18일 및 세계일보 2004년 3월 8일자 참조.

2) 인천지방법원 2004년 7월 23일 선고, 2003드합292 판결.

3) 「한겨레21」 제521호, 2004년 8월 12일.

4) 투데이코리아 2010년 6월 12일자.

5) 중앙일보 2010년 6월 17일자.

6) 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8도2222 판결. 판결에서 언급한 군형법 제92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정심판이 진

행되고 있다.

7) 이후 동 법안 또한 논란으로 의결되지 않다가, 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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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동성관계에 대한 논의는 해외의 논의나 입법례를 소개하는 차원,8) 
그리고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냉대에 대해 피차별자의 심리를 분석

한다거나,9) 피차별자가 비교적으로 소수라는 점에 착안한 표현인 ‘성적 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의 보호

대상10)으로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2004년의 법원 판결 이후, 동성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 즉 이른바 ‘동성혼’(同性婚, Same-Sex Marriage)11)에 대한 내용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

했다. 동성혼에 대한 주요한 논점인 헌법 제36조 제1항의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규정의 해석론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헌법상의 혼인 개념을 분석함으

로써 동성혼의 가능성을 검토한다거나, 혹은 민법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동성혼 관계에 있는 결합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12) 또한 최근에는 보

호방안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에서 출발하여, 그 제도적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견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13) 한국의 법제도와 사회적 현상

의 괴리, 그리고 법제도상의 변화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여러 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접근에 더욱 참고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14) 단
순히 일시적인 경향으로서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진지한 논의를 걸친 입법으로서, 일정한 

동성 결합체의 보호에서 벗어나 동성 결합체의 공동생활관계를 이른바 ‘동성혼’(same-sex marriage)으로 보

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법제에 크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프랑스의 ‘민사연대계약법’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하고 있던 이성 결합체의 사실혼 규율

과 동성 결합체의 법적 보호를 함께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공동생활의 규율을 목적으로 

8) 대표적으로 김민중,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제15권 제2호, 
2001년.; 김민중,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비교사법』 제9권 제4호, 2002년.; 김민중, 「동성혼 : 스칸디나비아국

가의 입법례」, 『법조』 제553호, 2002년 10월.; 이경희, 「동성혼인(Same-Sex Marriage)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논문, 2002년 11월. 등.

9) 대표적으로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년.

10) 대표적으로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년.

11) 동성혼(同性婚) 외에 동성간 결혼, 동성결혼이라고도 불린다. ‘Same-Sex Marriage’ 이외에도 ‘homosexual marriage’(동성애 결

혼)나 ‘same-gender marriage’, ‘gender-neutral marriage’(성적으로 중립한 결혼), ‘equal marriage’(평등 결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다. 다만 이러한 표현에는 단순히 ‘혼인’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는 방법 이외에, 뒤에서 기술하는 여러 보호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서는 동성결합체를 혼인의 형태로 보호하는 경우에만 ‘동성혼’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단순히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과 유사한 형태의 결합체는 ‘이른바 동성혼’ 또는 ‘동성 결합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12)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정의』 2004년 5월호.;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9년.; 황석규, 「동성애자와 혼인의 자유에 

관한 법리적 고찰」, 호서대학교 석사, 2002년.

13) 강인실, 「혼인폐지론 : 혼인 제도로부터 사회적 연대로」, 고려대학교 석사, 2009년.; 고보혜,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고

찰 : 혼인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 2006년.; 이소영, 「동성애혼인에 대한 법적 개입의 딜레마와 가족이데

올로기 해체」, 『법철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7년.;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 헌법적 가능성과 한

계」,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년.; 한채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권 토론회 발

표문, 2006년 9월 23일.

14) 이를테면 이은우, 「혼인인가 사회적 결합인가? :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권 토론회 

발표문, 2006년 9월 23일.의 경우 여러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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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규정됨으로써, 이성이거나 동성임을 가리지 않고 적절하게 규율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되었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았다.

시행 초기의 ‘민사연대계약법’은 이성 결합체가 스스로 그 규율을 거부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

상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혼인의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혼인

을 통해 결합체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은 일정한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즉 부양의무나 정조의무와 같은 

제1차적인 효과(혼인의 본질적인 효과)와 함께 제2차적인 효과, 이를테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이나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 등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 결합체가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제2차적인 효과이다. 즉 이성 결합체의 사실혼 보호 문제에서는 

주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 사망 후 임대주택의 거주권 등의 효과를 인정

할 것인가, 그리고 법적 규율을 받지 않겠다는 사실혼 당사자의 어느 측면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15)

여기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성 결합체(사실혼에 한한다.)는 혼인의 제2차적 효과를 요구하

고, 동성 결합체의 경우 법적인 지위, 혹은 혼인의 본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성 결합체의 경

우 혼인할 수 있음에도 혼인과 그에 의한 법적 규율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이고,16) 동성 결합체의 경우 

혼인을 원하고 있으나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따라서 동성혼의 허용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결합체의 보호방안을 접근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실혼의 보호문제와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의 의미적 범위 내에서 하위의 여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나 그 하위 법률들은 헌법의 규정사항에 구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법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만일 동성 결합체의 보호에 있어서, 동성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헌법의 개념과 배치(背馳)된
다면 혼인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상의 여러 규정들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성 결합체의 

보호에 있어서 동성혼을 인정하든, 혹은 동성 결합체의 사실혼이나 연대로서의 보호를 인정하든 헌법상

의 혼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헌법이 과연 이른바 동성혼의 개념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

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구의 내용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각국에서의 ‘동성 결합체’의 보호 정책, 즉 동성혼 정책이나 이른바 동성혼 보

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다양한 제도상의 차

이와 그 장단점을 밝혀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에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성혼 

및 이른바 동성혼의 보호 방안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부류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도(이를테면 한국과 일본의 ‘양자’(養子) 제도)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개념을 검토하여, 동성 결합체의 보호 방안의 하나인 ‘동성혼’에 

대하여 현행 헌법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로 ‘동성혼’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여러 제

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역사·철학·종교 등의 여러 논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

지만, 여기에서는 현행 헌법이 법제도에 있어서 과연 ‘동성혼’을 ‘혼인’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방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지적을 통하여 실익을 간략히 살피고자 

15)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동성 결합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합을 사회가 인지·수용하고 공인할 것을 원하는 것이다. ‘민사

연대계약법’의 경우 동성 결합체를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시작의 한 걸음이라는 점에서 찬성한 것이다. (이경희, 전게

논문, 483쪽.)

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년, 1666쪽.도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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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헌법 제36조에서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이 과연 ‘성적 지향’ 또는 ‘결합

체의 성별 차이’로 인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다.

다만 동성 결합체의 보호 방안에 대한 문제가 헌법 제36조에서의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장과 큰 연관

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넓은 의미의 ‘이른바 동성혼’의 수용은 ‘동성 결합체’의 ‘가족제도(공동체)’로서

의 보호 방안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헌법 제36조에서 주로 제1항의 혼인 규정에 대하여만 

살피고자 한다.



한국 법제상의 혼인 개념의 고찰과 헌법문제로서의 이른바 ‘동성 결합체’의 보호 방안 연구 5

II. ‘동성 결합체’의 보호 필요성의 검토

1. 개설

‘동성 결합체’의 전제가 되는 ‘동성애’의 존재는 현재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성애 자체를 부정시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탄압과 기

피와 더불어 성적 지향성의 공개는 사실상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와 함께 사실상 ‘동성 결합체’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언급을 기피하거나 보호 자체를 논의하지 않

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동성애의 위험성 

혹은 유해성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떠한 것도 증명된 바 없으며,18) 에이즈 전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과학적인 원인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성적 관념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또한 1987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에서 제외시키고, 동성애를 이

성애와 마찬가지인 단순한 성적 지향으로 인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를 ‘혼인’의 개념적 확장 또는 보완, 그리고 ‘성적 지향

성’에서 비롯된 ‘혼인’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는 ‘성적 지향

성’에서 비롯된, 그리고 ‘혼인’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가족 원리와 기본권으로 연결

된 문제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이성애주의’는 단순히 문화에서 비롯한 것일지라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제도 상에서 제도화된 틀과 기준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 또는 제도에 대한 시정요구 자체가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제약된 것이다.19)

기존에 형성된 이러한 규범적 행태를 이른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한다.20) 여기서 ‘정상 가족’
이란 경제적 요건과 부부의 구성(이는 물론 이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일남과 일녀에 의하여 구성

된 부부를 말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건강함과 자녀(특히 1인 이상의 남아를 포함할 것) 및 법적 신고를 

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결합체를 말한다.

이처럼 ‘동성 결합체’의 보호에는 단순히 그 구성원인 동성애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

라, 혼인 제도 및 가족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에 깔려있는 이러한 정상 가족 이데올

로기의 시정은 물론 성적 지향성의 차별 배제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확산된 이른바 다문

화 가정, 그리고 가족 구성의 다양화와 같은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변화하는 가족 

제도의 환경의 선상에서 ‘동성 결합체’ 이외의 여타의 형태는 기존의 가족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17) 2001년에 사랑의전화 PC통신상담실이 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37퍼센트가 ‘동성애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동성애 단체 등은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5∼1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추정한다.

18)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법관련법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년, 175쪽.

19) 이재인이나 김김찬영은 “이성애자 정체성이 확고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가족과 같은 이성애제도가 이성

애자 정체성을 확고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김찬영, 「동성애자가족구성권」, 『국회관보 5월
호』, 2010년.; 한인섭·양현아, 전게서, 12~13면.

20) 이재인, 「가족 차별 버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토론

회 자료집, 2005년,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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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지 않지만, ‘동성 결합체’의 보호는 기존 가족 제도 및 혼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

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성 결합체’에 대한 법적 태도

‘동성 결합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차별이 있다는 점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법 제도 상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

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고유의 혼인 및 가족제도가 원칙적으로는 사적 영역에 

속할지라도 사회공동체 안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관행으로서의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만

큼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21)

결혼(結婚), 다른 말로는 혼인(婚姻)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22)이며, 법적으로는 “남녀간의 단순한 성애(性愛)에 기한 결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시인

되고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승인된, 양성(兩性)의 생활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23)이다. 

그리고 혼인이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점”24)으로 인식되며, 
또한 헌법재판소도 “혼인이란 남녀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25)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즉 ‘이성’(異性)이라는 요건은 혼인의 근본적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결혼 및 가족

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자체에서 ‘혼인’의 개념

표지로 양성간의 결합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양성’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이성애’(het-
erosex)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의

미하는 것”26)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동성 결합체’는 사회관념상 혼인적 공동생활 관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성 결합체의 

구성은 혼인의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의사의 무효이거나 ‘동성’ 간의 결합 자체가 

혼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7)

3. ‘동성 결합체’의 보호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동성 결합체’에 대한 법적 권리상의 차별

‘동성 결합체’가 실제로 겪는 법적 권리상의 차별에 관하여는, 그 가족 구성권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28)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조홍석, 전게논문, 231쪽,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혼인(婚姻) 항목.

23) 지원림, 전게서, 1614쪽.

24) 강인실, 전게논문, 1쪽.

25) 헌법재판소 2005년 2월 3일 선고, 2004헌가5 결정.

26) 윤진수, 「혼인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년, 80쪽. 다만 이 견해

가 동성혼의 혼인이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27) 이경희, 전게논문, 490~491쪽.

28) 이하 차별의 분류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2006년.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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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결정권

‘동성 결합체’의 일방 구성원은 타방 구성원에 대한 입원과 수술 동의 등의 치료에 대한 결정, 면회의 

자격 및 사망의 확인 등 대부분의 의료과정에서 보호자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재산법적 관계

‘동성 결합체’의 일방 구성원은 타방 구성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상속권을 인정받지 않으며, 또한 사망이 

아닌 결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은 본인과 주민등록에 포함된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를 옮기거나 동거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자녀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혈연관계의 ‘동거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를 구성했

을지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권 상속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조 제1항), 그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은 자신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29)

이러한 재산법적 관계는 주요한 가족 문제의 하나인데, 상속과 관련된 법 규정은 단순히 상속 범위에

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구성이나 가족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즉 누가 가족이고 누가 가족이 아

닌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법적 질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0)

3) 조세 및 사회보장

‘동성 결합체’의 구성원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가족수당, 경조사 등의 지정 혹은 신청 등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 조세제도 하에서 근로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세액 공제는 일정한 가족

구조를 전제로 한다. 혼인이나 혈연 없이는 아무리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별은 동성 결합체 뿐만 아니라, 혼인 제도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작용한다.31)

(2) 동성 결합체에 대한 평등권 심사

그렇다면 동성 결합체를 이성 결합체(혼인 또는 사실혼)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혹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구미 각국

에서 동성 결합체의 보호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평등권의 침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

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32)라고 한다.

또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이나 차

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29)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 55~56쪽.

30) 김소임,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2007년, 111~112쪽.

31)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 전게서, 52쪽.

32) 헌법재판소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1헌바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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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

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33)

따라서 이성 결합체와 동성 결합체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해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자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기준에 의

하여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34)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동성 결합체의 

차별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35)

III. ‘동성 결합체’에 대한 입법례의 검토와

한국 법제에의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

1. 개관

‘동성 결합체’의 공동생활관계를 보호하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36) 
우선 혼인의 개념을 확장하여 동성 간의 결합 또한 혼인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즉 동성혼(同性婚, 
Same-Sex Marriage)의 허용이다. 주로 혼인의 개념에서 ‘이성’이라는 요소를 제거하여, 성별 무관

[genderless]의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테면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

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37)

이와는 달리 동성 결합체에 이성과의 혼인과는 다른, 허나 그와 유사한 별개의 지위를 부여하여 혼인

과 유사한 보호를 하되,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혼인의 개념으로 포섭하지 아니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혼인에서 발생하는 서로의 의무나 재산상 권리 관계 등은 보통 일종의 민사 

계약관계로 간주되며, 정부는 그 계약을 공증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성혼에 대한 종교적인 반대38) 또는 사회적인 반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성혼보다 먼저 나타나 훨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 연대 제도(Civil Unions)39)나 동성 결합체 동반자 제도

33) 헌법재판소 1999년 12월 23일 선고, 98헌마363 결정.

34) 헌법재판소 2006년 6월 29일 선고, 2006헌마87 결정.

35)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 동성혼」,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0년, 117쪽.

36) 여기에는 나중에 살펴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혼인’이라는 제도 자체의 전복(顚覆)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혼인’ 이외의 이

성 결합체 또한 일정한 형태의 결합체로서 보호하는 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동성간의 결합체에 대한 보호 입법례에 한정하는 경우 대개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바에 따라 포섭될 수 있다.

37) 2000년, 네덜란드에서 ‘혼인 개방법’(Act on the Opening Up of Marriage)이 제정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동성 결합체의 혼인 또한 이성 결합체의 혼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2003년에는 벨기에에서 동성혼이 허용

되었고(Law of 30 January 2003), 2005년에는 캐나다(Civil Marriage Act)와 에스파냐(Boletin Oficial del Estado), 2006년에 남아

프리카 공화국(Civil Unions Bill), 2009년에 노르웨이(Ot.prp. nr. 33)와 스웨덴(Civilutskottets betänkande 2008/09:CU19)에서 동성

혼이 허용되었다.

38) 이를테면 16세기 이후 유럽 대륙의 국가와 교회가 혼인의 성립에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특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

거나(다만 이후 종교개혁을 거치며 신교가 혼인이 성사(聖事)임을 부정하게 되면서 교회의 역할은 배제되었다.), 그 이전의 교

회가 개입하던 형태의 혼인 성립이 대표적이다. 기독교 교의상 ‘혼인’은 성사(聖事)의 하나로 보호받으며 유지되었던 것이 그 

요인이다.

39) 1989년에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등록 동반자법’(The Registered Partnership Act)이 제정되어, 등록된 동성 결합체의 경우 

일부 이성혼인 결합체에게만 적용되는 성질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상속 등의 가족법 영역에서 이성혼인 결합체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제정 당시에는 동성 결합체 중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있었으나,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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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Partnership Benefits for Same-Sex Couples Only)40), 동성·이성 결합체 동일 동반자 제도(Limited 
Partnership Benefits for Same and Opposite-Sex Couples)41), 동거 인정 제도(Cohabitant Recognition)42)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양상이나 규율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성 결합체가 구하

는 보호의 측면 가운데 어느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로 구분할 때에는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입법례를 검토하고, 또한 현재 한국에서 검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뒤에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혼인의 개념 표지를 통

하여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혼인으로서의 보호(동성혼의 인정)

지난 30여 년간 비혼동거(非婚同居)와 동성간 결합이 일상적이었던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비

혼동거 결합체와 동성간 결합체가 혼인의 혜택을 점차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다. 1990년, 네덜란드 최고법

원은 “혼인이란 남녀간의 계속적인 생활의 결합”이라고 판시하며, 동성 결합의 법적 효과는 혼인과 유사

한 면도 있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하여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고법원의 이러한 견해는 네덜란드에서의 등록 동반자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

다.43) 등록 동반자 제도 도입 이후 2000년 12월, “이성 또는 동성의 2인이 혼인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민

법이 개정되어 세계 최초로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였다. 네덜란드는 이로써 동성결합과 이성결합의 평등

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혼인한 동성 결합체는 이성 결합체와 마찬가지로 혼인의 모든 효

과를 누리며, 입양을 통한 가족구성 또한 가능하다.

3. 유사혼인으로서의 보호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혼인의 포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간

의 혼인과는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별개의 지위를 부여하여 혼인과 유사한 보호를 하되, 법적으로는 혼

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사혼인으로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강하

면 법적으로 등록한 결합체를 보호하는 방식과 사실상의 결합체에 대하여 보호, 즉 사실혼으로서의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는 가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동 친권자가 될 수는 없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어린이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 제도’가 도

입되고, 공동양육권이 보장되면서 사라져 지금은 이성혼인 결합체와 보호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후 1996년에 아이슬

란드(Registered Partnership Law)에서, 2001년에 핀란드(Registered Partnership Act 950, 공동입양 제외)에서, 2004년에는 뉴질랜

드(Civil Union Act, 이성 결합체도 보호)와 스위스(Bundesgesetzű über die eingetragene Partnerschaft gleichgeschlechtlicher Paare), 
영국(Civil Partnership Act)에서도 등록된 동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 연대 제도가 도입되었다.

40) 2000년 독일의 ‘인생 동반자법’(Life Partnerships Act) 제정을 시작으로, 2004년에 룩셈부르크(Registered partnership)에서, 2005
년에 슬로베니아(Law on Registered Same Sex Partnership)에서, 2006년에 체코(Registered Partnership Act)에서 도입되었다.

41) 1999년에 프랑스에서 ‘민사연대계약법’(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이 제정되었다. 프랑스는 원래 사실혼 관계를 법 

밖에 둔다는 일반적인 합의 하에, 고의로 사실혼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사실혼이 확대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 당사자가 헤어지는 경우 자녀의 양육 다툼이나 재산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마침 

동성 결합체 문제가 양성화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성애와 동성애의 모든 결합체를 통합하여 입법하였

다. 그 외에 2005년에 안도라(Uniő estable de parella)에서도 도입하였다.

42) 동거 인정 제도는 동성간의 결합체를 별도의 제도나 혼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혼의 범위에서 이성혼과 동

일하게 취급하는 제도이다.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1995년, 동성간의 관계와 이성간의 사실혼에 대해 불평등한 법적 효과를 부

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의회가 1996년 민법상의 사실혼에 관한 정의를 성중립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동성간

의 관계와 이성간의 사실혼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이어 2001년에 포르투갈, 2003년에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Law 
on same sex civil union), 2007년에 콜롬비아에서 동일하게 도입되었다.(크로아티아 외에는 모두 판례로 처음 형성되었음.)

43) 민길자,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 : 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법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2005년,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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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러한 제도는 동성혼에 대한 종교적인 반대나 사회적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혹은 최근에 들

어서는 성차별 혹은 이성애주의의 근원인 혼인 제도가 동성 결합체에 확대되면 그 제도적 억압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내지는 혼인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 나타나기도 한다.44)

(1) 시민 연대 혹은 등록 동반자의 보호

앞에서 살펴본 시민 연대 제도(Civil Unions)나 동성 결합체 동반자 제도(Limited Partnership Benefits for 
Same-Sex Couples Only), 동성·이성 결합체 동일 동반자 제도(Limited Partnership Benefits for Same and 
Opposite-Sex Couples) 등은 등록한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 자동적이고 포괄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다. 등록시에 자동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결합체에 대한 보호와 다르며, 혼인과는 분

리된 별도의 제도라는 점에서 동성혼의 인정과도 다르다.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 적용의 방법을 기준으로 우선 ① 프랑스의 민사연대계약과 같이 

결합체를 형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국가에 등록하여 대제3자효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 ② 독일의 인

생 동반자 제도와 같이 혼인과 완전히 분리된 제도를 통하여 등록한 결합체를 보호하는 방법, ③ 영국의 

시민 동반자 제도와 같이 등록시에 혼인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프랑스의 민사연대계약 :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국가에 등록하는 유형

(가) 개념

동성 결합체가 시민 연대(결합체)로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적으로 등록하여 제3자에 대하여 효

과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민사연대계약법’(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
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법에 따르면 '민사연대계약'(le Pacte civil desolidarité, 이른바 PACS)이란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인 자연

인이 공동생활(la vie commune)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5)

이는 혼인과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이는 이성 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결합체에도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의무의 종류와 내용이 다르다. 혼인에는 배우

자 간에 정조의무, 부양의무, 부조의무, 구조의무 및 동거의무 등이 발생하지만, 민사연대계약의 경우 부

양의무와 동거의무만 발생할 뿐, 정조의무나 부조의무 등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거계약은 그 명칭

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민법 내지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계약상의 부양의무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혼인과 다르다. 사법상의 계약으로서의 민사연대계약은 신고와 등기를 요하는 요식계약이자 당사

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유상계약이다.46)

민사연대계약은 상호의 합의나 일방 당사자의 혼인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 그리고 혼인과는 달리 일

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민사연대계약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47) 그리고 과실있는 해지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48)

44) 이를테면 2006년에 레즈비언권리연구소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다 할지라도 파트너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였으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50.6%)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
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가족 혹은 사회적인 불이익 등을 우려한 비율이 37%였다. 조사를 수행한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의 박김수진 씨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이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적이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의 결과물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

된다 해도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비혼자들에게 차별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2007년, 10~11면 및 14~15면.)

45) Art. 515-1: Un pacte civil de solidarité est un contrat conclu par deux personnes physiques majeures, de sexe différent ou de mê
me sexe, pour organiser leurvie commune.

46)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2003년,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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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연대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사이에 재산법적인 효과가 발생할 뿐, 친족이나 인척관계와 같

은 가족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혼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나) 효과 및 혼인과의 차이점

가) 재산법적 효과

민사연대계약의 당사자 상호는 물질적인 부조의무(l'obligation d'entraide)를 지며, 이는 약정에 의하여 정

해진다(프랑스 민법 제515조의4 제1항). 이 부조의무는 결합체가 구성한 공동생활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이는 강제적 의무49)로서, 이를 면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혼인한 일방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으나

(프랑스 민법제214조 제2항), 민사연대계약의 부조의무는 채권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일반법리에 따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0)

또한 연대계약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 및 공동의 주거에 

관하여 지출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515조의4 제2항). 
그에 비해 혼인 관계에서의 일상가사연대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사의 유지와 자녀교육”에 한정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1)

연대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이나 체결 이후에 일방이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창출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등록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각 당사자에게 반 씩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한다.52)

나) 동거의무의 발생

등록한 민사연대계약의 당사자 상호에게는 동거의무가 발생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동거란 단순한 

공동거소 이외에 동반자로서의 생활을 전제로 한다”면서, 동거계약자의 동거의무란 “한 지붕 아래 한 침

대 위의 공동체”(lacommunauté de toit et de lit)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53)

민사연대계약의 동거의무는 내용적으로는 혼인의 동거의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혼인 관계의 동거의무

는 배우자 사이의 정조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54)

다) 기타 효과

민사연대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물질적 부조의무 이외의 부조의무(le devoir d'assistance), 즉 곤란에 직면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감정적 및 정신적 협조를 제공할 인격적 연대(la solidarité personnelle) 의무

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에 속한다.55)

연대계약을 등록한지 2년이 지난 안정된 결합체는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영역에서

47) 남효순, 전게논문, 75쪽.

48)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법리에 의거하여 ｢해지하는 사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la faute tenant aux conditions 
de la rupture)｣에는 해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과실있는 해지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

고 하였다(헌법위원회 결정이유 제28, 제61).(남효순, 전게논문, 75~76쪽 참조.)

49) 헌법위원회는 프랑스민법상의 제515조의1 내지 제515조의7(단 제515조의5는 제외)의 여러 규정들을 강행규정이라고 함으로

써(헌법위원회결정 이유 제28), 동거계약의 규율을 완전히 당사자의 자치에 맡기지 않고 있다.(남효순, 전게논문, 51쪽.)

50) 남효순, 전게논문, 68쪽.

51)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일상가사연대책임의 성립범위에 있어서 민사연대계약자의 일상가사연대책임이 배우자의 일상가사연대

책임보다 더 중하게 나타나는 것이 된다.(남효순, 전게논문, 68~69쪽.)

52) 김수현,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8권, 2003년, 42~43쪽.

53) 헌법위원회 결정이유 제26.(남효순, 전게논문, 60쪽에서 재인용)

54) 남효순, 전게논문, 60쪽.

55) 남효순, 전게논문,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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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대관계의 우대를 가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56)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사회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망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대계약의 양 당사자는 동시에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혼인과 동일한 형태의 보장이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일방 당사자의 사망시에 타방 당사자가 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57)

2) 독일의 인생 동반자 제도 : 혼인과는 독립한 제도를 운용하는 유형

(가) 개념

혼인과는 별개의 제도를 운용하여 혼인의 권리나 의무 등의 효과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혼인과 

유사하지만, 효과 자체가 혼인의 효과에서 선별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혼인보다는 약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독일의 ‘인생 동반자법’(Life Partnerships Act) 등의 등록된 동반자 제도가 대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1993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혼인은 남녀간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이 동성결

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58) 이는 즉 국민적 관념이 혼인

에 동성결합을 포함할 정도로 변화한다면, 동성혼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으므로 이후 혼

인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나 혹은 동성 결합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까지 헌법이 금

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탄생하면서 동성 결합체에 대한 동반자 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

직임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법안을 둘로 갈라 상정하였다. 하나는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 행정법·세법·사회보장법·외국인등

록법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인생 동반자법 보충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동성 결합체를 최근친으로 

인정하는 법안(인생 동반자법)으로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 결국 보충법안은 상원에

서 부결되어 폐기되었고, 인생 동반자법만이 시행되었다.

인생 동반자법과 같은 등록된 동반자 제도는 대개 ‘동성 결합체’를 규율대상으로 한다(인생 동반자법 

제1조 제1항). 동성간에 성립한 동반자 관계일 것만을 요구하므로,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59) 그러나 동반자 관계는 오직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며(인생 동반자법 제1조 제1항), 양 

당사자가 하나의 동반자 관계를 가지는 것, 즉 혼인이나 이중 동반자 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으며 근친자간(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의 동반자 관계 형성도 금지하고 있으므로(인생 동반자법 제1
조 제2항), 사실상 여타의 동반자 관계는 예정하기 어려울 것이다.60)

동반자 관계는 동반자 일방의 사망 혹은 재판을 통하여 해소된다(인생 동반자법 제15조 제1항 및 독일 

민법 제156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이혼과 같은 표현이 아닌 취소(Aufhebung)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재판

을 통하여 동반자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동반자는 적당한 부양청구권(인생 동반자법 제12조 및 독일 민

법 제1361조) 및 가재도구와 공동주택의 분할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인생 동반자법 제13조 및 제14조, 
독일 민법 제1361조a·b).

56) 김수현, 전게논문, 40쪽.

57) 김수현, 전게논문, 41쪽.

58) 민길자, 전게논문, 86쪽.

59) 김민중,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제15권 제2호, 2001년, 396쪽.

60) 그러나 인생 동반자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는 혼인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인생 동반자 관계와 혼

인 관계 모두 일쌍의 관계만 허용되는데, 만일 양 관계가 충돌하면 신분법·재산법적 효과가 충돌할 수 있으며,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독일 민법 제1306조를 유추적용하여 이미 동반자 관계가 존재하는 혼인 신고 요청자에게는 호적 공무원이 그 체결

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동반자 관계가 존재함에도 혼인이 체결된 경우에는 동반자 관계가 해소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김민중, 전게논문, 398~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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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 및 혼인과의 차이점

가) 신분상의 효과

인생 동반자 관계 등록시에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성(姓)을 공통의 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계 종

료시에는 관계 형성 이전에 사용하던 성 또는 원래의 성을 사용하거나, 원래의 성을 관계 등록시의 성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인생 동반자법 제3조 제3항).

인생 동반자법에는 가족이란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61) 다만 일방 당사자는 타방의 가족 구성원

이 된다고 규정하여(인생 동반자법 제11조 제1항), 가족을 형성하지는 않으나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가

리키고 있다. 따라서 민법 또는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동반자 또한 포함된다.62) 또한 동반자의 친

족은 타방 동반자의 인척(姻戚)이 되며, 그 촌수는 동반자의 촌수를 따르고, 동반자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인척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인생동반자법 제11조 제2항).

인생 동반자 관계의 쌍방 당사자는 서로 부양, 협조 및 공동 생활 형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상호

간에 책임을 진다(인생 동반자법 제2조). 혼인의 경우 민법에 따라 ‘혼인적 생활공동체’에 관한 의무를 지

지만, 동반자 관계의 경우 ‘공동 생활 형성’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 양자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전자의 

의무에서 장소적 공동체에 관한 의무(동거의무)와 성적 공동체에 관한 의무(정조의무)가 제외된 것이다.63)

인생 동반자 관계의 당사자는 혼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이므로, ‘배우자 없는 자’(독일 민법 제

1742조 제1항)에 해당하여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다. 일방 당사자의 자를 타방 당사자가 입양하더라도, 
종래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친(親)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입양한 자

에 대하여, 그 친권자와 함께 생활하는 인생 동반자의 경우 친권자와 협력하여 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

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소친권(小親權)을 가진다(인생 동반자법 제9조 제1항).

나) 재산법적 효과

인생 동반자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는 인생 동반자 관계 부양에 대한 의무를 지며, 각자의 직업 또는 

재산을 가지고 타방 당사자를 부양하여야 한다.64) 부양의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의 혼인한 부부의 부

양의무(독일 민법 제1360조a 및 제1360조b)가 준용된다(인생 동반자법 제5조). 부양이란 인생 동반자의 생

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독일 민법 제1360조a), 식비나 광열비 등 공동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피복비, 여가비,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비용, 건강보험 및 기타 개인적 잡비 등이 포함된다.65) 또한 부양

의무와 관련하여, 동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다른 동반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6)

인생 동반자는 동반자 관계에서의 재산법적 관계의 내용을 계약을 통하여 규율할 수 있다. 이는 양 당

사자가 출석하고, 공증인이 서증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인생 동반자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관

계 성립 이전에 당사자들이 청산공동제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이나 공증을 요하지 않는다. 청산공동

제를 합의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관계 성립 이전에 가진 재산 및 관계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되지 않으며, 각자는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그리고 해소시에는 해소 이전에 취득한 잉여재산을 청산하

여야 한다.67)

61) 김민중, 전게논문, 408쪽.

62) 민길자, 전게논문, 91쪽.

63) 김민중, 전게논문, 400쪽.

64) 김민중, 전게논문, 402쪽.

65) 민길자, 전게논문, 91쪽.

66) Nina Dethloff,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Ein neues familienrechtliches Institut, NJW36 (2001), S. 2601.(김민중, 전게

논문, 402쪽.에서 재인용.)

67) 김민중, 전게논문, 403~404쪽.



한국 법제상의 혼인 개념의 고찰과 헌법문제로서의 이른바 ‘동성 결합체’의 보호 방안 연구 14

또한 독일 민법 제135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인생 동반자 관계에도 적용된다(인생 동반자법 제8조 제

2항). 그리고 동반자는 독일 민법 제1369조 및 제1365조에 따라 자기에게 속한 가재도구나 그 재산 전체

를 처분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생 동반자법 제8조 제2항). 일방적인 처분이 제한되는 것

은 물질적인 공동생활의 존립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며, 동반자 관계를 영위하는 주택 또한 전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된다.

동반자 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사망한 당사자의 유산에 대하여 법적상속권 

및 유류분권을 가진다(인생 동반자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 동반자 관계의 당사자는 혼인 배우자와 동

일하게 유류분권 및 상속포기계약,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그 법정상속분 또한 

배우자와 동일하다.68)

3) 영국의 시민 동반자 제도 : 혼인의 효과를 준용하는 유형

혼인과는 별도의 제도이지만, 내용상으로 혼인의 규정을 대개 준용하여 혼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유형이다. 1989년에 덴마크에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북구나 구미에서 주로 사용된다.

1998년, 영국 법원은 Fitzpatrick v. Sterling Housing Association Ltd. 판결에서 사망한 자의 동성 동반자

에 대하여, 사망한 자의 임차권(tenancy)을 상속할 권리를 인정하였다.69) 이후 2002년에 정부는 시민 동반

자 등록(Civil Partnership Registration)의 제도화 실현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2004년에 영국 의회에서 시민 

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가 통과되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시민 동반자는 동성으로 구성된 2인의 결합체 사이에 창설되는 법적인 관계로서, 법에서 정하는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동반자 제도는 동성 간에만 성립하며, 당사자가 이미 동반자 관계나 

혼인 관계가 있는 경우, 혹은 미성년자나 근친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시민 동반자법 제4조).

등록한 동반자 관계는 배우자(spouse)와 거의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또한 동반자들은 부모로서의 

책임(시민 동반자법 제74조의2), 특히 재정적 책임(시민 동반자법 제77조)과 입양할 권리(시민 동반자법 

제78조)를 가진다. 또한 배우자와 동등한 사회적 보장(연금, 소득보장,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70)

시민 동반자 관계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명령이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일방 당사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타방 당사자는 생존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지며

(시민 동반자법 부칙 제5조 제7항), 당사자가 제3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시
민 동반자법 부칙 제82조). 또한 이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법원의 해소명령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71) 해소명령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한 경우에 신고되며(시민 동반자법 제44조의1), 
법정 화해과정을 거쳐야 한다(시민 동반자법 제42조). 법원은 ① 비합리적 행동, ② 관계 해소 신청 직전

의 2년 동안의 별거 및 동반자의 동의, ③ 신청 직전 5년 동안의 별거 혹은 ④ 신청 직전 최소 2년 이상

의 유기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관계 해소를 명할 수 있다.

4) 시민 연대 혹은 등록 동반자 제도의 문제점

우선 등록 동반자 제도의 경우 혼인과의 차이가 강조되면서 보장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이 혼인에 

비하여 좁다. 그 자체가 동성혼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통과점이나 정치적 타협 수단으로 제시되었으므

로, 당연히 그 효과가 혼인에 비해 낮은 것이지만, 내용상으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고민과 검토에 따라 

68) 김민중, 전게논문, 408~409쪽.; 민길자, 전게논문, 95~96쪽.

69) Fitzpatrick v. Sterling Housing Association Ltd.[1998] Ch.304; [2001] 1 AC 27. 이 판결은 동성의 동반자를 배우자가 아닌, “사
망 직전까지 2년간 동거한 가족 구성원”(Rent Act 1977 부칙3(1))이라고 보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였다.

70) 자세한 내용은 서종희, 전게논문, 131쪽을 참조.

71) 법원은 동반자 관계에 대하여 해소명령(dissolution order)이나 무효명령(nullity order), 동반자 가운데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추

정되는 경우에 관계를 해소시키는 사망추정명령(presumption of death order) 및 동반자의 별거를 명하지만 혼인이나 다른 동반

자 관계 형성을 금지하는 별거명령(separation order)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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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결합체 동성 결합체

프랑스형

혼인 관계 미 존 재

민사연대계약(PACS) 관계

비혼인 또는 미등록 공동생활자

독일형
혼인 관계

미 존 재

등록 동반자 관계

비혼인 또는 미등록 공동생활자

영국형

혼인 관계 등록 동반자 관계

비혼인 또는 미등록 공동생활자

유사 혼인 보호 제도의 구조도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시민 연대의 경우 권리 내용으로서는 혼인과 거

의 동일하지만, 결국 혼인과는 개념이 른 제도에 해

당한다. 즉 기존 법제에서 ‘혼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혹은 기타 사인간의 계약 등에서 ‘혼인’을 언

급하는 경우에는 시민 연대 제도의 등록자가 당연히 

그 ‘혼인’에 준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혼인은 이성 간에만 허용되는데 비하여, 시
민 연대 혹은 등록 동반자 제도가 동성 간에만 허

용되거나 이성·동성 결합체에 모두 적용된다 하더

라도 그 자체가 각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동성 

간에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 자체가 한

층 동성 결합체를 낙인찍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

고, 이성·동성 결합체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국 혼인 자체가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3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동성혼의 금지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한 뒤 주 의회가 시민 

연대 법안을 작성하여 주 대법원에 합헌성 판단을 요구하자, 법정의견이 오히려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

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혼인’(civil marriage)과 ‘시민 연대’(civil union)라는 단어 사이의 차이는 결코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동성 결합체(그 대부분은 동성애자이다.)에 대하여 2류 시민으로서의 지위(second-class status)를 부여

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다.72)

마루야마 시게루 교수도 프랑스의 민사연대계약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PACS는 동성애(호모 섹슈얼리티)를 사회적으로 승인하여 이성애(헤테로 섹슈얼)와의 평등화를 실현하고, ‘관
용 사회’를 진전시킨다는 표면상의 얼굴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국가에 의한 혼인 질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교묘한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PACS에 의하여 실현된 것은 동성애라는 사회적 실태의 제도적 승인이라는 

상징적 효과만이 아니다. 오히려 PACS는 동성애자가 혼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73)

즉 실질적으로 동등한 제도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회적인 의식이 그에 따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시민 연대 제도 혹은 등록 동반자 제도의 의미는 그 내용적으로는 이성 결

합체와 동등한 보장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동성 결합체는 다른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같은 취급이 차별적 취급으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평등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2) 사실상의 결합체에 대한 보호

등록 결합체의 보호와는 달리, 사실상의 공동 생활체가 존재하는 것에 착안하여 등록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방법이다. 이성 결합체에 대하여 사실혼으로서의 보호를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도 확대하는 

것이다. 주로 구 사회주의계열 국가에서 사실혼 보호의 연장선에서, 동성 결합체를 사실혼 관계의 보호 

범위에 포섭하여 보호하는 형식으로 헝가리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에서 채택된 방법이다.74)

72) Supreme Judicial Court of Massachusetts, Opinions of the Justices to the Senate, 440 Mass. 1201, 1207, 802 N.E.2d 565 (Feb. 3, 2004.).

73) 丸山茂, 『家族のメタファー』, 早稲田大学出版部, 2005년,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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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경우 동성 결합체를 위한 제도는 없으나, 공동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그 주거의 경우 소

유나 임차를 묻지 않고 이성 결합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사회보험법에서는 동성 결합체

도 이성간의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2004년, 인천지방법원이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

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

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75)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6년여가 지났으나, 
지금 다시 재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실상의 결합체에 대하여 보호할지는 의문이다. 사실혼의 

보호를 위하여는 혼인의사의 존재가 불가결한데, 처음부터 동성간의 혼인의사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동성간에서는 혼인이 불가능한 이상, 내연(관계) 또한 있을 수 없다.”76)는 지적이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실상의 결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는 혼인 또는 등록 동반자 제도에 비하

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혹은 그 사실상의 결합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판을 거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4. 기타

(1) 공정증서 계약

이는 법적인 규정에 관계 없이 동성 결합체의 당사자 쌍방이 공동생활에 대한 합의― 사실상의 동반자 

계약 ―를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여 공정증서로 삼는 것이다. 물론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높은 추정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존중 의식 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을 통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해지는데, 이를테면 상호의 부조의무 등을 내용으

로 삼거나 생활비 부담 등의 분담, 주거 생활의 안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

동생활뿐만 아니라 유언의 작성 등도 포함 가능하다.

공정증서 계약의 경우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

자 간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동성 결합체의 ‘의
료결정권’과 관련하여, 비록 당사자 간에 의료 행위의 승낙에 대한 대리를 허용하였다 할지라도 과연 의

료기관에 대하여 그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단순한 계약이므로,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 이를테면 정조의무 등의 성적 의무에 대한 내용

이 있는 경우 공서양속에 비추어볼 때에 기존의 혼인 관념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계

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될 우려가 있으며, 그 공증 절차와 내용 등이 당사자의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회

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입양 제도의 활용

일본에서 종종 혼인의 대체적 효과를 누린다고 언급되는 것이 입양 제도이다. 일본의 입양 제도의 구

조는 한국과 거의 동일하나, 한국에서는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임을 불문하고 부모 혹은 직계존속의 동의

74) 渡邉泰彦, 「ヨーロッパにおける同性カップルの法的保護」, 『北大法学論集』 제57권 제4호,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6년, 
1755쪽.

75) 인천지방법원 2004년 7월 23일 선고, 2003드합292 판결.

76) 大村敦志, 「性転換・同性愛と民法(下)」, 『ジュリスト』 제1081호, 1995년,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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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어야 하나(민법 제870조 제1항), 일본의 경우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가정재판소의 허가

를 필요로 하므로(일본민법 제807조) 한국보다 다소 간명하다고 할 수 있다.77)

입양 신고시부터 양자는 양친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친의 혈족 및 친족 간에 친족관계가 발

생한다(민법 제772조 제1항).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를 진다.

동성 결합체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입양한다면, 혼인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상
호간의 상속권을 비롯하여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 형사법상의 여러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모-자
식의 가족으로 취급된다. 또한 공정증서 계약과 달리 경제적인 부담도 없다.

그러나 입양 제도의 활용은 우선 혼인과 다르다. 양친자 관계는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즉 종적인 관

계로서 횡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동성 결합체의 보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친자 관계

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노리는 입양 제도의 이용은 가장 입양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관계가 전제된 동성 결합체가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5. 혼인의 개념 표지에 대한 검토

(1) 혼인의 개념 표지의 역사적 변천

사전적 혹은 법적·사회적 의미에서 혼인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즉 이성간의 결합이

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혼인의 요소로 ‘남녀’가 요구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상식으로는 당연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에 이르러, 이성간의 혼인만을 합법적이자 유효한 혼인으로 볼 수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과연 ‘성적(性的) 지향성’이 헌법상 규정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유가 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혼인의 개념요소로 거론되는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법적 승인’과 같

은 요소와 달리, ‘이성’(異性)이라는 요소를 언제까지 혼인의 요소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78)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애정과 자유의사가 혼인의 개념 표지로 자리한 것은 오래지 않았다. 인류학적으

로 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혼인제도는 출계집단을 지속시키기 위

한 방법이자 다른 집단과의 연맹을 확대하기 위한 “재산과 사람에 대한 권리의 법적 이양”으로 해석되었

다.79) 즉 혼인은 개인의 결합이 아닌 집단의 결합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특정한 의례(결혼식)에 의

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국가와 사회, 관습, 종교가 작용하던 혼인의 고전적인 개념은 세계 대전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
유주의가 대두하면서 애정에 의한 결합이야말로 이상적인 혼인이 되었다.80) 경제적 결합체이자 노동공간

으로서의 혼인 관계는 사적 영역에서의 감정결합체로 변화하였다.81) 그리고 다시 1960년대의 서구 사회

에서는 점차로 이혼율과 동거율은 상승하면서, 출생률과 혼인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① 거의 모든 산업

77) 일본의 양자제도는 그 간명성과 더불어 혼인시의 성씨 변화를 감안하여, 사위를 양자로 들여 데릴사위로 삼는 경우도 있으

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다소 존재한다고 한다. 노성환, 「일본의 양자에 관한 소고」, 『일본어문학』 

제1호, 1995년.; 권정희, 「양자법의 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1992년. 그리고 일본에서는 동성 결

합체가 이 양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清水雄大, 「日本における同性婚の法解釈 ＜上＞」, 『法とセクシュアリ

ティ』 제2호, 2007년, 103~104쪽.

78) 지원림, 전게서, 1614쪽.은 “동성간의 혼인 또는 결합을 인정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현재로서는”이라는 제한이 있어

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고 있다.

79) 김주희, 「고려시대의 혼인 : 인류학적 해석」, 『가족과 문화』, 제10권 제2호, 1998년, 3쪽.

80) Gustav Radbruch(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8년, 207쪽.

81) 강인실, 전게논문,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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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국가에서 광범하게(widespread), ② 증가율과 감소율은 모두 50% 이상으로(profound), ③ 20년도 채 

못되는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sudden) 일어난 일이다.82)

이는 서구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23.6%로 나타났

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44.4%)를 합쳐도 68%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다.83)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기혼자의 경우 23.0%, 미혼자

의 경우 19.4%에 지나지 않았다.84) 널리 알려졌듯이 1965년에 5.6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는 무려 

78.3%가 감소한 1.22명까지 떨어졌다.85)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혼인의 절대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오던 ‘인간의 근본적인 결합’이라거나 ‘자녀를 

수반해야 한다’는 의식―이는 이성간의 혼인이어야 한다는 인식과도 연결될 것이다.― 등은 급격히 달라지

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른바 동성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연 혼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성결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혼인의 변화에 대한 법제도에의 반영 없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구시

대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반영”86)하고 있는 혼인의 개념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혼인이 지니는 역사성을 

저해하는 결과”마저 낳게 하는 것이 아닐까.87)

(2) 한국 헌법상 혼인의 개념 표지로서의 ‘이성’에 대한 검토

법제도 상에서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점이 ‘혼인’의 개념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살

펴보았다. 그러나 과연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요소를 과연 동성혼의 부인 혹은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의 금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제도적으로 헌법질서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88) 즉 혼인과 가

족생활은 법질서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증되며, 따라서 입법자는 해당 제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성

원리를 보호하여야 한다.89)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내용을 헌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주어진 구성원

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주어진 구성원리’ 혹은 ‘핵심적인 구조원리’로 보게 된다면 ‘동성 결합체’
를 혼인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90)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이라는 요소가 혼인이 일남일녀사이의 혼인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여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지, 동성혼을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91)

82) 1985년에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는 ‘1960년대 이후 통계지표의 전반적인 큰 변동’에 대하여 “widespread-pro-
found-sudden"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하여 설명하였다. (강인실, 전게논문, 5쪽.에서 재인용)

83) 통계청이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3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사회조사에 따른 것

이다. 결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한다 -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15~19세에서 53.6%(14.1% - 39.5%), 20대에서 

62%(16.2% - 45.8%), 30대에서 60.8%(14.3% - 46.5%), 40대세에서 65.3%(18.0% - 47.3%), 50대에서 76.5%(30.0% - 46.5%), 60대 

이상에서 84.6%(47.1% - 37.5%)로 나타났다. (통계청, 200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2009년.)

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5월에 12월에 전국 8,500여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44세 기혼여성과 18-44세 미혼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에 따른 것이다.

85)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9년, 60~63쪽.(UN「http://esa.un.org/unpp」2009년 8월.)

86) 강인실, 전게논문, 6쪽.

87) 강인실, 전게논문, 6쪽.

8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602~603쪽.

89) 홍성방, 전게서, 271쪽.; 최갑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 제4집, 2003년, 513쪽.

90) 고보혜, 전게논문, 35쪽.; 조홍석, 전게논문,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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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헌법의 혼인 내에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요소가 본질적 요소, 즉 주어진 구성원리라고 할지

라도 아직 검토할 필요성은 남아있다. ‘혼인’이라는 개념에 아직까지는 ‘양성의 결합’이라는 개념표지가 

있을지라도 헌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동성 결합체’의 혼인으로의 포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즉 이성간의 혼인은 헌법 현실에서 ‘이미 주어진 당연한 현상’으로 전제하여 양성의 평등

을 언급하고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92) 즉 비록 현행 헌법의 규정에서 혼인을 “일남일녀”93), 남녀의 결

합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성혼인”이라는 새로운 가족개념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한 것

일 뿐, 혼인으로의 동성혼인 개념의 포섭이나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헌법제정자가 동성간의 혼인에 대하여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동성간의 혼

인 허용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결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4)

뿐만 아니라 혼인제도의 핵심영역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에 

있어서 “이성성(異性性)의 요청”은 혼인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전통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성성’이라는 특

질은 핵심영역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이라는 제도는 사적 기능을 가진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의의를 갖는 공적 기능을 가진 영역이기도 하다.95) 혼인의 이와 같은 

기능은 이성성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96), ‘경제적 공동생활’97)이라는 혼인의 표지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국가는 혼인의 기능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혼인의 범위를 한계지을 수 있다.98)

그러나 법률혼의 독점적 지위, 즉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가해지는 영역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완화되어 갔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가 먼저 찾아온 서구 사회에서는 법률혼의 위상이 광범하게 침식

되어 왔으며,99) 혼인유사동거(婚姻類似同居)의 법적 효과는 확대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였다.100)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事實婚)을 두고, 지금은 그 누구

도 모든 법적 보호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보호’를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한다는 준혼(準婚) 이론을 취하고 있다.101)

그러나 사실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의 사실혼 당사자 가운데,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에도 법률혼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하는 당사자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이른바 ‘의지적 사실혼’에 대하여는 그 보호를 ―재산법적 보호에서는 제외하더라도

―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102) 그러나 사실혼의 실제적인 보호에 있어서 그러한 

구분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등 많은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03)

91) 서종희, 전게논문, 116쪽.

92) 이준일, 전게논문, 137쪽.; 황석규, 전게논문, 76쪽.

93) 황석규, 전게논문, 76족.

94) 이준일, 전게논문, 187쪽.

95)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2007년, 811쪽.

96) 헌법재판소는 일부일처주의를 “근대 혼인제도의 근간”(헌법재판소 2008년 10월 30일 선고, 2007헌가17 결정.)이며, 일부일처

제의 유지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0년 9월 10일 선고, 89헌마82 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97) 대법원은 ‘공동생활관계’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0년 9월 5일 선고 99므1886 판
결 등.

98) 강인실, 전게논문, 61쪽.

99) 한복룡, 「구미가족법의 비교연구」, 『가족법연구』 제8호, 한국가족법학회, 1994년, 479~480쪽.

100) 강인실, 전게논문, 63쪽.; 한복룡, 전게논문, 480~481쪽.

101) 가령 지원림, 전게서, 1665쪽.

102) 정현수·임영수, 「사실혼 보호 법리의 재검토」,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9년, 30~31쪽.; 지원림, 「사실혼에 관한 약

간의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년, 28~31쪽.; 박인환, 「사실혼보호법리의 변천과 과제 : 사실혼의 발

생유형과 보호의 개별화」, 『가족법연구』 제23권 제1호, 2009년,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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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혼형의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혼적 사실

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즉 법률혼과 경합하는 사실혼이 존

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것―혹은 부첩관계―이 되

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혼은 무효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혼은 사실혼으로서의 보호도 받을 수 없

게 되는 것이다.104)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유책주의(有責主義)를 기초로 삼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률혼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105)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는 없는 것”106)이라고 여러 차례 판시하였으나, 다른 면으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혼

적 사실혼이라 할 지라도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07)

이렇게 법률혼주의와 일부일처제에 일부 반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그 면이 언제나 정의에 반하는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법률혼주의나 일부일처제에 다소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합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108)

(3) 동성 결합체 인정과 ‘혼인’의 정의 문제

가족사회학 또는 여성학의 연구에서도 혼인은 단순히 개인간의 애정에 의한 결합, 혹은 성적(性的)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제도’109)이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혼인은 근대 국가 성립 이후에 법적으로 보

호되어야 할 혼인으로 정의된다.110)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동성 결합체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가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서의 

‘혼인’에 법적·국가적 개입이 시시로 행해졌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 1993년, 하와이에서 제기된 동

성혼 소송에서 주(州) 대법원이 위헌을 이유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동성혼의 도입이 미국 전체에서 급격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는 반대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미 연방정부는 1996년, 혼인보호법

(Defence of Marriage Act)을 제정하여 동성혼을 명문으로 금지하고자 시도했고, 여러 주 정부 또한 주 헌

법 혹은 혼인법의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막는데 총력을 다한 것이다.111) 이에 대하여 “가족의 정의(定義)
가 자연 혹은 보편(普遍)의 반영이 아니라, 한 쪽의 정의(定義)를 채용하여 다른 한 쪽을 부정하는 것에 의

하여 자의적으로 구축되는 사항이라는 점”112)이라는 가자마 다카시(風間孝) 교수의 지적이야말로 의미심

103)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 유족 가운데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 다

른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하여 혼인의 혜택을 인정하는 예는 강인실, 전게논문, 64~66쪽을 참조.

104) 박인환, 전게논문, 163쪽.; 지원림, 전게논문, 469쪽.

105) 박인환, 전게논문, 163쪽.

106)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107) 박인환, 전게논문, 164~165쪽은 “법률혼과 경합하는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으로서의 보호 가능성을 일절 부인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

체가 존재하는 한 근친혼 또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거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고 

있다. 지원림, 전게논문, 469~470쪽 또한 “이혼합의와 함께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子의 감호 등 후속조치까지 종료된 단계……

에 이르렀다면 허울만 남은 법률혼보다 사실혼이 보호되어야 한다. (중략) 법률혼부부 사이에 명시적인 이혼합의가 있었다면 

……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혼이 법률혼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실혼이 법률혼에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108) 강인실, 전게논문, 68쪽.

109) 善積京子, 「＜近代結婚＞の揺らぎ」, 『家族社会学研究』 제14권 제2호, 2003년, 44쪽.

110) 清水雄大, 「同性婚反対論への反駁の試み : 「戦略的同性婚要求」の立場から」, 『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 제3호, 国際基督大

学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 2008년, 96쪽.

111) 鈴木伸智, 「同性のカップルに対する法的保護」, 『青山法学論集』 제42권, 2001년,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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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혼인제도의 핵심영역으로서 거론되는 이성성과 일부일처제, 경제적 공동생활이라는 표지들은 ‘혼인’과 

‘비혼인’(혹은 유사혼인)을 구분짓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비혼인이나 유사혼인에 대

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혼인제도의 표지들은 그 역할에 대하여 깊은 검토를 요하게 된다.

서구 사회의 전례를 통해 보면, 앞으로 한국 사회 또한 혼인에 대한 인식의 더욱 큰 변화, 출산 및 가

족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혼인의 핵심요소인 이성성(異性性) 또한 혼인제도의 핵심영역으로서의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은 이러한 이성성이라는 요소에 대해, “자녀의 출산은 혼인을 원하는 대부분의 개인이 혼인하는 주

관적 목적이고 …… 자녀의 출산이 가능한 이성간의 결합은 혼인개념의 본질적 요소”113)라고 하여 인간

의 생식(生殖)을 근거로 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혼인’의 ‘이성성’이라는 요소에 인간의 ‘생식’을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정책적으로는 인구정책적 목적에서의 혼인 제도의 반영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출산’은 어

떠한 혼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혼인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 물론 이 경우도 ‘출산’
을 무효원인으로 하지는 않는다 ―, 연령이나 출산 가능성 등은 혼인 성립요건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동성혼’의 법제화가 출산율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114) 그러나 이야말로 본말의 

전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 결합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는 이미 법제화 이전부터 출산율

이 낮았던 서구 국가가 대부분이다.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동성 결합체 보호 이전에 동성애자가 

이성애 사회에서 강제된 이성혼을 통하여 이성애적 사회 질서의 유지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

용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연 동성애자가 강제된 이성애를 통해 혼

인할 경우에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심리적 억

압과 강제에 의한 인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훨씬 중대한 문제이다.115)

결국 혼인에서 ‘이성성’이라는 요소는 혼인 자체의 정의(定義)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이성 결합체’를 

기준으로 혼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16) 법에서의 ‘이성성’이라는 요소

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이 ‘혼인은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6. 소결

동성 결합체의 법적 보호 방안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넓은 선택범위가 존재한다. 우선 그 

기존 질서 고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의 공정증서 계약이나 입양 

제도의 활용과 같이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되 당사자의 영역으로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실상 당사자가 요구하는, 그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특별법(이를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

하는 자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확정하는 방법

이 없는 이상 그 안정성은 매우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112) 風間孝, 「同性婚のポリティクス」, 『家族社会学研究』, 제14권 제2호, 2003년, 39쪽.

113) 이준일, 『섹슈얼리티와 법』, 세창출판사, 2009년, 220~221쪽.

114) 대표적으로 이성호 목사는 “현재 동성혼이 합법화 되어 있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결혼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습

니다. 출산율이 2.1%가 되어야 인구가 현상유지되는데 현재 이런 나라들에서는 저출산율로 인구가 줄면서 사회문제”라고 지

적한다.(기독일보 2008년 11월 6일자.)

115) 이러한 차별의 실례에 대하여는 김김찬영, 전게논문을 참조.

116) 南野佳代, 「結婚する権利」, 『法の言説分析』(棚瀬孝雄 저), ミネルヴァ書房, 2001년,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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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결합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과 시민 연대 제도 혹은 등록 동반자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성 결합체의 혼인을 

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등록 제도는 그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결합체의 효

과를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차이가 혼인과 그 제도들을 구분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법적 보호 방안은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

인 추세로 볼 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117) 동성의 결합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

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법률혼 혹은 이성간의 결합체인 사실혼과 동

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어떠한 애정적 공동생활관계, 즉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어서 공동생활의 안정망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양성’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반드시 혼인은 ‘일남일녀의 결합’만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인 적

합성에서도 혼인만을 유일하고 정당한 결합 관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동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나 사회의 법적 보호나 이익은 동성 결합체라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118)

동성 결합체의 보호, 즉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가진다는 것이 이성애 중심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중심 이데올로기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족

제도 자체를 공고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119) 그러나 가족 중심 이데올로기 자체를 혁파한다

는 목표 아래에 어떠한 법적 보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른 목표라는 이름 아래

에 동성 결합체의 보호를 지연시키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법적 구제에서 벗어난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 

그 인고를 더욱 감내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상호간의 부양과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동체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기존의 혼인 및 가족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혼인·가족제도는 헌법상으

로 배타적인 특권을 가지는 지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공동체 형성을 금지하는 제도도 아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에는 개개의 다양한 장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점차 국내에서도 동성애 관

계의 표면화와 함께 동성 결합체를 둘러싼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장 현실적으로는 동성 결합체의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보험법 등에서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동성 결합체를 구성하고 있

는 자’를 포함하는 입법을 요한다고 하겠다.120)

이후에 있어서의 제도 설정은 동성 결합체를 구성하는 상호의 성실과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측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합체의 삶을 구성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권, 
재산법적 계약의 측면, 권리의 승계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관계 해소 이후의 일정한 재산법적 책임과 상

속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7) 변화순·조은희, 전게서, 209쪽.

118) 서종희, 전게논문, 139~140쪽.

119)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방향은?”, 2006년 9월 26일자.

120) 변화순·조은희, 전게서, 210쪽.



한국 법제상의 혼인 개념의 고찰과 헌법문제로서의 이른바 ‘동성 결합체’의 보호 방안 연구 23

IV. 결론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 결합체의 보호는 지금에 이르러 피할 수 없는 법적 요청이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동성 결합체 구성원이 가지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법적 제

도의 형성을 통하여 동성 결합체의 헌법질서 내의 편입과 함께 그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성적 지향성’
을 이유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 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 결합체를 이성 결합체(혼인 또는 사실혼)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평등권

(헌법 제11조) 규정과 관련된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121)라고 한다. 또한 

이성 결합체와 동성 결합체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해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자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평등 위반 여부의 심사는 엄

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동성 결합체의 차별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122)

동성 결합체의 법적 보호 방안에는 그 기존 질서 고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때에, 현행 제도 하에서

의 공정증서 계약이나 입양 제도의 활용과 같이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되 당사자의 영역으로 두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특별법(이를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결합체의 법적 지위를 인

정하는 방법, 시민 연대 제도 혹은 등록 동반자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혼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성 결합체의 혼인을 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법적 보호 방안은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

인 추세로 볼 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동성의 결합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법률혼 혹은 이성간의 결합체인 사실혼과 동등

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어떠한 애정적 공동생활관계, 즉 사실상의 혼

인 관계에 있어서 공동생활의 안정망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과연 ‘성적(性的) 지향성’이 헌법상 규정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혼인의 절대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오던 ‘인간의 근본적

인 결합’이라거나 ‘자녀를 수반해야 한다’는 의식 등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혼인의 

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반영 없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구시대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혼인의 개념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혼인이 지니는 역사성을 저해하는 결과”마저 낳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제도적으로 헌법질서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123) 즉 혼인과 가

족생활은 법질서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증되며, 따라서 입법자는 해당 제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성

원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내용을 헌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주어진 구성원리’ 혹은 ‘핵심적인 구조원리’로 

보게 된다면 ‘동성 결합체’를 혼인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121) 헌법재판소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1헌바91 결정.

122)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 동성혼」,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0년, 117쪽.

123) 홍성방, 전게서, 602~6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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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양성’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반드시 혼인은 ‘일남일녀의 결합’만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

을 보호하여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지, 동성혼을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

다. 또한 현행 헌법의 혼인 내에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요소가 본질적 요소, 즉 주어진 구성원리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동성혼인”이라는 새로운 가족개념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일 뿐, 혼인으로의 동성혼

인 개념의 포섭이나 동성 결합체에 대한 보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혼인제도의 핵심영역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에 

있어서 “이성성(異性性)의 요청”은 혼인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전통이지만, 그 법률혼의 독점적 지위는 사

회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완화되어 갔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가 먼저 찾아온 서구 사회에서는 법률

혼의 위상이 광범하게 침식되어 왔으며, 다양한 혼인유사동거(婚姻類似同居)의 법적 효과는 확대되고 다양

한 가족형태가 출현하였다. 기존의 법률혼주의와 일부일처제에 일부 반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그 면이 언

제나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기존의 법률혼주의나 일부일처제에 다소 모순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합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족의 정의(定義)는 “자연 혹은 보편(普遍)의 반영이 아니라, 한 쪽의 정의(定義)를 채용하여 다른 한 쪽

을 부정하는 것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축되는 사항이라는 점”124)이라는 지적이나 정책적으로는 인구정

책적 목적에서의 혼인 제도의 반영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출산’은 어떠한 혼인 요건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가족제도에서 과연 명백히 동성 결합체의 보호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혼인에서 ‘이성성’이라는 요소는 혼인 자체의 정의(定義)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이성 결합체’를 

기준으로 혼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혼인만을 유일

하고 정당한 결합 관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동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나 사회의 법적 보호

나 이익은 동성 결합체라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동성 결합체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 결

합체를 구성하는 상호간의 부양과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동체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기존의 혼인 및 가족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혼인·가
족제도는 헌법상으로 배타적인 특권을 가지는 지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금지

하는 제도 또한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을 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프랑스식의 민사연대계약은 혼인의 

본질적인 효과인 부양의무 또는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성 결합체에 대하여 혼인 또는 준혼(準
婚)으로서의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북구 혹은 독일과 같은 등록된 동반자 제도 또는 영국의 

시민 동반자 제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질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섣불리 혼인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아직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 깊은 검토

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에는 개개의 다양한 장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점차 국내에서도 동성애 관

계의 표면화와 함께 동성 결합체를 둘러싼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장에는 동성 결합체의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보험법 등에서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동성 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를 포

함하는 입법을 요한다고 하겠다.

이후에 있어서의 제도 설정은 동성 결합체를 구성하는 상호의 성실과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측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합체의 삶을 구성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권, 
재산법적 계약의 측면, 권리의 승계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관계 해소 이후의 일정한 재산법적 책임과 상

124) 風間孝, 전게논문,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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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성 결합체의 권리 보장은 단순히 하나의 공동 생활체로서의,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외연 확

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합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진

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직격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동성 결합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합체를 구성하는 동성애자는 격리 혹은 

외면되어야 할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헌법상의 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인격적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결단을 가

지고 스스로를 규율하며 주변 세계를 형성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결합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

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에서의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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