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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동성(同性)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1)	 	본	글은	2017.	10.	19.에	화우공익재단	주최로	개최되는	“동성혼	합법화의	법적	쟁점”이란	세미나	발제문을	만들면서	준비한	초고	형

식의	글임을	밝힌다.

동성(同性)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1)  

성	중	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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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ergefell	v.	Hodges,	135	S.	Ct.	2584	(2015).
3)	 MICHAEL	J.	KLARMAN,	“Supreme	Court	justices	have	malleable	view	of	democracy”,	Boston	globe	opinion,	2015.	6.	26.자	칼럼	기사.	

4)	 V.L.	v.	E.L,.	136	S.	Ct.	701	(2016).

5)	 https://en.wikipedia.org/wiki/Baehr_v._Miike	(최종	검색일	2015.	12.	10.)

6)	 	당시	혼인신고를	시도한	커플은	Ninia	Baehr와	Genora	Dancel이라는	동성	커플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딸이	동성애자로서의	성적취향

을	유지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기를	바랬던	Baehr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장	후배인	Dancel을	딸에게	소개시켜	주어	동거관계

가	시작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커플이었다.

Ⅰ. 서설

미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는	Obergefell	v.	Hodges	판결2)을	

선고한	바	있다.	위	판결은,	미국	내에서	동성혼이	허용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기능’이	제대

로	작동된	사례라	평가된다.3)	그러나,	위	Obergefell	판결은	동성혼	이슈의	종착역이	아니었다.	5: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	위	Obergefell	판결	이후,	미국	내	동성혼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즉,	

2016년	3월	미연방대법원은	V.L.	v.	E.L.사건에서	소송	당사자인	동성부부의	친권	및	입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4)	물론,	이	판결이	미국	내	모든	동성부부의	입양	및	양육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었지만,	동성

결혼	자체의	합헌성을	넘어	이제는	동성부부의	양육권,	입양권,	자녀교섭권	등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	행사에	대

한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아래에서는	미국	등지에서의	동성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쟁점과	판례	등을	비교

적	상세히	살펴본	후	김조광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우리나라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논란을	조명하면서	현행	우

리	법제	하에서의	동성혼	관련	쟁점(찬반양론)과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Ⅱ.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논란 

1. 미국에서의 동성혼 전개 양상 

(1) 동성혼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나긴 법정공방의 역사

1) Baehr v. Miike 사건5)

1993년	5월	미국	하와이주	대법원은	2명의	여성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사건6)에

서,	위	신고서를	반려한	공무원의	처분은	하와이주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하와

이주	대법원은	‘남자들은	여자와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	여자들에게만	여자와	결혼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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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성을	차별한	것이므로,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한	뒤,	오랫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	말고는	달리	이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이는	‘평등원칙’을	규정한	

미	연방	수정헌법과	하와이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시	위	판결은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대

체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형식적인	논리’에	근거한	황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위	

하와이주	대법원	판결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원심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환송	

후	원심	재판장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형식	논리	내지	법리로	혼인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실제로	선고되자,	하와이주	정부는	비

난여론에	떠밀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일단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상고	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

기	전에	주	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	의회에게	제안한	것이다.	이에	주	의회는	‘의회는	동성혼을	금지할	입

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위	개정안은	주민투표에서	하와이주	주민	69%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그때까지	최종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던	하와이주	대법원은,	‘이제	헌법	

자체가	개정되어	동성혼	금지가	명시된	이상	종전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말

았다. 

2)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제정과 Lawrence v. Texas 사건 및 Good 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건7)

위	Baehr	v.	Miike	사건	이후	동성혼	문제가	미국	전역의	이슈가	되었고,	많은	여론조사기관들이	동성혼	허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는데	1996년	당시	미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혼	허용’을	지지

한다는	답변은	27%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힘입어,	미	연방의회는	1996년	9월,	‘Defense	

of	Marriage	Act’,	속칭	‘DOMA’	법률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위	법률은,	연방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결

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립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법	제정으로	동성혼	허용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미	연방대법원은	2003년	6월	26일,	‘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남성	간의	간음행

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

에서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Anthony	Kennedy	대법관과	Sandra	O'Connor	대법관이	다수의견과	동조의견을	

집필하여	동성혼	문제를	보수와	진보간	정치	사법적	대립으로	이해하던	호사가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이

어	같은	해	11월	18일,	이번에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ood	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사건에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호적	담당관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주	헌법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을	집필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7)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	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111면	이하;	이탄희,	“미연방대법원	동성혼판결”,	대법원	해외사법소식	102호,	2015.	9,	6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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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Margaret	Marshall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를	금지해

온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혐오스럽다는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8)

위	두	판결은	정치권으로부터의	거센	역풍9)을	불러왔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판결	직후	연방의회에서	실시

한	2004년	연두교서	연설에서	‘사법부의	적극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미국	각	주	의

회들은	하와이주의	본보기를	따라	동성혼	금지를	명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4년	한	해에만	11

개	주에서	위와	같은	개정안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가결되었다.	

3) Inre Marriage Cases 사건10)

그	후	위와	같은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의	반응을	가늠할	기회는	곧	찾아왔다.	2008년	5월	15일	캘

리포니아주	대법원은	‘Inre	Marriage	Cases(43Cal.4th757)’사건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캘리포니아주	헌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역시	평소	진보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	

Ronald	George가	다수의견을	직접	집필하였다.	당시	위	판결은	다소	예상된	판결이었기에	동성혼	반대론자들의	

대응도	발빨랐는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헌법개정안	‘Proposition	8’이	위	판결	선고	직후	약	2주	

만에	발의인	주민	수	요건을	충족하였던	것이	그것이다.11)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된	법률의	문구	그대

로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위	‘Proposition	8’은	2008년	해를	넘기기도	전에	주민투표를	

거쳐	가결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동성	간	결혼허용에는	반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그	해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대통령후보였

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마찬가지로	동성혼	허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8)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bsence	of	any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on	the	one	hand,	an	absolute	disqualification	of	

same-sex	couples	who	wish	to	enter	into	civil	marriage	and,	on	the	other,	protection	of	public	health,	safety,	or	general	welfare,	

suggests	that	the	marriage	restriction	is	rooted	in	persistent	prejudices	against	persons	who	are	(or	who	are	believed	to	be)	

homosexual	...	(후략)”

9)	 	미국	공화당/민주당	양측	모두에서	‘앞서가는	법원	판결	때문에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느라	곤혹스럽다.’는	정치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

오기	하였다.	그러나,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의	곤혹스러움을	배려해	주지	않았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1967년에도	‘Loving	v.	

Virginia’사건에서	‘반혼혈법’(anti-miscegenation)이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서,	당시	국민의	70%가	반대하던	‘인종	간	결혼’(interracial	

marriage)을	미	전역에서	일거에	허용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윤진규,	“동성(同性)결혼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해외사

법소식	102호,	2015.	9,	21면	이하.)	

10)		James	L.	Peterson	and	Nicholas	Zill,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8,	No.	2	(May,	1986),	pp.295-300

11)	 	이에	대해	동성혼	지지자들은	일부	주에서	주민발의	형식으로	동성혼	반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라고	비난하며,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는	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하

였다.(Barbara	J.	Cox,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No	Myth”:	Its	Dangers	For	Same-Sex	Couples,	34	Hamline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23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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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llings worth v. Perry사건 및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12)

그	후의	상황은	예정된	수순대로	전개되었는데	미국식	연방주의	하에서는	연방의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주의	

헌법/법률은	효력이	없다.	이에	많은	동성애자들의	성지와도	같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필두로	한	캘리포

니아주	동성애자들은	‘Proposition	8’을	통해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미연방	수정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

된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사건이	‘Hollings	worth	v.	

Perry’	사건이다.	2010년	8월,	위	사건의	1심	담당판사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Vaughn	Walker

는,	캘리포니아주의	개정된	헌법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3년	연방대법원에	도착하였다.	2013년에 미 연방대법원은 동성혼과 관련하여 두 건의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

였다. Vaughn Walker 법원장의 위 ‘Hollings worth v. Perry’ 사건 1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United States v. Windsor’사건에서 연방의회가 1996년 제정한 ‘DOMA’ 법률이 위헌

이라고 판결한 것이다.13) Windsor 판결이 내려진 2013년은, 1993년 하와이주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벌써 20년

이 흐른 시점이었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성혼을 일찍 허용했던 주의 추후경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

구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축적되었는데 동성혼 이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토론이 거듭되면서, 양측 입

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14) 그런 연유로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결

과는 동성혼 허용 찬/반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6월 26일 이 사건 

Obergefell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 것이다.

                                                                  

12)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2-307_6j37.pdf

13)	 133	S.	Ct.	2668	(2013).

14)	 	Erwin	Chemerinsky,	Hollingsworth	v.	Perry:	What	Should	the	Court	Do?,	37	N.Y.U.	Rev.	of 	Law	&	Social	Change,	229	(2013);	

Laurence	Tribe	&	Joshua	Matz,	Constitutional	Inevitability	of	Same-Sex	Marriage,	71	Maryland	L.	Rev.	471,	489	(2012).

15)	 	위	사건	역시	5:4로	치열하게	의견이	나뉜	사건으로서,	다수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Kennedy,	Ginsburg,	Breyer,	Sotomayor,	Kagan	대

법관이고,	다수의견은	Windsor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Kennedy	대법관이	작성하였다.	Roberts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들은	각기	

반대의견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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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Obergefell v. Hodges 판결15)

(1) 법적 쟁점

연방대법원은	2013년에	이미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에서	결혼을	남편이라는	한	남자와	부인이라는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	제3조는	실질적	적법절차에	관한	연방	수정헌법	제5조16)가	보

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州)의	법률이	아닌,	연

방의	법률에	대한	것이었다.	오히려	주(州)법에	관한	1972년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례인	Baker	v.	Nelson	판결은,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異性)인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고	동성인	사람들에게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17),	이에	위	사건	원고가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미	연방대법

원은	이는	실질적으로	연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18)	실제로	이	사건	판결의	원심

인	연방항소법원의	파기판결19)도	위	Baker	v.	Nelson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결혼을	‘한	남

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주(州)의	법률20)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성	사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주(州)의	처분이	연방헌법	수정	제14조21)가	보호하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22)

(2) 다수 의견 판결 요지23)

대법관들의	의견이	5:4로	나뉜	위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주(state)정부가	동성	커플의	법률상	혼인을	인정하지	

                                                                  

16)	 	해당	법률이	주(州)가	아니라	연방의	법률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조항이	연방헌법	수정	제5조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건	판결은	법률이	

주(州)의	법률일	뿐	아니라,	결혼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의	주체	역시	주(州)이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이	연방	수정헌법	제5조가	아닌	연방	수

정헌법	제14조가	되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수정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정부에	직

접	적용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례(Barron	v.	The	Mayor	and	City	Council	of	Baltimore)	이후,	주정부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을	막고자	수정	제14조	등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	제1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가	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각	기본권이	위	수정	제14조가	규정한	자유(liberty)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입

장을	택했다.	다만,	많은	선례를	통해	기본권들이	수정	제14조를	통해	주정부에게도	적용되게	되었고,	대법원은	Due	Process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천부적인	기본권	이외에	경제,	사회적인	권리로까지	확장시킨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수정	제14조를	중심으로	하여,	권

리장전에	열거된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주정부에	의해	제한될	경우,	이러한	제한이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최종	문제되는	것이다.	한편,	연방	정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는	수정	제5조가	적용되나,	논리의	틀은	위와	동일하다.

17)	 Richard	John	Baker	v.	Gerald	R.	Nelson,	291	Minn.	310,	191	N.W.2d	18517)	그리스,	스위스,	터키,	영국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18)	 Baker	v.	Nelson,	409	U.S.	810

19)	Sixth	Circuit

20)		미시건	주,	켄터키	주,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	등

21)	법률과	처분의	주체가	연방이	아닌	주(州)이므로,	그	근거	조항은	연방	수정헌법	5조가	아닌	제14조(Fourteenth	Amendment)가	된다.	

22)	윤진규,	전게보고서,	17면	이하.

23)		참고로,	이	사건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은	모두	103면에	이른다.	판결	안내(5면),	다수의견(34면),	소수의견	4종(64면)	순

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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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것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24).’고	판시하였고,	특히	다수의견을	집필한	Anthony	Kennedy	

대법관은,	“헌법은	자신의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이	자유는,	합법의	영역에서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특정한	자유를	포함한다.	이	사건	상고인들은	동성(同性)과	혼

인하고,	법의	영역에서	그	혼인을	이성(異性)	간	혼인과	동등하게	인정받음으로써	이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	부

부는	인간이	만드는	가장	심오한	결합체이다	...(후략),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은	...(중략)...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

된	제도인	결혼제도로부터	추방되지	않는	것이다.	미연방	헌법은	그들에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

시하였다.25)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허용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당초	연방대법원은	추가적인	입법,	소송,	동성	결혼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을	더	기다려보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

지만,	이미	국민투표,	입법과정의	토론,	민중의	사회적	운동,	연구결과와	기타	글들,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의	대규

모	소송	등을	통해	동성	결혼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비록	헌법은	민주주

의가	변화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	개개인은	근본적	권리를	주장

하기에	앞서	입법	작용을	기다릴	필요도	또한	여유도	없다.	

특히,	과거	동성	커플	결혼에	관해	큰	영향을	끼친	Bowers	판결26)은	실질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의	근본적	권리

를	부인하였는데	위	판결이	현재	폐기된	상태이지만,	LGBT27)로	대변되는	성적	소수자들은	그	사이에	큰	고통과	

모멸감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상처의	결과는	Bowers	판결이	폐기된	이후	지금까지	분명히	남아	있다.	동성결혼

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이와	같은	결과를	거듭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결코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동성배우자의	사망에	직면한	원고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을	심리하

여	이러한	문제들에	답을	해줄	의무는	매우	시급한	것에	해당한다.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을	허용한다면	결혼제도

를	훼손하게	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결혼과	자녀양육에	관한	이성	커플들의	결정에	대한	상식에	반하는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종교적	교리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

                                                                  

24)		미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주(州)정부로	하여금,	동성인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동성인	두	사람	사이의	결

혼이	다른	주(州)에서	적법하게	허가되고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결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핵심	판결	선고	요지이

다.

25)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중략)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26)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할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불법	변태적인	성행위로	규정한	조지아주의	법률은	유

효하다고	판시한	1986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프라이버시권을	결혼,	가족,	출산	등의	특정한	생활영역	안에서의	사적인	선택이나	행동

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성애자가	변태성행위를	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과	무관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고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좌절시켰다.(Bowers	v.	Hardwick,	478	U.S.	186).	이	판결은	이후	Romer	v.	Evans,	517	U.S.	620	(1996),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판결	등에서	폐기되었다.	Romer	사건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조

례들을	무효화하는	Colorado	주헌법	수정2조가	미연방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인데,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확인

한	사건이다.

27)	 	LGBT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이다.	퀴어

(Queer)나	레즈비게이(lesbigay)에	비해선	논쟁이	덜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위키백과,	최종검색일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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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들의	삶과	신념에	만족감을	주는	핵심적	교리를	가르치려할	때	그들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	결정은	불가피하다.』	28)

(3) 구체적인 판결 이유

1) 판결 서두 

각기	다른	성(性)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라는	의미로서의	결혼의	역사는	이	사건의	출발점을	시사한다.	피

고	주장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개념이	동성(同性)인	두	사람들에게도	확장된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결혼	

제도의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결혼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	

결혼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또한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이다.	결혼의	역사는	연속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매결혼의	감소와	유부녀에게	적용되는	법29)의	폐기	등과	같은	결

혼관의	변화는	결혼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한때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결혼에	

관한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들은	결혼제도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왔다.	결

혼에	관한	변화된	이해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차원의	자유가	분명하게	인식된	미국의	전형적인	특색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다.	20세기까지	많은	주에서	동성	간의	성

행위는	부도덕한	것으로	비난받았고,	동성애는	질병으로	취급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문화적·정치적	발전이	

동성	커플들로	하여금	보다	열려있는	공개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대중의	태도가	변화하자	공적인	영역

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곧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우에	관한	문제들이	법원에	제

기되었고,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법에	관한	공식적인	토론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2003년에	이	법원은	

Lawrence	v.	Texas,	539	U.S.	558	사건에서,	동성	간의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조지아	주의	법을	합헌으

로	인정한	1986년의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사건	판결을	폐기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삶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012년에는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30)에서	

연방	법률인	'DOMA'	역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28)		이	사건은	본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Windsor	판결	및	Lawrence	판결과	같은	달	같은	일자에	선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판결

은	Windsor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13.	6.	26.로부터	정확히	2년	후인	2015.	6.	26.에	선고되었다.	또한	이	날은	Lawrence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03.	6.	26.로부터	정확히	12년	후이기도	하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이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내린	Lawrence	판결과	Windsor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을	상호	연결하여	미국에서의	동성	커플에	대한	역사적	인식	변화를	상징적으로	은

연중	암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이탄희,	전게보고서,	70면)

29)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는	여성이라는	법적	지위에	따라	여성의	권리와	의무는	남편의	권리와	의무에	포함된다는	법	원칙이다.

30)		‘결혼을	남편이라는	한	남자와	부인이라는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	제3조가	실질적	적법절차에	관한	연방	수

정헌법	제5조에서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한	판결이다.(판결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

opinions/12pdf/12-307_6j37.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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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혼 허용 근거로서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

가. 결혼에 관한 헌법상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근본적인	자유권은,	개인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내는	

사적인	은밀한	선택을	포함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핵심이	되는	어떤	개인적인	선택에까지	확장된다.31)	

법원은	어떤	개인의	이익이	기본권이어서	각	주(state)정부가	그	이익을	존중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

당한	헌법적	근거에	바탕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만	한다.	역사와	관습이	그	심리에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심리	범위의	외부적	한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각에	따라	헌법의	중요한	보호대상

과	기존에	주어진	법률적	제한	사이의	불일치가	드러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시민이	주장하는	해당	기본권에	관

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건데,	법원은	결혼에	관한	권리를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

로	오랫동안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Loving	v.	Virginia,	388	U.S.1	판결은	서로	다른	인종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

는	것을	무효화시켰고,	Turner	v.	Safley,	482	U.S.1	판결은	재소자의	결혼할	권리가	부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위	판례들은	이성(異性)사이의	관계를	전제한	것이고,	이	점은	1972년에	‘결혼의	개념에서	동성인	사람들을	

배제한	것은	실질적인	연방법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Baker	v.	Nelson,	409	U.S.	8101	사건32)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보다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선례들은	보다	폭넓은	법원칙을	제시하여	왔다(앞서	

인용한	Lawrence판결	참조).	이	사건의	설득력과	논리가	동성인	두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에는,	법원은	결혼할	권리가	왜	오랫동안	보호되어	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점

들을	모두	고려하면	동성인	사람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결혼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

에	없다.33)

나. 결혼에 대한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헌법상	결혼이	기본권에	해당하고,	이는	동성	커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은,	아래	네	가지	법원칙과	관습

을	고려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법원이	관련	판례에서	이미	밝힌	첫	번째	명제는,	결혼에	관하여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자율성(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혼과	자유	사이의	관련성은,	Loving	사건에서	서로	다른	인종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의	적

                                                                  

31)	  예를	들어,	Eisenstadt	v.	Baird,	405	U.S.	438;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참조.

32)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異性)인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고,	동성인	사람들에게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미연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Richard	John	Baker	v.	Gerald	R.	Nelson,	291	Minn.	310,	191	N.W.2d	185),	이에	원고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

으나,	미연방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연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Baker	v.	Nelson,	409	U.S.	810).	위	연방대

법원	판결은	이	사건	판결로	폐기되었다.

33)		사실	미연방대법원이	Windsor	판결	전후로	여러	판결에서	기본권(fundamental	right)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14번이나	된

다.(American	Foundation	for	Equal	Rights,	14	Supreme	Court	Cases:	Marriage	is	Fundamental	Right,	Marriage	News	Bldg	July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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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가	되었다(앞서	언급한	Loving	판결	참조).	결혼에	관한	결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	중	하나이다(앞서	언급한	Lawrence	판결	참조).	이는	성적(性的)	성향을	불문하고	모

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밝힌	두	번째	원칙은,	결혼할	권리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권리(기본권)라는	점이다.	이	권리에	의해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성관계를	가지

는	친밀한	관계의	경우,	결혼한	사람들이	피임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한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의	핵심	논조였고,	앞서	인용한	Turner	사건에서도	인용되었다.	따라서,	동성	커플

은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가지는	친밀한	관계를	향유할	수	있는	같은	헌법상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는	동성인	사람들	사이의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앞서	언급

한	Lawrence	판결	참조).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보호하는	세	번째	근거는,	결혼이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고	따라서	자녀양육,	출산,	교

육	등	관련된	권리에서도	결혼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34)	결혼이	부여하는	사회적	인식,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동성	커플이	입양한	아이들은	그들의	가정이	왠지	열등하다는	낙인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	

또한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들에	의해	양육됨으로써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

래가	불확실한	가정생활에	속하게	되어	상당한	물질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이	되고	있는	결혼

에	관한	법률은	동성	커플들의	자녀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기까지	한다(앞서	인용한	Windsor	판

결	참조).	다만,	이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결혼할	권리가	더	작은	의미를	가진다는	뜻

은	아니며,	지금까지	선례는	출산을	하지	않는	결혼한	이성	커플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어,	결혼할	권리가	출산을	

할	능력이나	출산을	하려하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하여	인정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의	판

례와	미국의	전통은	결혼이	미국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주(州)들

은	결혼을	법률적·사회적	질서의	많은	측면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결혼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동성	커플들에게	그동안	주(州)들이	결혼

과	결부하여	부여한	많은	혜택들이	거부되는	등	견디기	어려운	불확실한	지위에	처해졌다.	동성커플	역시	결혼의	

훌륭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	커플을	미국	사회의	제도	밖으로	밀어내어서는	안	된다.	이성	커플에

게만	법률상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유

효하지	않으며	지금은	결혼에	관한	시대적	가치관과	헌법	정신이	변화되었다.35)

다. 평등 원칙 위배 여부

동성	커플들의	결혼에	관한	권리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데	적법절

차조항과	평등조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유권에	내포된	권리와	평등	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각기	다른	

                                                                  

34)	 예를	들어	Pierce	v.	Society	of	Sisters,	268U.S.510	판결.

35)	Maynard	v.	Hill,	125	U.S.190,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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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근거할	수	있고,	항상	그	보호범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권리의	의미와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이	법원이	평등권에	관한	조항과	적법절차에	관한	조항을	함께	

적용했던	Loving	판결,	자녀	양육비용을	체납한	아버지가	재혼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한	Zablocki	

v.	Redhail,	434	U.S.	374	사건은	물론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법적	처우의	맥락에서	이러한	헌법상	보호규범들

의	성격을	연결하여	인식하여	왔다(앞서	언급한	Lawrence	판결	참조).	즉,	위	사건들에서	이	법원은,	이전에는	눈

에	띄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	지나쳤던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인식하여,	평등	원칙을	적용하여	

성(性)에	기초한	불평등을	규정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였고36),	자유와	평등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인정하였던	

것이다.37)	이러한	역학관계는	동성	간	결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률은	동성	커플

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의	핵심적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결혼에	관한	법률은,	동성	커플들에게는	

이성	커플들에게	부여되는	법률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동성	커플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으로	불평등하다.

라. 결론 

동성	커플이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혼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자유

권에	내재된	기본적	권리로서,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조항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바,	동성	커플	역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과거	이와	배치되는	Baker	v.	Nelson	판결은	폐기하기로	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심사를	청구한	주

(州)법률은	그	법률이	이성	커플과	같은	조건과	상태에	있는	동성	커플을	민사법상	결혼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각	주(state)는	타	주와	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인정하여야	하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각	주들로	하여금	그	주	밖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동성	커플은	모든	주에서	결혼에	관한	근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주가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동성	결혼을	동성	결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

을	적법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주	법	조항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6)		Kirchberg	v.	Feenstra,	450	U.S.455	판결.

37)		M.L.B.	v.	S.L.J.	519	U.S.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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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의견

1) 반대 의견 요지

소수의견	중	일부를	집필한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는	별도로	낸	소수	의견에서	

현행	미국	헌법은	동성	결혼의	허용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2005년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낭독한	자신의	소수의견을	통해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중략)...헌법

은	법관에게	법이	무엇인지	선언할	권한을	주었을	뿐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바람직한지	선언할	권한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중략)...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일부다처제	마저도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적시하였

다.38)39)	나아가,	그는	“당신이	동성	결혼	확대에	찬성하는	미국인이라면	오늘	결정을	축하하라.	그러나	미국	헌법

을	축하	하지는	말아	달라.	동성	결혼	문제는	미국의	현행	헌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각	주가	결혼

을	전통적인	의미로	제한할	것인지,	동성	커플에게도	허용되도록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밝

혔다.40)

대표적인	반대파인	Antonin	Scalia	대법관도	별도의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위원회(대법관들을	지칭)	9명에	의한	미국	헌법의	수정으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말았다.”

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2) 구체적인 반대 의견41) 

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결혼의 정의에 관한 헌법적 가치의 파괴

소수의견은	이번	다수의견에	근거한	동성혼	찬성	판결의	근간에는	전통적	의미로서의	결혼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고,	그러한	풍조가	뿌리내린	논리적	토양은	매우	빈약하다고	염려하고	있다.	나아가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에	

                                                                  

38)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Court	is	not	a	legislature.	(중략)	Under	the	Constitution,	judges	have	power	to	say	what	the	law	is,	

not	what	it	should	be.	(중략)	It	is	striking	how	much	of	the	majority’s	reasoning	would	apply	with	equal	force	to	the	claim	of	a	

fundamental	right	to	plural	marriage.”

39)	 	한편,	Samuel	Alito	대법관	역시	다수의견에	대해	새로운	법규에	순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쓰일	위험이	있다

고	평하며	다수의견서는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흑인과	여성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거부하는	법률과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비유에	담긴	함의는	어떤	반대	의견도,	불씨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모든	주에	하나의	

결혼관을	강요함으로써,	다수의견서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닌	미국인을	소외시킨다.	과거에	있었던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혹독한	

취급을	되새기며,	일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서가	만연한다면,	

미국은	쉽사리	낫지	않는	쓰린	상처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40)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오늘과	같은	판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된	것은	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며,	다수의	판결에	따랐을	뿐이다.	그

런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반수의	주의	결혼법을	무효화하고	천	년이	넘도록	부시맨이나	한족,	카르타고인,	아즈텍족	등	여러	인간	사

회의	근간을	이뤄온	사회제도가	바뀐단	말인가?	대체	법원이	뭐라고?"고	꼬집기까지	하였다.	

41)	 이하	내용도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의적으로	의역한	부분이	다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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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소수의견이	공통적으로	걱정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동성애자	등	몇몇	개인이	확장한	결

혼의	정의를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아닌	민주적	정당성이	지극히	빈약한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헌법	수정을	초래할	정도로	헌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헌법이	지니는	

권위는	더	떨어지고,	또	다른	터무니없는	사견(私見)들을	헌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직면했을	때	거부할	수	있

는	근거가	빈약해지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의	정의를	꼭	‘두	사람'의	결합으로	국한할	근거가	없다는	일부다

처	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	또한	빈약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작년에	유타	주에서	있었던	일부다처제

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원을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계기로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을	그	실례로	언급한다.42) 개인적	가치	판단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금

지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랑은	사적	영역에	속하고	결혼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	공적	영역에	속한	결혼의	

정의를	사적	관점에서	바꾸고	국가	전체에	법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었다면	동성애에	대

한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확실히	염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Antonin	Scalia	대법관은	포퓰리즘	용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아래	그의	의견은	사법부에	대한	

모종의	경고를	담고	있다.	"오늘의	판결은	나의	통치자,	그리고	3억	2천만	미국인의	통치자는	대법원의	9명의	판

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다...중략...정부의	제도가	투표에	의해	선발되지	않은	9명의	판사,	민주주의를	실

천하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에	국민이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이	판사들은	선택된,	귀족적인,	

국민을	대표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9명의	판사는	모두	하버드나	예일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	중	

4명은	뉴욕	태생이며	8명은	이스트	혹은	웨스트	코스트에서	성장했다.	딱	한	명만	그	광대한	범위의	중간지대	출

신이다.	남서부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진정한	서부	출신도	한	명도	없다.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다.	

법원의	"대표성	부족"은	그	구성원이	그저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뿐임을	뜻한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스칼리아	판사는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로	사법부의	지나친	자신감이	자멸로	이어지는	휴브리

스43)(오만)"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밝혔다.	

                                                                  

42)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e	Bennett,	Polyamory:	The	Next	Sexual	Revolution?	Newsweek,	July	28,	2009	(estimating	500,000	

polyamorous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Li,	Married	Lesbian	“Throuple”	Expecting	First	Child,	N.	Y.	Post,	Apr.23,	2014;	Otter,	

Three	May	Not	Be	a	Crowd:	The	Case	for	a	Constitutional	Right	to	Plural	Marriage,	64	Emory	L.	J.1977	(2015).”

43)		Hubris,	hybris	라고도도	쓴다.	고전	그리스	윤리·종교	사상에서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계를	불손하게	

무시하는	자만	또는	교만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나오며,	가장	대표적인	휴브리스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보통	이런	짓을	하면,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찾아와	친히	복수해주곤	한다.(나무위키,	최종검색일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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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성혼 합법화로 인해 수정헌법 제14조의 가치가 지켜지는지 여부

다수	의견이	근거로	내세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적법절차가	지켜지는	평등한	미국44)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차원의	자유"는	결혼으로부터의	자유,	즉	전통적	의미로서	결혼	제도로부터의	자유,	혼인	

관계와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바,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만한	주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서로	다른	성별,	출산,	관계의	영속성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1990년대	미국	시사주간지인	「더	애틀랜틱」이	독자들에게	미혼모에	대해

서	“댄	퀘일45)이	옳았다"고	보도하고,	오늘날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그	당시	결혼한	커플의	합의	이혼의	사회적	

비용을	염려하며	미혼모를	옹호할	때만	해도	이러한	일종의	신	전통주의가	미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지금	현재는	아니다.	1990년대	이후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

고,	혼전	성교와	혼전	임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결혼에	있어서	자녀가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이	무너진	것이

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을	집필한	케네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성	간	결혼할	권리가	중요한	이유로서,	법률상	결

혼	제도가	“그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	판사의	

법학적	판단을	합리화할	만한	점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는	점점	결혼을	통한	가족	보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	역시	잠

재적으로	있으면	좋을	수는	있지만	전혀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구시대의	관습

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대며	앞으로	좇아야	할	기쁨과	행복을	향한	소망을	말한다.	그런데,	불행히

도	이번	판결은	그	근거로	내세운	위	14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전혀	투영되어	있지	않다.46)	즉,	이번	동성

혼	허용	판결을	통해	미국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아이들이	더	잘	자라거나	혹은	사회적	정의가	더	잘	실현되

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에	더하여	갈수록	떨어지는	결혼율과	얇아지는	가계(家系)도	및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한	법적	압박으로	인해	시민	대다수가	겪게	될	외로움이나	전반적인	사회	침체를	구제해	

주리라는	그	어떤	역할	기대도	어렵다. 

                                                                  

44)	 	Straight	America;	보통	gay,	즉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비해서	이성애자라는	의미로	straight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를	비틀어

서	동성애	차별	폐지	운동에서는	솔직하고	공정하다는	straight의	다른	의미대로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별	말고	평등한	국가를	이룩하자

는	뜻으로	사용된다.(위키피디아)

45)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에	대해서	당시	부통령이던	댄	퀘일이	가족의	가치가	파괴된	탓이라고	주장한	것에	비롯된	이슈이다.	퀘일은	

전문직	미혼모를	그린	텔레비전	프로그램	‘머피	브라운’을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예라고	비판했다.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가족의	가치

를	내세우는	공화당은	낙태와	혼전	성경험,	동성애,	동성결혼	등에	반대해왔다.	청소년들에게	피임법	등	성교육을	하는	것도	반대한다.	

금욕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다.	

46)	 	특히,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며	“다수의견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인간	존엄성의	진보인	것처럼	다루지만,	

사람들은	무엇이	존엄성이고,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모르고	있다.	존엄성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가	존엄성을	부여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노예제도를	합법화했으니	(인간성을	이미	상실했기에)	노예에게는	잃어버릴	존엄성도	없다.	만약	정부가	존

엄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빼앗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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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등 침해 소지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사건	다수	대법관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의구심을	야기한다

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개별	주(state)에서는	종교적	활동을	위한	장소를	포함해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존중

하며	민주적으로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결정해왔고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전역에서의	동

성결혼	허용	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다.	다수의견은	단지	‘관대하게도’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결혼관을	‘옹호’하거나	‘교육’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다수	의견서에는	이런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

막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다수가	"반대	입장에서	논의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결혼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쪽에	투표한	각	주의	수천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정상적인	이성간의	결혼에	대한	이해를	따를	뿐인	대다수	미국인들이	마치	게이나	레즈비

언인	그	이웃들의	'존엄성에	손상'을	가하고	폄하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이와	같은	공정한	사람들의	인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은	사회와	법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Ⅲ. Obergefell 판결 이후 동성혼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범위 논란

1. V.L. v. E.L,. 136 S. Ct. 701 (2016). 사건

(1) 쟁점

이	사건은	동성부부의	입양권과	관련된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미국	연방헌법	제4조의	

완전신뢰	및	인정조항(Full	Faith	and	Credit)에	근거하여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으로	당사자인	동성부부의	입양권

을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	내	앨라배마주에서도	이러한	조지아주의	판결을	신뢰하여	입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미국	조지아주에서	인정한	동성혼부부의	입양권이	앨라배마주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은	위	완전신뢰	및	인정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2) 이성혼과 동성혼 차별에 대한 엄격심사 적용 

동성결혼	지지에	대한	주요	논거는	동성	커플	또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혼할	권리

(fundamental	right	to	marry)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Obergef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결

혼할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및	평등보호조항(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Clauses47))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은	

                                                                  

47)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declares	that	“No	State…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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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결혼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하고,	동성	커플은	이러한	자신들의	기본권을	모든	주에서	향유

할	수	있으며,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부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동성	커플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

는	행위로서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내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전형적으로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침해여부	심사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대상의	분류

(classifications)에	따라	3가지의	차등된	심사기준(scrutiny)을	적용한다.48)	구체적으로,	엄격심사(strict	scrutiny),	

중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	합리성심사(rational-basis	scrutiny)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야기한	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적	기본권(fundamental	rights)49)에	대한	차별과	인종(race),	민족(national	

origin),	외국인(alienage)	등에	대한	차별의	경우	엄격심사를	적용한다.	동성결혼의	경우	엄격심사가	적용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Obergefell	v.	Hodges	판결에서,	결혼할	권리는	자녀의	양육,	출산,	교육	등의	관련된	권리와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권리들을	통합된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성부부의	친권,	입양권	

등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으로	보아	이에	대한	차별문제는	엄격히	심사한	것이다.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경우	합헌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엄격심사의	경우	차별을	야기한	

법이	정부의	긴절한	목적(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

여야	한다.	즉,	합리성	심사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엄격심사의	경우	입증책

임이	정부	측으로	전환되어	정부가	해당	법률의	합헌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위헌이	되므로	

합헌성	인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왕에	동성혼을	합법화	한	이상	만약	결혼생활에	있어	인정되는	다양한	권리,	

예컨대	친권,	입양권,	자녀교섭권,	자녀교육권,	배우자로서의	갖는	재산적	권리	등을	동성부부에게만	차별을	두

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동성	간	결혼할	권리와	결혼	후	이들이	합법적인	부부로서의	

기본권리를	누릴	자유는	이를	제한할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이유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다	덜	제한

적인	대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2.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Roy Moore 사건

(1) 쟁점

Roy	Moore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은	2016.	1.	앨라배마주의	공증판사(probate	judge)들에게	동성	커플들에게	혼

인허가서(marriage	license)를	발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Administrative	Ord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Alabama	Supreme	Court”)을	내렸다.	위	행정명령은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

(Obergefell	v.	Hodges	사건)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앨라배마주	사법조사위원회(the	Alabama	Judicial	Inquiry	

                                                                  

48)	 	NINTH	ANNUAL	REVIEW	OF	GENDER	AND	SEXUALITY	LAW:	CONSTITUTIONAL	LAW	CHAPTER:	EQUAL	PROTECTION,	

9	Geo.	J.	Gender	&	L.	495,	498.

49)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fundamental	rights는	Bill	of	Rights(권리장전)에	열거된	대부분의	권리,	예컨대	언론·출판의	자유(freedom	of	

speech	or	press),	영장주의,	적법절차,	일사부재리	원칙,	배심원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권리장전에	명시

된	기본권	외에도	연방대법원은	헌법	해석에	의해서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결혼할	권리(right	to	marry),	프라이

버시권(right	to	privacy),	주간(州間)	이전의	자유(right	to	interstate	travel)	등이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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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는	2016년	5월	Moore	대법원장이	“부도덕하게	그의	권한을	도외시하고	남용”함으로써	사법	윤리를	

위반하였다며	6개의	혐의를	적용하여	Moore	대법원장을	사법재판소(Court	of	the	Judiciary)50)에	고발하였다.	

(2) Moore 대법원장의 주장요지와 비판 

Moore	대법원장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API	판결과	연방대법원의	Obergefell	판결이	서로	상반되어	혼인허가

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공증	판사들	중	일부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도	혼인허가서를	발급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성	커플에게만	혼인허가서를	발급하거나	혼인허가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혼란과	불확실성

(confusion	and	uncertainty)”이	야기되었다면서	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주

장했다.	그는	위	행정명령에서	동성	커플들에	대하여	헌법상의	혼인할	권리를	인정한	Obergefell	사건의	결론은	

위	사건의	관할	법원이었던	제6순회	항소법원(The	6th	Circuit)	관할	내(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켄터키	주)에

만	적용될	뿐,	다른	주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Moore	대법원장은	“앨라배

마주	대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앨라배마주의	공증	판사들에게	Alabama	Sanctity	of 	Marriage	

Amendment	또는	Alabama	Marriage	Protection	Act에	반하여	(동성	커플에	대하여)	혼인허가서를	발급하지	말

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은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명령을	내렸다.51)

Moore	대법원장이	위	행정명령을	내린	직후	미연방	검사들은	“국가공무원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

만,	이에	불복종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앨라배마주는	그	법

을	따라야만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Human	Rights	Campaign의	법률	책임자는	“Roy	Moore	대법원

장	동성	커플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결혼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행정명령은	그의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명령은	법의	지배를	수행하는	것이기보다는	그와	그의	동성혼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라며	Moore	대법원장의	명령을	비판하였다.	앨라배마주	몇몇	공증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명령을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률	전문가들도	“주의	공증	판사들에게	혼인	허가서의	발급을	거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

은	무익한	행동으로,	최선의	경우	그	명령은	혼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커플들로	하여금	명

확하게	확립된	연방	헌법상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며	대법원장의	

명령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50)		미국	각	주의	사법재판소는	대법원에서	선출된	대법원	이외의	항소법원에	재직중인	판사	1명(사법재판소의	수석	재판관	역할을	한다),	순

회법원판사연합(Circuit	Judges’	Association)에서	선출된	순회법원	판사	2명,	지방법원판사연합(District	Judges’	Association)에서	선출

된	지방법원	판사	1명,	앨라바마	주	변호사회에서	선출된	주	변호사	2명,	주지사에	의하여	임명된	비법조인	2명,	부지사에	의하여	임명된	

1명으로	구성된다.	주지사	및	부지사에	의한	임명에는	상원의원의	승인이	요구된다.	부지사는	주지사에게	임명	권한을	넘길	수	있다.	재

판소는	사법조사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심리하게	되는데,	통지	및	공개	심리	이후에	(1)	법관	윤리의	위반,	직무	수행에의	실패에	대하여	

면직,	급여의	지급이	없는	직무정지,	견책	또는	법에	규정된	다른	제재를	가하거나,	(2)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판사

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이	있는	직무정지,	급여의	지급이	없는	직무정지	또는	은퇴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51)		http://www.nytimes.com/2016/01/07/us/top-alabama-judge-orders-halt-to-same-sex-marriage-licenses.html?action=click&conte

ntCollection=U.S.&module=RelatedCoverage&region=Marginalia&pgtype=article	(최종검색일,	201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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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앨라배마주 사법재판소의 결정52)

사법재판소는	Moore	대법원장이	행정명령에서	주장한	‘연방대법원	결정의	직접	당사자들만이	그	결정에	구속

된다.’는	이론은	연방대법원의	Cooper	v.	Aaron	사건53)에서	명백하게	배척된	바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Moore	대법원장이	Obergefell	사건의	판시를	“미시간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의	특정	혼인에	관한	법

률을	위헌으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최대한	선해하여도	불완전한	해석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사법재판소는	2016.	9.	30.	Moore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2019년)까지의	

무급정직	판결을	내렸다.

3. 향후 전망

2015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결정	이후에도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위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동성부부의	입양권	인정	거부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과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에	대한	직무정

지	사건도	그	일면이다.	동성결혼은	종교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누

려야	한다는	기독교	교단도	있는	반면,	혼인은	남녀	간의	신성한	결합이며,	동성	간의	애정행위는	비성경적인	행

위라는	입장을	가진	교단도	있다.	또한,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문제	되는데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공화당이	강세인	일부	주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

라서	동성부부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자유법을	주	의회에	상정하기도	하였다.54)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공화당의	트럼프는	선거운동	당시	공공연하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성결혼	합헌결정

을	뒤집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동성결혼	합헌결정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지

지한다.	2016년도	민주당	정강(platform)을	보면	동성결혼지지,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금지	및	LGBT의	인권증

진을	위해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공화당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당에	향후	미국에서의	동

성혼	부부의	법적	권리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52)	http://judicial.alabama.gov/judiciary/COJ46FinalJudgment_09302016.pdf	(최종검색일	2017.	1.	22.)

53)		358	U.S.	1	(1958),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의	학교	분리	금지(school-desegregation)	판시를	피해가고자	하였던	아칸소주

(Arkansas)의	시도가	있었던	위	Coop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록	당해	연방대법원	판결의	직접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54)		이와	관련하여,	2016.	7.	오리건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동성결혼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13만5,000달러(1억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계좌에	있던	현금까지	전액	강제	징수당했다.	클라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

로써	종교	신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거부했다”며	“벌금	납부유예를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고	돈을	모두	빼앗겼다”며	울먹였다.	켄터키	

주에서는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동성	부부에게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체포돼	5일간	수감되기도	하는	등	그	논란이	여전하

다.



26
화우공익재단

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Ⅳ. 우리나라에서의 동성혼 법제화 논란 

1. 관련 판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판결[혼인신고불수리 불복사건] 56)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년	5월	25일	지난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사건5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화

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

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

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법률

상	혼인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법률에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

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	사회에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거나	개인의	권리·의무에	커다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	헌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당시

에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

가	없는	상태이고,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제에서	목적론적	해석론만으로	사회적	제도인	혼인

제도로서	동성	간의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

                                                                  

55)	PCUSA,	"same	gender	marriage	after	supreme	court	mandates	recognition	of	same	gender	marriage",	2016.	8.

56)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김조광수와	김승환	커플은	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동성	간	혼인신고불수리불복	및	혼인에	따른	가족관

계등록부정정신청(가사비송사건)을	제기하여,	지난	2015년	7월	6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10개월	만인	2016년	5월	각하결정을	선고한	사

건이다.(연합뉴스,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시작.	김조광수	커플	사건”,	2015.	7.	6.자	기사	등	참조)

57)		참고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호적사건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호

적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분쟁을	보다	신속·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비송의	형태로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하였고,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에도	유지되어	이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비송	사건은	간이성·신

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변론주의가	제한되며	비공개주의를	채택한다.	따라서	통상	외국의	동성혼관련	소송에서	법정	심리	과정을	통하

여	드러나는	가족법과	헌법,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	등	많은	법률적,	사회과학적	쟁점의	공방이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켜주었다는	점을	상

기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Erwin	Chemerinsky,	Hollingsworth	v.	Perry:	What	Should	the	Court	Do?,	37	N.Y.U.	Rev.	of	Law	&	

Social	Chang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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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

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

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성(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

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유만으로는 그가 한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

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인	갑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을이	입양의	의사로	병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고	갑과	함께	병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갑,	을과	함께	생활한	사안

에서,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을과	병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

워	뒤에	이루어진	갑과	병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	될	뿐이므로,	을과	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현행 우리 법제에서의 동성혼 인정여부

(1) 쟁점 

우리의	경우	명문으로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간통죄	사건에서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근친상간이나	동성	간	성교,	수간	등에	대하여	우리의	형사

법은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는데...이하	생략”	라고	하여	동성애를	간통보다	공서양속에	더	위배되는	것으로	판시

한	바	있다.58)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	인정	추세가	증가하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이	논

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

                                                                  

58)	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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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군형법상	처벌규정으로	인해,	이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59)	그리고,	최

근	2016년	5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동성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지만,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약하다.	아래에서는	현행	우리	법제상	동성혼의	논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찬성론과 민법 제815조 제1호 해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사건에서	피신청인	서대문구청은	신청인들의	혼인신고	불수

리	사유로,	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민법	제826조	내지	제834조	등에서	규정한	'부부(夫婦)'

라는	용어를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09조

와	제810조는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성별의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민법	제826조	등에서는	"부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바로	이해될	수는	

없다.	혼인에	관하여	국어·외국어상	존재하는	많은	말들의	어원은	성별특징적인	특성을	보인다.60)	지난	수천	년	

동안	혼인은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결합이었다기보다는	결혼과	동시에	여성이	삭제되고	여성배우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성차별적인	제도(gendered	institution)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적	고려	하에	근대

의	혼인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가부장제와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해석

되고	있다.	위	사건	신청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같은	동성	커플들은	이미	서로에	대한	배우자(spouses)라는	

의미로	‘부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혼인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의	문언,	입법자의	입법취지,	전	세계	사회적	상

황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성혼을	마냥	금지하기란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이제는	일반화된	성별변

경과	관련하여	과거	입법자는	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제도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예정하고	입법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은	종전	염색체	결정설에	의존하던	성별의	결정에	대하여	현재적이고	새로운	과학적	

해석인	종합적	고려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법	정정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61)

                                                                  

59)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동성	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	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지만	현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	에	동성	간	성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처

벌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	와	국가안보	라는	공익에	비해	군인들이	받게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60)		원래	결혼을	호칭하는	웨드(wed)라는	영어	단어는	앵글로	색슨족	사이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	오며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돈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대	혼인의	요건에	지참금이	필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출처	:	위키백과사전)

61)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생

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

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대법원

은	트랜스젠더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04

스4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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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성론과 그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의 자유

동성혼	인정문제는	직접적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와	직결된다.	본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

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라는	문구로	인하여	헌법상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주장의	논거로	사

용된다.	즉,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은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동성혼이	인정되려면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	또한	현행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

록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이	명문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결합임을	당연히	전제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	조항이	반드시	남과	여의	결합을	의미하는	전통적	혼인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63)	오히려	해당	조항은	종래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여	위한	

규정일	뿐이며,	동성혼의	금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양성평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64)	또한	민법에	사용되는	성을	구별하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하위법상	용어일	뿐,	헌법조항에	혼인의	

형태에	대하여	양성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민법상	근친혼,	중혼	등을	허용

하지	않으면서	동성혼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제정	당시에는	혼인의	유형으로	동성혼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

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현대	사회에	와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동성혼을	

혼인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혼인의	개념을	시대변

화에	따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고자	함이었다.	예

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	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과거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전후	독일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한	개인의	자

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6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16면		

63)		류민희,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	제2회	SOGI콜로키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2013.	8.,	8면.	

64)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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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권으로서의	헌법	제36

조	제1항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결혼을	할지	선택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가족에	의한	강제혼	습속에	대한	방어,	타인종	결혼금지법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개인의	자기결정

권이다.

한편,	언어학적으로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both	genders	or	sexes)’은	‘혼인의	당사자는	이성간(opposite	

sex)’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성’과	‘이성’은	의미와	용례가	분명히	다르다.	한국법제연구

원	발간	우리	헌법	영문본은	양성	평등을	‘gender	equality(성평등)’의	의미인	‘equality	of	the	sexes’	라고	번역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1헌가9	사건에서	‘양성평등	명령이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

족생활로	확장되었고,	양성평등에	더하여	개인의	존엄까지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양성의	평등'은	'혼

인'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기초되는	가치를	공통적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의	

표현은	그	제도의	구성원이	이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없다.	그리	해석한다면	부자,	모녀

와	같이	한	가지	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	이상한	결론을	낳기	때문이다.65)	비교법

적으로도	헌법에	‘성평등’의	가치와	원칙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국가는	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	연방헌법은	1868년의	수정헌법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하나만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66),	성차별67)을	구제하고	최근에는	동성결혼68)까지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69)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현행	

헌법이	제11조와	제36조	제1항에서	부여한	성차별금지	요청을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사건에서	헌법	제10조의	규정	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

는	내용은	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단은	행복추구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양자는	자기운명결정권을		전

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70)	여기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데,	이에는	혼인의	자

                                                                  

65)	  류민희,	“동성혼	운동의	의미와	전망”,	2016	제8회	LGBTI	인권포럼,	2016.	3.,	260면	이하.		

66)			Suspect	classifi	cation	법리	참조.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65	S.	Ct.	193,	89	L.	Ed.	194	(1944),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	이후.	

67)	 	Reed	v.	Reed,	404	U.S.	71	(1971)	이후.

68)	 Obergefell	v.	Hodges,	576	U.S.	___	(2015)

69)	 	최경호,	“미연방대법원	최근	판결(United	States	v.	Windsor,	Hollingsworth	v.	Perry)을	통하여	살펴본	미국에서	동성혼	관련	헌법적	논

의,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5,	39-40면.

70)	 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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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의	혼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들이	배우자로서	동일한	성을	선택했다는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71)	이미	대법원은	2006년	2004스42	호적정정	판결72)에서	“종래에는	사

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

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성의	개념이	생물학적	요소에만	국한되어	정의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3)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혼인을	특정	집단에게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연방대

법원이	동성혼	관련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심사기준으로	삼은	조항은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평등권	및	적법

절차조항이었는데	특히,	타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해온		버지니아주	‘인종간결혼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던	

1967년	미연방대법원의	Loving	사건은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두려움에	기반한	제도에서의	배제와	차

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동성혼	논란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리의	경우에도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은	헌법	제11조를	통하여	명백히	금지되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명시적	차별금지사유인	‘성적지향’	규정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이성애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거

나	결혼	후	자녀	부양을	방기하여도	박탈당하지	않는	‘결혼할	권리’를	동성애자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는	점

에서	차별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법제상	결혼에	관한	규정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

으로	이성(異性)	성(dual-gendered)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73)	무엇보다,	우

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가	배우

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허용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결국	헌법	제11조

의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차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

헌의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74)

                                                                  

71)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2,	163면.	

7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판결.

73)		 류민희,	전게	논문,	265면.

74)		 서종희,	앞의	논문,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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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동성혼	금지는,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삶을	영위하길	원하며,	외부적인	간섭이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기를	원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75)	미연방대법원	Hardwick	판결에서도,	반대

의견은	“법정의견은	법정의견의	결정이	소도미(sodomy)	행위를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

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이	정말로	거부한	것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의	성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모

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이익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76)	사실	인격권과	개인	프라이버시는	불가분의	관련

이	있다.	동성	커플의	사생활은	우리	헌법	제17조에	따라	보장되는	부분이며,	그들의	혼인생활	역시	사생활의	영

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77)	그리고	이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은,	그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오

래	전부터	가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국가	및	주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의	Windsor	판결과	Obergefell	판결은	동성혼	역시	이러한	가정의	영역에	

포섭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끌어	낸	판결이다.78)

(4) 반대론과 그 논거79)

1) 결혼의	본	의도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일생	동안의	연합을	하는	것이다.	자연적	근간으로서	가정이	

친부모	친자녀의	관계를	보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성(the	same	sex)	두	사

람의	결합으로는	-	그들의	사랑의	진정성과	자녀양육	기술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	이와	같

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2)	결혼이라는	전통은	인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동성애	결혼	반대론자들은	수백	세대에	걸쳐온	

인류	전통의	지혜를	존중한다.	시드니대학	법학	교수	패트릭	파킨슨은	“문제는	우리가	결혼에	있어	그	문화적	의

미와	특수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	21개국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반면에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이	동성애를	불

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7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397면.	

76)		 	478	U.S.	186,	at	206.

77)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41면.

78)		 	Barbara	J.	Cox,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No	Myth”:	Its	Dangers	For	Same-Sex	Couples,	34	Hamline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235,	2013.

79)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공저:	로드	벤슨	(NSW주	교회협의회	공사	담당,	몰링신학대학원	&	틴슬리	인스티튜트)	<번역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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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	결혼	찬성론자들은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결혼의	평등성’(Marriage	equality)만	부여된다면	그것으로	만

족한다고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행	결혼법이	일단	수정된다면	집단	혼인을	비롯한	전통적	결혼의	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많은	법들의	제정이	봇물처럼	요구될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	성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의무로	하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종교인들은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집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사

회전체가	동성애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케	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	것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일

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제도는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즉,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일부일처제,	근친혼,	집단혼	등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다른	형태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금지하기란	매우	어

렵게	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모든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다처제80),	수간81),	근친혼,	집

단혼	등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인류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일부일처제82)가	무너지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오랜	세월	동안	보편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어	온	이유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만드는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성결혼	제도는	수	천년동안	어떤	문

명사회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80)	 	일례로,	무슬림	율법은	동성애를	큰	죄악으로	간주함에도	독일에	있는	무슬림	출신	하원의원	6명은	전부	동성	결혼을	찬성하였다.	즉,	

유럽에서	많은	이슬람	그룹들이	서구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율법에서	인정되는	일부다처제를	유럽에서	퍼

트리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https://www.jihadwatch.org/2017/07/all	of	germanys	muslim	mps	vote	in	favor	of	

same	sex	marriage)	

81)		 	한편,	2016.	6.	캐나다의	최고	법정은	인간과	동물간의	어떤	성행위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삽입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동물과

의	성행위는	괜찮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국가가	수간에	대한	처벌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명확하고	정의되어	있도록	하라

는	것이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요지였다.	이	판결에	대해	캐나다	동물권리	활동가인	Camille	Labchuk는	말했다:	“오늘로써,	캐나다의	법

은	동물	학대자들에게	그들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동일한	주제가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어왔다.	

오하이오에서는	61세의	늙은	남자가	개들과의	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오하이오를	비롯하여	미국의	11개	주에서	동물과의	

성적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네덜란드	독일에서는	“동물	사창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많은	시민들은	동물과의	성관계가	생

활방식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ttp://absoluterights.com/bestiality-wins-canada)

82)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일부다처제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7월	2일	몬태나	주에서	전	몰몬교	신자가	카운티	법원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다

처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는	콜리어만이	아니다.	프레드릭	드보어는	폴리티코에	"이제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할	때다(It's	Time	

To	Legalize	Polygamy)"란	기고를	썼다.	그는	"일부다처제는	이제	현실이며,	많은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법적으

로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드보어는	특히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서	중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를	인용하면서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주의	저자인	조나	골드버그(Jonah	

Goldberg)는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일부다처제의	합법화의	길도	열어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었다"면서	"

자유주의자들은	동성애	이슈에	이어	일부다처제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동성결혼도	가능한데	일부다처제는	왜	안돼?“,	

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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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적	방법을	통한	자녀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성애	커플은	체외수정(IVF)	혹은	대리모

(surrogacy)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정서적	외상(emotional	

traumatic)을	불러	올	것이며	모든	동성애	커플이	이러한	고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체외

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

적	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

들이	제기될	수	있다.

5)	한편,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는,	첫째,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83)	둘째,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행동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지가	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인들이	몇	%	관여하는지

를	현재	과학	수준으로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양식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것

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요인들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한다.	형성된	행동양식에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를	과학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모든	

행동양식의	형성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동성애자가	되도록	

영향을	준	요인으로	다양한	것들이	제시된다.	첫째,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례가	1.6~4배	정도	많다는	보고와	함께,	어릴	때의	학대와	동성애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2013년에	하버드대학	로버트	교수	등은	유년	시절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가	동

성애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Roberts	등,	2013).	둘째,	2013년에	앤더슨	등은	동성애자와	양성애

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가족	단위의	어려움,	예로서	가족의	정신병,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등을	더	많

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Andersen	등,	2013).	셋째,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이	동성애가	형성되도

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때문일	수	있다84).	넷째,	기숙사,	교도소	등에서	동

                                                                  

83)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동성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연구	결과들은	대략	10년이	지난	후에	모두	

번복	되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이다.	

84)	 	이와	관련하여,	호주에서는	동성혼	부부	아래서	성장한	자녀들의	인터뷰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	화제가	되었다.	동성	커플에	의해	양

육된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동성간	관계의	자녀로서	밀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신뢰감을	준다.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초래	될	심각한	정치적	및	국가적	결과를	

제외하고는,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동성	커플의	자녀들은	반

드시	어머니	나	아버지의	존재	없이	자라나는	제도의	창조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권리가	있으며,	그것	중	하나가	어머니

와	아버지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정부는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둘의	부재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

작용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에서도	증명	하듯,	동성	커플에	의해	양육되는	아이들에	대한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증거

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국가	전체적으로,	호주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http://www.marriagealliance.com.au/children_of_same_sex_parents_speak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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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를	경험하거나	여성의	경우	성폭행과	같은	잘못된	성경험	때문일	수	있다.	다섯째,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	

동성애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포르노	등의	문화가	주는	충동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

하는	사회	풍토가	죄책감	없이	동성애를	행하게	만든다.	

6)	동성결혼	합법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는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남녀는	다른	성(性)

기관을	가지며	인체	구조상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

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	성관계를	하는데,	항

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곳인	항문에	성행위를	함으로써	

다양한	병에	걸린다.	특정	인체기관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다.	그런데	인체기관의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서	그	행위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설기관에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무

엇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가	정상으로	공인되면서,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공교육에서	동성

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

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와	자살85)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도	생기

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더욱	촉발된다.

7)	우리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결혼의	평등성을	주창하는	것이	기본권(civil	rights)으로서	1960년대의	

인종간의	평등	문제	및	남녀	차별문제와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선적인	것이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특하고	구별된	연합이라는	견지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며,	부당한	것도	아닌	지극히	정상적

이고	상식인	일이다.

                                                                  

85)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젊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위생·열대

의학	대학원	포드힉슨(Ford	Hickson)	박사는	16세	이상	남성	동성애자	5,799명의	건강조사기록을	통해	정신건강지표(우울증,	불안,	자

살시도	및	자해),	연령,	인종,	교육,	소득수준	등을	분석해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소	1년	이내	3.0%가	자

살을,	6.5%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우울증과	불안경험이	각각	21.3%와	17.1%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어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을수

록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6세	미만인	남성동성애자들이	45세	이상남성들보다	자살시도율이	6배	이상	높았다.	힉슨	박사는	"동

성애자들을	위한	정신건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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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럽에서 동성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네덜란드 가족 해체 증가 

1998년에	동성애적	관계가	법적인	인정을	받은	네덜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은	가족을	강화하기는커녕	가족의	쇠

퇴를	가속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성	결합을	합법한	네덜란드의	최초	실험이	실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네덜란

드의	동성결혼은	가족의	지속적인	법적	및	사회적	와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었다.	결혼	개념의	재정의가	

결혼제도의	문화적,	법적	붕괴의	일반적인	유형을	심화시켰다는	의미이다.	네덜란드	사회과학자들에	따르면,	네

덜란드	시민들은	“결혼은	육아와	연관이	없으며	결혼과	동거는	동등하게	유효한	삶의	방식의	선택인	고로	결혼

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점점	더	여기고	있다고	연구되었다.	네덜란드에서의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특히	문

제되는	결과는	주류	네덜란드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결혼	및	육아	간의	연결고리가	점차	끊겨간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동성결혼의	찬성론자들은	육아로부터	결혼	제도를	

분리시키자는	주장을	만들어	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며	자녀	양육은	하는	대안적	

형태가	관용화	된	상태이며,	결혼은	“멸종된	제도”가	되었다는	식으로	가치	절하되어	버렸다.	이러한	모든	전개

들은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가족생활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나라건	나

라가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은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건강을	

측정할	핵심	지표는	온전한	가정의	테두리에서	초기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의	비율이라고	할	것인데,	이	지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온전한	가정이란	단지	아동의	개인적	행복	및	복지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음	세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사회적	기반을	해체하게	된다.	편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네덜란드	국민

들이	논쟁하며	등록동반자관계(registered	partnership)	및	동성결혼을	도입하던	1990년대에	이후	이	비율은	두

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혼인한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이혼한	인구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9) 생활동반자법의 폐해 – 정상적인 이성혼 결혼제도(가족)의 붕괴 가속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운동	또한,	여타	유형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결혼과	동격화함으로써	결혼의	중요성을	손상

시켜	왔다.	버몬트	주의	시민결합법(civil	union)	내지는	캘리포니아의	동거관계법(domestic	partnership)와	여

러	면에서	유사한	“등록동반자관계법(registered	partnership)”라는	것을	만들어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였

다.	등록동반자관계란,	이성	및	동성	커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혼으로	인한	법률적	혜택	중	다수를	

부여하는	두	사람	간의	계약적	합의이다.	2001년	동성	“결혼”의	합법화	이후,	동성등록동반자관계의	대부분은	관

계의	상태를	“결혼”으로	전환하였다.	그와	동시에,	동성커플	간	결혼의	파경	또한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였다.	이

는	동성커플에	대한	개방적	결혼(open	marriage)에	관한	법률(2001)의	결과로서,	간단한	법률	절차만으로도	등

록동반자관계를	결혼으로	변형시키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결혼을	등록동반자관계로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	이

로	인하여,	“순간	(결혼)무효(flash	annulment)”나	“번개	이혼(lightning	divorce)”(flitsscheidingen)이라는	현상

이	더	심화되었다.	순간	무효에서는,	결혼을	등록동반자관계로	햐향	조정할	것을	커플이	상호	합의로	결정하며,	

등록동반자관계는	곧이어	등록동반자관계의	파기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이는	이혼	절차,	즉	정의상으로는	

훨씬	길고	복잡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우회로로	작용하고	있다.	순간	무효에	관한	비판적	논평들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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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인	쉬운	결혼과	이혼의	폐해를	말해주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간편	절차를	이용가

능하게	된	첫해인	2002년,	대략	4천	쌍의	이성간	결혼	커플들이	이	방식으로	관계를	종결시켜	버렸다.	이성혼	커

플들이	이	법을	결혼으로부터의	“탈출로”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등록동반자관계가	이성애	커플들인	

것과	(등록	동반자	관계인)	동반자의	수가	1998년	4천	명에서	2002년	8천명	이상으로	증가한	이유를	반증해	준

다.	법률	및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서	이제	결혼은	등록된	동거와	법적으로는	구별이	거의	어렵고,	이혼	및	순간	

무효(flash	annulment)을	거친	결혼의	파경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게	치솟았으며,	결혼	제도는	더욱	해체되었

다. 86)

10) 소결

동성애는	일종의	성중독이므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권고해야	한다.	단,	동

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	동성애자들은	동성

애	자체를	인정해	달라고	애원하겠지만,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적	근간은	무너지고	정상적인	가족

제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상으로	인정되는	순간,	학교에서	어린	학생

들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우게	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제도적	틀	내로	포섭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그것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Ⅳ. 동성혼 관련 우리 법제의 전망

1. 쟁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신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법조계,	종교계,	정치계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는	

분위기에서	한국에서도	동성결혼이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조광수	커플

에	대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각하	결정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헌법개정이	논의되면서	그	논쟁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사건에서	법원은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동성결혼과	관련된	헌법소원	가능성도	다분하

다.	그렇게	될	경우	헌재가	성소수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대한민국	헌법상	원칙을	성소수자들에게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86)	 	출처: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4/09/the	transatlantic	divide	on	marriagenbsp	dutch	data	and	the	us	debate	on	

same	sex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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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검토와 공론의 장의 필요성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혼인

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현행	헌법	하에서는	동성

혼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현행	헌법이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87)	또한,	혼인에	관한	현행	민법은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

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도	

없다.	동성혼이	현행	법하에서는	금지된다는	주장은	논거가	약해지기	쉽상이다.88)	동성혼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명확하게	금지되기	위해서는	향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행	법체계를	떠나	분명	동성	커플들도	오늘날	변화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

실이다.	다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일부	인정하되	현행	혼인제도에	바로	포섭하기보다는	동

성	간	결합을	우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사

회문화적,	윤리적,	도덕적	충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89)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독일	등지의	‘생활동반자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91)	생활동반자

법은	등록된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재산제,	부양권,	혼인해소	요건,	연금수급대상	규정	등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

고	있다.	입양의	경우	동성	파트너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배우자의	친자녀	그리고	상대배우자

가	이전에	입양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다.92)	즉,	등록된	동성	커플에게	혼인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	중	신

                                                                  

87)	 		동지;	배금자,	“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될	것인가”,	2013.	11.	25.	대한변협신문	칼럼	기사.

88)	 		민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제812조)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

고(제1항),	신고	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민법은	혼인신고의	심사(제813조)에서,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상	동성결혼은	혼인신고	수리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89)	 	오정진,	“동성혼으로	말해	온	것과	말해야	할	것”,	가족법	연구	제23권	1호,	2009,	한국가족법학회,	2009.	10.	200면	이하.

90)	 		정식명칭은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이며,	(ⅰ)	

Artikel	1에서는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ⅱ)	Artikel	2에서는	민법전의	

개정,	 (ⅲ)	Artikel	3에서는	기타	연방법의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Artikel	 1의	규정(§§1~19)을	‘생활동반자법

(Lebenspartnerschaftsgesetz:	LPartG)’이라고	부른다.(김민중,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	제15권	2호,	2001,	395면	이하.)

91)	 	현재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위스	등이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92)	 	BVerfG,	Urteil	vom	19.	2.	2013	–	1	BvL	1/11,	1	BvR	3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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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의	효과를	제외한	재산법상의	효과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93) 우리의	경우	현	상황에서	동성혼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동성	커플의	기본권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94)	다만,	앞서	네덜란드	등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한	유럽국가에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

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동성커플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커플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이성커플에	대해서

는	위와	같은	등록제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95)로,	유럽국가의	경우	덴마크는	1989년	6월부터	‘등록된	파트너십에	관한	법률(The	Registered	

Partnership)’을	시행함으로써	입양만	불가능할	뿐,	법적지위와	혜택은	이성혼과	유사한	파트너십	증명서를	동성	

커플에게	발급하였다.96)	이어	노르웨이가	1993년	8월부터	덴마크와	유사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을	시

행(2000년	및	2001년	개정)하였으며,	스웨덴은	1995년	1월부터	‘등록된	파트너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아이슬란드도	1996년	동성간의	등록파트너십제도를	도입하였다.97)	핀란드도	2001년	12월	28일에	법제정에	의

                                                                  

93)	 김민중,	전게	논문,	397면.

94)	 	성중탁,	“동성(同性)혼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OBERGEFELLETAL.	v.	HODGES	사건	판례와	그	시사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

학연구원,	2016.	3.,	22면	이하.	

95)	

96)	 		덴마크는	1989년부터	‘시민결합’	형태의	동성결혼을	허용해	왔다.	합법적	결혼과	임의적	동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민결합은	쌍방이	

법원에서	‘시민연대계약’을	작성하면	성립된다.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상속·주거·세제	등에서	이성	부부와	같은	법률적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공론화와	‘동성	시민결합’의	문화를	거친	덴마크는	2012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97)	 		아이슬란드에서는	2010년	6월	동성결혼	허용법이	시행된	첫날,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가	8년	동안	사귄	동성	파트너와	정식으

로	결혼했다.	아이슬란드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는	남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이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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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성간	파트너십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1월부터	등록된	동성	간의	관계를	이성간의	사실혼관계에	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03년	‘여성과	평등	부’(Women	and	Equality	Unit)가	보고서	<시민	파트

너십: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을	위한	틀>을	낸	데	이어	정부가	그와	같은	등록절차를	추진,	2004년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스위스연방은	2005년	도입하여	2007년	시행했으며,	2006년에는	체코가	동

성등록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98)	프랑스도	1999년부터	공동생활약정(팍스·PACS)법을	시행해왔다.	이

성이든	동성이든	커플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들의	관계를	결혼과는	별개로	인정해준다.	팍스는	애초	결혼이	허

용되지	않는	동성	커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팍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95%는	이성	커플이고	나머지가	동

성	커플이다.	프랑스에서는	팍스가	정상적인	이성간	결혼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점에서	쉬운	동거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가족제도가	붕괴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99)

3. 소결

미	연방대법원이	2015년	Obergefell	사건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전면	인정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

은,	미국	역사상	동성	커플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승인한	관습이나	사회적	문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100)	이

런	고민을	바탕으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결혼에	관한	개념은	시대가	변하면서	항상	변해왔고	그러한	변화가	

결혼이라는	숭고한	제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을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결혼에	관한	권리가	헌법

상	근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밝힌	후,	이러한	결혼에	관한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결혼의	본질과	관련하여	논증하였다.	동성혼	인정문제는	결혼제도의	재정의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

지만,	어떤	권리는	일부	주어야	하지	않느냐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의	권리는	단지	

소위	‘커플의	권리’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적	인정(legal	recognition)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전된	접근

이	아닐	수	없다.	국가로부터의	인정은	국가의	법체계로의	포함됨을	의미하며	국가가	더	이상	침범해서는	안	되

는	사생활의	보호영역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성혼	반대론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반

감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98)	 	오정진,	전게	논문,	190면	이하.

99)	 	우리나라에서도	2014.	10.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마련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가족	구성원이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다.	가족으로서	권리와	함께	부양의	의무,	가

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등도	부여한다.	생활동반자법엔	없지만	파트너등록법에	담긴	사항은	공동	입양이다.	위	생활동반자법은	초

안	공개	즈음	1인	가구	증가,	혼인율	감소,	혼인연령	상향,	저출산,	고령화,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해석	등	가족	문제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았고,	초안으로는	드물게	4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100)	고길섭,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1998,	1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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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위에서	살펴본	동성결혼	찬성론의	논거와	동성결혼	반대론의	논거들은	그	어느	하나도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동성결혼	옹호자들에게는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있으며,	

반대론자들에게는	동성결혼은	윤리,	도덕,	법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	이성결혼과	결코	동등하게	인식될	수

도	없고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이처럼	동성결혼	옹호자와	반대자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극명한	인식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타협점을	쉽게	찾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제	우리	사회와	헌법은	동성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혼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전	단계로서	법적인	논의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와,	현행	민법상	혼인	관련	규

정을	바탕으로	동성혼	내지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	동성혼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내지	과감하게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	이제부터	공론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필자가	2015년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던	

시절	출석한	미국의	한	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사회로	모든	교인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동성혼	

문제를	두고	오늘	지금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독일 생활동반자법 주요 내용

Ⅰ.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1. 성립요건

1)  同性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가 同性이어야 한다.

     •생활동반자관계는 오직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고, 다수인 사이에서 서로 성립할 수 없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도 역시 혼인에서의 일부일처제와 같이, 一雙(일쌍)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의사표시와 절차

     •동반자관계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혼인체결을 위한 의사표시와 동일하다.

     •생활동반자는 상호간 개인적으로, 함께 출석하여 서로 일생동안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의사표시에는 기간이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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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사유

1) 미성년자

     •생활동반자법에 의하면 동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혼인에서는 독일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으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예외 없이 생활동반자관계를 가질 수 없다.

2) 혼인한 배우자 혹은 타인과의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

     • 혼인에서 중혼이 금지되다시피, 생활동반자관계에서도 이미 혼인한 배우자나 타인과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는 다시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

3) 직계혈족

     • 서로 직계혈족인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

         예를 들어 父 혹은 祖父와 그 子 사이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4) 전혈 혹은 반혈의 형제자매

     • 全血 혹은 半血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

5) 동반자적 생활동체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

     • 假裝同伴者關係, 즉 생활동반자가 생활동반자관계와 결합된 배려  협력 혹은 고동적인 생활의 영위에 관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하는 생활동반자관계는 효력이 없다.

     • 생활동반자법은 예컨대 독일에서의 체류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가장생활동반자관계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Ⅱ.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1. 신분적 법률관계

1) 일생의 원칙

     •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생동안 성립하는 법적 공동체이다.

     • 생활동반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서로 동반관계를 일생동안 영위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신분상의 의무

     • 생활동반자는 서로 부양, 협조 및 공동적인 생활영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서로를 위하여 책임을 진다.

     • 혼인적 생활공동체로부터 생기는 의무와 결합되는 장소적 공동체에 관한 의무(동거의무) 혹은 성공동체에 관한 의무(정

조의무)가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가 서로 장소적 공동체에서 동거를 하는가, 혹은 직업적 이유 기타 사유로 서로 별거를 하는가

를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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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활동반자가 서로 성적 교섭을 가지는가 아닌가에 대하여도 생활동반자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고,                                                   

         서로 성적 교섭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姓

     •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내적 결합심의 표현으로서 공통적인 생활동반자관계의 성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본래의 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 생활동반자관계의 성을 정할 때에는 생활동반자의 1인의 출생의 성을 의사표시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으로 정하여야 한

다.

         ☞ 출생의 성이란 생활동반자의 호적부에 등제된 성을 가리킨다.

     • 생활동반자는 역시 생활동반자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생활동반자관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생활동반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시 의사표시를 통하여 자신의 출생의 성 혹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기 전에 

         사용한 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2. 재산법적 관계

1) 주의의무의 범위

     • 생활동반자는 생활동반자적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서로 단지 자기 자신의 사무에 대한 주의와 동일한 주

의만을 부담한다.

     • 예를 들면 민법상 무상수치인의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와 같은 의미이다.

2) 부양의무

     • 생활동반자는 서로 적절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의미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생활동반자 사이의 일종의 ‘책임공동

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 그러므로 각 생활동반자는 직업을 통하여 혹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을 부양하여야 한다.

     • 부양의무의 범위에는 동반자의 생활비, 즉 가계를 위한 비용 및 각 동반자의 개인적 필요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부양의무가 어느 생활동반자의 子의 생활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 부양의무가 오직 생활동반자 사이에서만 서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동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통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동반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생활동반자법에 의한 법적인 부양의무의 인정을 통하여 생존하는 생활동반자는 독일 민법의 규정

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3) 재산제

     •혼인배우자와는 달리, 생활동반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전에 재산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생활동반자관계계약

     •생활동반자는 생활동반자관계에서의 재산법적 관계를 계약을 통하여 규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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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재산법적 효력

①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추정

     • 혼인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생활동반자법에서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의 점유 아래 있는 동산은 채

무자에게 속한다고 추정된다.

     • 생활동반자 제8조 제1항은 생활동반자관계에서의 소유자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동반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상가사대리권

     • 독일 민법에 의한 일상가사대리권은 역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각 생활동반자는 생활동반자관계적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행위, 즉 일상가사를 다른 생활동반자를 위

하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父母-子 관계

1) 입양을 통한 부모-자 관계의 불인정

     • 독일 민법 제1741조 제2항에 의하여 혼인배우자는 공동으로만 입양을 할 수 있으나, 생활동반자에 대하여는 공동입양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생활동반자는 단지 혼자서 개별적으로 타인의 자를 입양할 수 있을 뿐이다.

2) 생활동반자의 친권적 권한

     •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적 관계에서 부모가 아닌 생활동반자에 대하여 계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일방이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은 때에는 그 상대방동반자가 생래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의 ‘일상적 생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생활동반자

     •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의 공동의 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

다.

     • 다만 생활동반자법은 명문으로 생활동반자를 다른 생활동반자의 ‘가족구성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상속 관계

     • 생활동반자도 혼인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권과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청구권을 가진다.

     • 생활동반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5. 임대차관계의 유지

     • 생활동반자가 사망한 경우에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망한 동반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에 

생존동반자가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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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민법은 혼인관계에서의 생존배우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 역시 생활동반자법은 임대차관계의 승계권을 생존동반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Ⅲ. 생활동반자관계의 파탄

1. 별거

     • 동성의 동반자가 생활동반자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에게 

적당한 부양청구권, 가재도구의 분할 및 공동주택에 대한 배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1)  해소의 요건

     • 생활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의 1인 혹은 양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해소된다.

     •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의사표시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고, 공적인 공증이 필요하다.

     •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해소의 효과

     •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독일 민법상의 이혼의 효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따르고 잇

다.

     • 예를 들어 연령, 질병, 장해로 인하여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생활동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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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I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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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2014년	9월	공개결혼식을	거행한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우편

으로	접수시켰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3일	서대문구청은	이	혼인은	“같은	생물학적	성”2)(이하	‘동성’이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를	‘이성’이라	함)의	사람들끼리의	이루어진	것3)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들

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5년	5월	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의	동성혼	인정여부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소위	“음지의	문화로	치부되던	시기”4)를	넘어서	동성간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나름의	조직활

동을	보이기	시작하던	동성애자들은	1993년에	비로서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인	초동회를	구성했고,	이어	

남성	동성애자	단체인	친구사이5)와	여성동성애자	단체인	끼리끼리6)가	형성됨으로써	가시적인	활동영역을	확보

                                                                  

1)	 	이	글은	토론자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	사건과	관련하여	2015.	4.	서울서부지방법원

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완,	편집한	것임.

2)	 	대법원은	사람의	법률적인	성을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性徵)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하지만	곧	이를	바꾸어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

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

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스42.	어떻게	보건	일단은	생물학적	성이	

그	판단기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성의	개념은	이	사건에서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혼인당사

자는	생물학적·법률학적	남성이자	동시에	자기를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여기서	“같다”와	“생물학적”,	“성”	등의	어휘는	그	각가의	의미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물학의	영역에서도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과	해부학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으며,	“성”의	의미	또한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성”과	“이성”의	

이분적	구분은	그	자체	동어반복이거나	혹은	가치개입적	경계설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민윤영,	“동성혼	합법화

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고찰:	심리적	양성성	인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45호,	2013,	33-63면,	특히	

43-53면	참조.	대법원도	비록	아주	한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개념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종

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

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

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

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스42	참조.	이	글에서는	“동성”과	“이성”의	개념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속의	일반적	용어법의	예이	따르기로	한다.	

4)	 강명진,	“축사,”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법	앞에	선	커플:	동성	파트너쉽	권리	국제심포지엄,	2015.	6.	20.	10쪽.

5)	 http://chingusai.net/xe/main(2015.	7.	14	열람)	

6)	 이는	2005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전환하였다.	http://lsangdam.org/(2015.	7.	14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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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	동성애자의	역사,”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

srl=2628&mid=data_docs	참조(2015.	7.	14	열람)

8)	 http://www.kqcf.org/(2015.	7.	14	열람)	

9)	 	이에	대해서는	타니구치	히로유키,	“일본에서의	동성결혼·파트너십법의	가능성,”	법	앞에	선	커플,	29-42쪽,	반면	동경의	세타가야구에서

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계획으로	이러한	등록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카마카와	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소수자	권리의	

증진	-	세타가야	구의	경우,”	같은	책,	89-113쪽.	

10)		빅토리아	쉬,	첸치치,	“평등과	연대:	대만의	‘다양한	가족’	운동,”	같은	책,	123-150쪽,	특히	149쪽.	2017.	5.	24.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을	금지하는	법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혼인제도의	본질을	“친밀하고	배타적인	성격의	영속적	결합”에	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

라는	바로	그	날	게이라는	이유로	한	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11)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을	향한다.	즉,	혼인에서	생물학적	재생산의	가능성은	그리	중요한	요인

이	아니라고	보면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혼인제도	그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단지	서부지법은	동성혼의	합법화

는	사법에	의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에	의한	법형성의	문제라고	보았을	뿐이다.	일종의	사법자제로	나아간	것이다.	

하기	시작하였다.7)		이들은	특히	2000년부터	매년	퀴어문화축제8)를	개최하는	등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

별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	재판((2014호과1842)은	이런	동성애자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으로	의미화된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동성간의	혼인을	법적인	결합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결합방식으로	파트너십	혹은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동아시아지역에서

는	이러한	제도가	여전히	낯선	상태에서	동성애자들이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주장하며	동성혼/파트너쉽의	권리를	

국가가	수용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간다.	일본	동경의	시부야구가	2015년	4월	남녀평등	및	다양성

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이	동성의	결합에	대하여	파트너쉽	증명을	발부하고	이

를	존중해	줄	것을	구민들에게	당부하도록	한	것은	그	또	다른	사례를	이룬다.9)		이러한	비구속적·법외적	파트너쉽

제도는	대만의	타이페이시와	까오숭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10)		이	사건은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동성결합의	법

제화·제도화의	추세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서대문구청은	민법	제815조제1호(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때),	민법	제826조	

내지	834조(부부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제	규정들),	민법	제839조의3	내지	제840조(이혼관련	규정)	등을	들면서	그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들의	혼인의	의사가	민법등의	규정에	의

한	‘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논리는	우리의	법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우리의	법제는	‘혼인’,	‘부부’	등의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뿐만	아니라	그	용어들이	반드시	그렇게	한정된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규범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

이다.	11)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에서“양성의	평등”이라는	규정을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론을	펴고	있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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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대법원의	결정을	소개한	후	그에	주목하면서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와	그	적용의	타당한	모습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참조거리로	삼고자	한다.(제2절)12)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혼인신고수리거부처분이	위

법한	것임을	천착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혼인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이	불수리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주

장은	기본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조항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생활관계

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이	주장은	①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반대해석

이라는	한정적인	해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이	규정이	기본권보장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제한규정으로의	

지위로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3절),	②“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치(존엄성과	양성평등성)	사이의	규범적	서열관계를	간취하지	못	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

는	헌법의	틀을	무시하고	있다.(제4절)	③아울러	이런	주장은	헌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생물학적	성”에만	고

착함으로써	존재(Sein)론적	인식오류에	의한	당위(Sollen)판단의	왜곡현상을	야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성의	문제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제5절)		

2. 혼인제도의 보장과 혼인할 권리: 스페인과 미국의 경우

2.1. 스페인의 경우

법체계에서부터	해석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것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는	2012년	동성

혼을	합법화한	민법	제44조의	규정을	9:3의	표결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중도

좌파정당인	스페인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ol:	PSOE)이	집권하던	2005년	7월	양원의	의결을	통

해	동성혼도	혼인으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

의	합법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민당(Partido	Popular)	소속	의원	72명은	이	민법개정법률	전체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개정된	민법	제44조에서	“두	배우자들이	같은	성	혹

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혼인의	요건과	효력은	동일하다”13)라고	한	부분이었다.	

                                                                  

12)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비교법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네덜란드(2001)를	비롯하여	스페인(2005),	미국(2015)	등과	같이	

동성간의	결합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혼인형,	멕시코,	독일	등과	같이	이들의	결합을	혼인과는	다른	별개의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면서	혼인과	동일하거나	그에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성파트너쉽	유형,	그리고	이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유형	등이	그것

이다.	자세한	것은	최현숙,	2007,	2;	홍기옥,	211-2	등	참조.

13)		“marriage	will	entail	the	same	requirements	and	effects	when	both	spouses	are	of	the	same	or	different	sex”이하	스페인	헌법재판소

의	판결은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No.	198/2012,	of	Nov.	6	(unofficial	translation),	in: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es/

es/jurisprudencia/restrad/Paginas/JCC1982012en.aspx	(2015.	7.	15	열람)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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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측은	이	개정민법조항이	법의	계층구조(제9.3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조약에	따른	인권보장	규정(제10.2

조),	평등조항(제14조),14)		혼인규정(제32조),	가족보호조항(제39.1,	2,	&	4조),15)	기본권의	국가기속성	및	기본권제한

규정(제53.1조),	그리고	헌법개정조항(제167조)	등의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스페인	헌법재판소

는	이	모든	논점들이	종국적으로는	하나의	규정	즉	헌법	제32조16)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고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

의	주장들은	기각하였다.	

① 혼인제도의 보장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스페인헌법	제32조의	혼인규정은	제도보장-혼인이라고	하는	사적인	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주관적	공권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먼저	이	심판청구를	제도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

에	의하면	이	때의	제도보장은	주어진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가	그	제도를	규정(regarded)하는	방법

과의	연관하에	그	제도를	인식가능한	형태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내용이나	일정한	기능영역

(certain	scope	of	competence)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된다.	나아가	그	내용의	결정은	입법자의	재량영역

                                                                  

14)		청구인측은	서로	상이한	집단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위	구별하지	않음(혹은	무차별)에	의한	차별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non-differentiation)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헌법재판소는	그	구별하지	않음이	자의적이거나	그	

자체가	차별적인	경우에만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하는	선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평등의	과잉에	의한	차별(inequality	due	to	excess	of	

equality)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5)		개정민법은	‘배우자들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2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입양될	수	없다’고	한	(구)민법	제175.4조

를	‘배우자들이	공동으로	혹은	연속하여	입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2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입양될	수	없다.	입양	이후에	

혼인한	입양자의	배우자는	그	입양을	승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바꾸었다.	청구인들은	이	개정은	동성혼에	의한	배우자들도	사실상	입

양을	할	수	있게	한	개정으로	이는	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선언한	스페인헌법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페인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은	별개의	법리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며	서로	상이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전제하

면서	이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헌법은	가족을	전적으로	혼인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혈연자녀(offspring)가	

없는	가족,	비혼가족,	한부모가족	등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	가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자녀가	혼인중의	자이든	혼인외의	자이든,	

무효인	혼인의	자이든,	법적	별거나	이혼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자이든	혹은	심지어	친권이	박탈당한	경우의	자이든	관계없다

고	한다.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혼인할	권리와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명령을	구별하면서	가족생

활은	혼인이	기반한	가족에만	유보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실상의	관계들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정들(Judgment	of	the	

ECtHR,	X,	Y,	and	Z	v.	United	Kingdom,	of	April	22nd,	1997;	Van	Der	Heijden	v.	the	Netherlands,	of	April	3rd,	2012)도	인용하고	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의	문제는	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일단	동성혼의	합헌성여부가	선

결문제임을	언급하면서	그	판단을	미루었다.	이는	후술한다.

16)		스페인헌법(1978)	제32조	①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하게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Man	and	woman	have	the	right	to	marry	with	full	

legal	equality.)

	 	②	혼인의	형태(forms),	혼인연령과	혼인능력,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별거와	혼인해소의	이유	및	그	효과는	법률로써	정한다(2.	The	law	

shall	make	provision	for	the	forms	of	marriage,	the	age	and	capacity	for	concluding	i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spouses,	the	

grounds	for	separation	and	dissolution,	and	their	effects.)	스페인헌법의	영문번역본은	내각청(La	Moncloa)	홈페이지	참조.	http://

www.lamoncloa.gob.es/lang/en/espana/leyfundamental/Paginas/index.aspx	(2015.	8.	15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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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고	보았다.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이런	개념화작업을	거친	후	민법	제44조를	개정한	것17)이	혼인을	인식불

가능한(unrecognizable)	것으로	만들고	그	결과	비자연적인	제도로	만들게	되는지,	아니면	입법자가	헌법이	부여한	

폭넓은	재량권의	행사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먼저	스페인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의	입법사를	검토하면서	1978년	이	조항이	만들어질	때	동성혼의	문제는	거

론된	적이	없으며	주로	처의	행위능력이나	이혼의	문제,	가족과	혼인의	개념상의	구분문제,	혼인에서의	남녀의	평등	

보장	등에	집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기록상	이	헌법의	제정자들이	혼인을	동성혼에까지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조항의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는	이성혼/동성혼의	문제에까지	이어지

지	못	한	채	오로지	혼인에서의	남녀	평등의	문제에	집중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두	배

우자간의	평등과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혼인하겠다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러한	바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혼인

제도의	본질(essential	characteristics)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규정은	2005년의	개정민법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본질규정에	이어	개정민법이	이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네	가지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18)	첫째는	비교법적	관점으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2000),	벨기에(2003),	미국	매사추세츠주(2004)	등	각

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동성혼의	대체제도로	시민적	파트너쉽(civil	partnership)	제도	

또한	프랑스(1999),	독일(2001),	핀란드(2001),	영국(2004)	등지에서	도입되어	동성간의	결합이	보호되고	있음도	마

찬가지로	지적한다.	

둘째,	이러한	혼인제도의	본질변화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들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먼저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성전환자의	혼인을	인정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들을	거론하면서,	비록	유럽인권협

약	그	자체로는	회원국들이	동성혼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꺼집어	낼	수는	없으나,	최근에	와서	유럽	전

역에서	혼인에	대한	개념규정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유럽인

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12조는	회원국들이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혼인제도가 두 배우자의 성적 지향과는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결합(partnership)으로서, 비교법적 

관점에서나 유럽인권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점차 같은 성의 커플들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는 방

향으로 규정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전은 혼인의 새로운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는 현재로

서는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점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서구의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혼인의 이상

을 다원적 개념화로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17)	 	(구)규정은	“남자와	여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인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으나,	개정법률은	이를	“혼인은	두	배우자가	동일한	성의	

사람이거나	또는	다른	성의	사람인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라고	바꾸었다.	이에	청구인측은	이	때의	“남자와	여자”는	헌

법	제32조의	“남자와	여자”와	마찬가지로	이성간의	혼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스페인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살아있는	나무(living	tree)"라고	하면서까지	사회적	변화-법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혼인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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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혼인을	서로	다른	성의	사람들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원에	자명한	사실’을	규범화한	것이라는	판단

을	배제하는	반증의	의미를	부여한다.	혼인의	본질에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요소가	삽입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자명한	사실’이	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변화에	주목한다.	2004년	6월의	여론조사에서	동성커플들이	혼인할	권리를	가진

다고	본	응답자가	66.2%에	달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56.9%를	기록했다.	나아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동구	국

가와	터키,	크로와티아와	같은	보수적인	나라까지	포함한	유럽	25개국에	걸친	2006년의	여론조사에서도	44%가	찬

성하고	반대는	49%였었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스페인은	평균치를	상회하는	56%의	찬성율을	보였고,	이후	2010년

의	여론조사에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76.8%에까지	이르렀다.	19)

마지막으로	고려대상이	된	것은	전체로서의	법체계이다.	동성혼을	인정할	경우	법체계상	다른	법영역-예컨대,	상속

법이나	혼인전계약법,	지방자치법규,	상속법,	기타	임대차계약의	승계	등과	같은	다른	법영역들-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	본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성을	가지든	같은	성을	가지든	혼인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으며,	그	결과	스페인사회가	점진적으로	형성해	온	법의	영상(legal	image)은	왜곡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사정이	이렇다면	입법자가	청구인측이	선호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과	같은	비혼인적	결합의	방식을	선택하

지	않고,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결합하는	것을	혼인이라는	하나의	틀	속으로	포섭한	것

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헌법에	합치될	뿐	아니라,	두	개의	법적

으로	대등한	관계들-이성간의	혼인과	동성간의	시민결합-이	서로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양자에

게	동일한	명칭-즉,	혼인-을	부여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라는	논리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혼인할 권리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제도보장으로서의	혼인에	대한	판단에	이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혼인할	권리의	본질이	개정

민법에	의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혼인할	권리의	특성이	개개인이	혼자서가	아

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	동의하에	향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음을	먼저	지적한다.	혼인에	의

한	결합은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가	결합된	법적	효력(ope	legis)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혼인할	권리는	혼인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혼인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누리는	혼인의	효과와	그와

는	다른	방식으로	혼인할	권리를	행사한	자가	누리는	혼인의	효과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혼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만	입법자는	그	혼인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혼인에	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여기서	나온다.	스페인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입법자는	혼인의	유형

을	특정하고	연령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별거의	원인과	그	해소	및	그의	법적	

효과	등을	규정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혼인과	병행하여	존재하는	부부동거체제(more	

uxorio	cohabitation	regime)를	규정하되	이들에	각각	다른	법적	인식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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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의	혼인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혼인할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이런	선이해	

위에	이해되어야	한다.	스페인헌법재판소는,	이성혼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던	유일한	혼인방식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정민법의	동성혼	규정들이	헌법상의	기본권들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는가를	분석·평가하여	

심판한	다음에야	동성혼의	헌법적	허용여부	혹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의	판단을	위하여	다시	한번	혼인은	두	당사자가	하는	것이며,	그	두	당사자가	법의	범위내

에서	상호	동의한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혼인의	본래적인	특성을	상기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개정민법은	

혼인할	권리의	외적	범주가	확장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성혼

을	중심으로	한	헌법의	혼인할	권리가	동성혼에까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서의	혼인에	있어	결합	

상대방	즉,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들	사이에	합치된	혼인의사를	형성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고	본다.	한마디로	혼인

의	개념이	변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본다면	개정민법은	이성혼의	사람들이	혼인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

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혼인방식에	대해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혼인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개개인들이	같은	성	혹은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할	수	있음을	의미

하며,	이는	다시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통해	개개인들은	자신이	가지는	성적	지향을	완전하게	인정받게	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점은	혼인할	권리가	가지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의	사람과	혼인관

계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혼인할	권리가	부자연스럽게	되거나(denaturalize)	혹은	그	내

용이	변형(transform)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이성혼	커플들이	혼인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하

는	것을	금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동성혼의	커플들은	이전과	다르게	선택할	권리가	새로이	부

여된다.	그들은	이	개정민법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충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혼인할	권리라는	것은	이제야	비로서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	개정민법으

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본적	인권의	완전한	효력발생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입법자가 헌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구성의 자유에 대하여 한 일이란 혼인할 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행

사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이 반대되는 성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속결혼(civil 

marriage)의 요건이나 그 효력에 관한 법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이성애자들이 가지는 혼인

할 자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해악을 가한 것은 아니다.   

③ 정리

요컨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동성간의	혼인을	개정민법을	통해	인정한다고	해서	혼인제도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

도	아니며,	이성애자들의	혼인할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	개정법률은	동성애

자들이	자신이	가지는	성적	지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

운	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보다	심화되는	순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거에	의하여	개정민법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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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추론의	방식은	우리	헌법에서의	동성혼	문제를	판단함에	가장	적실성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즉,	제도보

장과	기본권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혼인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틀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이	결

정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참조의	가능성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2.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① 서론: 사법부의 기본권보호의무

2015	6.	26.	미국연방대법원	역시	동성혼을	헌법적	권리로	구체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14쌍의	동성커플과	동성인	배

우자와	사별한	두	명의	남성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기본적인	취지라는	점에서	스페인의	경우

와	크게	다를	것	없이	동성간에	혼인할	권리도	미국연방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공식적인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수정헌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주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즉,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이	조

항의	적법절차(due	processo	of	law)를	위반한	것인가라는	점과	그것이	평등조항(equal	protection	of	law)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가	그것이다.	이	중	전자는	다시	네	가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었다.	

먼저	미국연방대법원은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사법부의	의무는	“어떠한	형태로도	축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례를	인용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부정의의	문제를	치유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가	

사법부에	주어져	있음을	재확인한다.	

부정의의 본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권리장전과 수

정헌법 제14조를 작성하고 제정하였던 사람들은 자유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 세대가 자유의 의미을 새로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장을 미래 세대에게 일임해 두었다. 새로운 통찰이 나타나 헌법이 중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

존의 법체계(recieved legal stricture20)) 질서 사이에서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면, 자유에 우선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a claim to liberty must be addressed). 

자유와	기본권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며	그럼에도	그	내용을	헌

법이	제정되던	시점에	고정시킨다면	그것은	부정의(injustice)한	것이	된다.	그리고	자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런	부정의를	교정하고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20)		원문의	표기에	의함.	structure의	오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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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적법절차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런	선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상의	필수적인	권리로서의	혼인을	할	권리(right	to	marry)	또한	이

런	관점에서	해석되어	동성커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혼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율에	핵심적인	것이다.	혼인할	권리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필수적인	것으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더구나	혼인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성적	결합,	정신적	결합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자유가	복합된	것이며	이	점에서	이는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여야	한다.	마치	다른	인종의	사람과	혼인할	것인가의	여부가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듯	성적	지향에	따라	혼인을	자

율적으로	선택할	권리	역시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혼인할	권리는	미국헌법의	핵심적인	권리(fundamental	right)이다.	여기서	미국연방대법원은	혼인중에	피임

할	권리를	인정한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을	거론하면서	“혼인은	(…)	삶의	방식을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결

합이지	어떤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판시내용을	인용한다.	혼인할	권리는	친밀한	결합으로	“서

로에	대한	헌신으로써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권리이자,	“외로운	개인이	아무리	외쳐봐도	답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보편적	두려움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친밀한	결합을	향유할	권리이라는	핵심적	권리는	“영속

적인	사적	결합의	한	요소”로서	동성	간의	성적	결합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539 U.S., 567. Lawrence 사건에서 이 법원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으나, 그러한 자유가 그 지점에서 멈춘다고 판시하지는 않았다. 법에서 버려진 자가 사회에서 버려진 자로 된 것은 한발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이로써 자유의 모든 요소가 충족된 것은 아니다.

셋째,	혼인할	권리는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와	함께	적법절차조항이	보호하는	자유의	중요한	부분

을	이룬다.	특히	혼인은	다른	사회제도에	비하여	자녀와	가족에	더욱	근본적인	이익을	구성한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가족의	진실함과	친밀함,	그리고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다른	가족들과	이루는	조화를	이해하게	한다.”	나아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는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사랑이	있고	힘

이	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	스스로가	강력한	확신을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동성커플을	혼인으

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이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동성커플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가정이	덜	중요하

다고	생각하게	되고”	혼인이	주는	승인,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동성커플의	경우	출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점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산능력이나	의지,	약속	

등은	혼인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주에서는	출산하지	아니할	권리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넷째,	혼인은	미국사회의	근간이며	“위대한	공공의	제도이며	우리의	전체	문명	체제를	규정한다.”이	때문에	국가는	

혼인이라는	결합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과세,	상속	및	재산권,	당연상속의	법리,	증거법에서의	배우자	특권,	

의료시설	접근권,	의학적	의사결정	권한,	입양권,	유족으로서의	권리	및	이익,	출생	및	사망증명서,	직업윤리	원칙,	선

거자금	제한,	근로자	보상,	의료보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접견권”	등과	관련하여	상징적	승인과	유형적	혜택

들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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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칙과	관련하여	동성과	이성커플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동성커플은	이런	제도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주가	혼인과	연계시킨	일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	주는	스스로	혼인을	중요시하여	그것을	

무엇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한	신분으로부터	게이와	레즈비언을	배제하는	것은	이들이	중요한	측면에서	동등하

지	않다고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다.	동성커플	역시	혼인의	선험적	목적을	열망할	수	있

으며,	그	최상의	의미에서의	충족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사한,	중요한	헌법적	논점을	하나	제기한다.	혼인할	권리

가	이렇게	동성커플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종래	존재하지	않던	권리를	그들에게	새로이	창설하여	부여하는	것이라

는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	즉,	같은	성의	사람들끼리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종래	인정되어	왔

던	다른	성의	사람들끼리	혼인할	자유에	부가하여	새로운	권리를	입법의	방식에	의하여	형성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

기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안락사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것과	직결된다.	반면,	동성끼리의	혼인을	할	권리

는	다른	인종끼리	혼인할	권리나	수형자가	혼인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혼인을	할	권리의	한	측면들에	

불과하다.	이들의	권리는	이성끼리	혼인할	권리에	별도로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혼인할	권리로부터	특정

한	개인적	속성에	의거하여	관례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이

들을	배제해	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하여	통상의	관습을	악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한다.	권

리의	향유주체로부터	배제되었던	사람들-인종간	혼인을	하거나	수형자	및	그와	혼인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동성애

자-은	계속하여	그렇게	배제당하는	지위를	떨쳐버리지	못	한	채	고통을	받게	되는	현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리고	발로	이	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문제적	판결로	비판될	수	있다.	동성혼의	문제는	새로운	권리의	창

조-그래서	입법자의	판단이	우선하여야	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구제의	문제로

서	사법의	본래적	기능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평등보호조항

바로	이	때문에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혼의	인정근거로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외에도	평등보호조항을	거론하게	

된다.	우선	미국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은	각각	독립적인	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들	양자는	어떠한	권리의	보장에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조항	모두가	중복하여	기본권을	확인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위	“두	헌법조항	간의	상승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인종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주법률의	규정은	적법절차의	위반인	동시에	타인종	

커플을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보호조항의	중심적	의미를	침해한다.	

동성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률은	동성커플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동성커플에게	이성부부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즉,	

그	법률은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평등의	원칙까지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게이와	레즈비언

들을	무시하고	종속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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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④판결의 시의성등

피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동성혼	인정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점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런	신중론	또한	단호하게	배격한다.	이미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그	한	이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권보장에	대한	헌법명령은	민주적	절차에	우

선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일반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법원에	의한	구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특정한	문제영역들

은	정치적	대립의	와중에서	꺼집어내어	다수결이나	관료들의	수중	너머에	위치지우는	것,	그래서	그	사건에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헌법명령이자	헌법구조라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대중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헌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헌법의	틀에	의거할	때	청구인들은	이미	사법부에	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

다.	그리고	법원은	“그들의	청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

다.”	실제	동성커플들의	혼인을	인정한다고	해서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듯	이성혼의	감소나	혼인제도의	훼손이라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입증된	바	없다.	이	문제는	오로지	합의에	기초한	두	명의	성인이	가지는	권리를	다

루고	있을	뿐,	그것이	그들	자신이나	제3자에서	어떠한	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혼인은	사랑,	충실,	헌신,	희생과	가족이라는	최고의	이상들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혼인의	가

치를	존중하면서	자신들도	그러한	이상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바람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

부터	배제된	체	외로운	삶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요청은	“스스로가	법의	시

선	앞에서	평등한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3. 정리

스페인의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그	추론의	과정은	달리하나	판단의	틀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다룬다.	전자의	경우에는	혼인제도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혼인제도의	본질은	이성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두	성인들	사이의	자유의지에	기한	합의와	그의	외부적	표현에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연방대법원도	마찬가지의	관

점에서	혼인을	“영속적인	사적	결합의	한	요소”로	파악하여	이에	실질적	적법절차의	법리를	적용한다.	바로	이	때문

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이성혼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도	아니게	된다.	혹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혼인의	주체가	확대된다든지	혹은	별도의	제도가	삽입되는	것도	아니

게	된다.	오히려	그들은	혼인을	할	권리라는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왔을	뿐이며,	이	점에서	

심각한	차별이	발생해	왔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	두	경우에는	이미	입법자가	동성혼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	동성혼	허용의	입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의	여부를	따진	것으로,	아직	동성혼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한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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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그리고	이러한	반론은	외견상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항은	동성혼	혹은	동성애	자체

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금기(taboo)로	설정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공식적인	탄압을	받아왔던	서구의	역사적	배경

을	고려하다면	이러한	반론은	실체적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스페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회적	금기와	그것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서로	대척점에	놓고	어느	것이	헌법의	

규범적	가치에	더욱	잘	부합하는가를	선택한	것이다.	즉,	사회적	금기가	헌법규범의	내용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인지

(따라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자명한	사실’이어서	이를	허용하는	입법은	애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회적	금기는	헌법바깥에서	형성된	편견에	불과한	것인지(그래서	그러한	금기는	동

성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애라고	보아야	하며	입법자는	의당히	

이러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지)의	판단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었

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금기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동성애나	동성혼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적	확신의	수준에까지	고양되어	서구의	그것과	

같은	사회적	금기로서의	강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요컨대	스페인의	경우와는	달리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

가	헌법규범의	내용으로	수용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법추론이	입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반론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동성혼에	대한	금기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자는	이	사회적	금기에	대척되는	규범으로서의	동성혼허용규정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헌

법가치의	실현을	위한	구체화입법으로서-즉	헌법해석의	방법을	통해-	동성혼의	허용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혹은	이

러한	판단	자체를	입법자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할	수도	있다.	헌법의	규범력을	결정하는	‘사회적	힘’이	애당초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스페인과	미국의	법원이	내린	판단은	과거에	동성혼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이루어

져왔음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현	시대의	법가치는	지난	시대의	법이	현재의	법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

라	부정의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성혼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온	만큼	더	이상	과거의	법제에	고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미국연방대법원은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대하여는	민주적	합의보다	우선하여	헌법적·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헌법가치가	그때그때의	다수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치적	결

단에	우선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입헌주의적	가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3. 헌법 제36조제1항과 동성혼의 문제

3.1. 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은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에	대한	제도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존엄성과	평등성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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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원래	제헌헌법	제20조의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	것21)이	

1980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다.	현재의	이	규정은	제헌헌법이나	1962년의	제5차개정헌

법	제31조의	경우22)와는	달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선언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

반적	헌법원칙과	함께	기본권의	구체화조항으로서의	의미를	부가하였다.	즉,	헌법	제36조제1항은	국민의	기본적	권

리를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형태로	보장함으로써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서의	헌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개정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헌법조항이	가지는	외형적인	문언만을	기계론적으로	단순해석함으로써	현행	헌법은	동성간

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	있다.	상당한	수의	헌법교과서와	민법교과서는	이	헌법	제

36조제1항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이란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순수하게	자연적	출산

을	전제로	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수반하여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23)	이하에서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근거없는,	관

행적	편견에	기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1)		이	조항은	제헌헌법의	원래	안에는	없었다.	그것은	제헌의회의	헌법안심의	제2독회(제25차회의,	1948.	7.	7.)의	과정에서	권태의	의원	외	

38명의	의원의	발의로	삽입된	것이다.	이	때,	권태의의원은	그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며	이는	독일,	미국,	벨기에,	그리스,	일본,	폴란드	헌

법을	참조하였다고	밝혔으며,	보충설명에	나선	장면의원은	“가정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평등권에	여기에	시작되고	배우자의선택	혼인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는	혼인한	다음에	법적근거에	법률상의	권리라든지	재산궈니라든지	기타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보신바와

같이	남녀동등이라는	것을	지금법률로	보장됐다면서	여러	가지	불순한	축첩제도가	전통적으로	현재에	이러한	것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헌법으로써	규정해가지고	그러한	불순한	즉	말하자면	이혼의	폐단을	규명하고	혼인에나타나는	이런	모든점을	배제하

지않으면	아니된다고봅니다”라고	하였다.	조헌영의원은	노동자,	농민,	여자문제를	헌법이	해결해야	할	3대	문제로	규정하면서	“삼대균등

(三大均等)”으로까지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25호(제헌헌법회의록	1,	선인문화사),	442-444쪽.	즉,	당시	주된	관

심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해소였으며	혼인은	그러한	여성차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장소(locus)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22)		이는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그	기본권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23)		물론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에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근거나	이유설시도	없이	제시된	방론(放論	obiter	dictum)에	불과하여	선례로서의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문맥	

또한	“혼인	및	가족관념의	변화와	남녀평등관념의	정착”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제시된	것이라	이	사건의	법판단과는	거

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의	헌법학자들도	이에	대하여	“1남	1녀”를	전제로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예컨대,	정

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48면.	그는	동성혼을	인정하려면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또한	양성평등을	그렇게	해석

하여야	할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없어	이	사건	판단의	준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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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3.2. 혼인제도와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보장

1) 제도보장으로서의 혼인제도

혼인제도는	그	자체	헌법과	별도로	형성되고	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와	전통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의	영역으로	수용되고	또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실천의	한	방식으로	존재하여

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24)는	호주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가족제도의	두	

가지	속성을	규정하였다.	먼저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면서	동

시에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그리고	이런	속성으로부터	종

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가족제도인	호주제를	위헌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이러한	헌법적	규율의	토대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며	신분적	계급제도

와	남존여비사상을	배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탈바꿈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너무나	많은	사회	환경의	변화”	

25)이다.	헌법은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

기운명결정권을	그	토대로	한다.	나아가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혼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와	함께	혼

인상대방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틀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기반

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는	혼인관념을	형성해	왔드며	이러한	변화는	혼인과	관련한	제반의	법제도-특히	민법

의	혼인규정-의	판단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이	된다.

제도보장으로서의	가족제도	역시	마찬가지의	헌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대체로	헌법	제36조제1항의	헌법규범적	지

위를	제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6)	하지만,	그	조항은	그와	함께	기본권보장규범	즉,	기본권구

체화적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엄연히	가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제36조제1항이	지방자치제도나	공무원

제도	등	다른	제도보장규범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장”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한정한	입

법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이	조항,	특히	“양성의	평등”이라는	규정이	기본

권보장규범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이	혼인이라는	특수한	사회관계에서도	각별히	준

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기본권구체화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헌법상 혼인제도의 본질과 그 보장 

물론	제도보장의	이론틀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엇보다	심각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입법자의	재

량권으로부터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제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우리나라에

                                                                  

24)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25)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26)		사실	헌법학계에서는	C.	Schmitt를	비롯한	결단주의적	헌법이론이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도출되는	구조적	측면들과	타협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제도보장론을	우리	헌법의	해석에	끌여들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론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를	일관되게	원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	조항이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보장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이유

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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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성혼의	문제가	거의	사회적	논의의	표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인	1997년의	동성동본금혼규정	헌법불합

치결정에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할지라도	“국민	대다수의	혼

인관이	혼인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이라는	관념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27)	혼

인의	본질요소에	대한	당시의	국민들의	법감정은	1남	1녀의	결합과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이라는	두	가지에	집약되

어	있었음을	판시한	것이다.	

이	점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혼인제도의	본질이	이성간의	결합과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이라

는	두	가지에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입법자가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한	경우	그것은	위헌이	되지	않

는다.	상술한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나듯	동성혼을	민법상의	혼인으로	포섭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

인제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성혼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는	이성혼은	헌법적	보

호를	받는	제도보장의	틀	안에	존재하는	반면,	동성혼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의해	이성혼에	부가된	또	다른	유형의	

혼인방식이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28) 

하지만	이런	접근방식은	이미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정되었고	있으며,	스페인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이를	거부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마치	안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동성

혼을	이성혼에	부가되는,	새로운	혼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	오류라고	본다.	혼인을	할	권리는	성적	지

향과는	관계없이	인정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지만,	그동안의	사회적	편견에	의해	일정한	성적	지향의	사람들은	

그	권리를	향유하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혼인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권리의	새로운	

창출이	아니라,	기존의	반인권적·반기본권적	폐습들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혼인(제도)의	본질에	대한	천착에	기반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혼인의	개념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요소

를	제거해버린다.	혼인의	본질적인	범주는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결합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혼과	마찬가지로	동성혼	또한	혼인(제도)의	범주	안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동성혼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의	처벌을	입법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한	성적	지향-즉	동

성애-을	이유로	그들을	혼인이라는	범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한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혼인‘제도’의	본질은	1남1녀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

합에	있다고	본다.	스페인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하게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라

는	규정의	의미는	①두	배우자간의	평등과	②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혼인하겠다는	자유의지,	그리고	③이러한	바람

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본질(essential	characteristics)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7)		물론	이	부분의	판단은	방론(obiter	dictum)에	해당하여	그	법적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원광

법학,	26권	제2호,	2010,	116면.

28)		이	경우에는	동성간의	혼인자에	대해	일정한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의	여지가	발생한다.	물런	그런	예외입법이	위헌적인	차별인가

의	논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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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헌법의	제정	당시	혼인을	헌법상의	제도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그	본질을	성별구분과	무관하게	규정한	것	

같지는	않다.	동성간의	혼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헌법제정자들은	의당히	1남1녀의	자유의

사에	의한	결합이라는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그	점이	우리	헌법	제36조제1

항의	혼인제도의	본질을	고착시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자명한	사실이라고	받아진	것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로	해석될	수	있음은	이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증명한	바	있다.	특히	제헌헌법	

제20조처럼	혼인제도의	본질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	이	헌법의	침묵은	사회변화에	따라	헌법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29)	

실제	혼인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다.	서구의	경우	혼인을	이성혼에	한정하면서	동성혼을	사회적	금

기로	설정하여	공식적(즉,	국가적)으로	제재한	것은	대체로	약	13세기	즈음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전까지는	

동성혼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3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성간의	친교행위뿐	아니라	복장

교체(cross	dressing: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적용되었다)까지도	처벌하는	법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30)	예컨대,	

15세기	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이었던	Jeanne	d'Arc가	처벌될	때	그	죄목	중의	하나가	여자이면서	남자의	복장을	착

용하였다는	죄이기도	하였다.31)	하지만	그러한	금기설정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된	바는	없다.	

Eskridge,	Jr.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종래	비가시적인	존재였던	동성간의	결합이	도시화,	산업화의	여파로	보다	가시

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한다.32)는	나름	타당성이	있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반동성애적	태도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15세기에서	18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터부가	미묘하

게	변형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동성간의	친교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던	것에서부터	동성애자라고	하는	인간	자체

를	범주화하고	이	범주에	편입되는	인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인간을	일정한	행위특성으로	유형

화하고	그에다	일정한	낙인일	찍어	공동생활로부터	배제하였음을	의미한다.	행위가	무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아니라	일탈자로	규정된	일정한	인간	집단	그	자체가	악으로	설정되고	또	엄중한	국가폭력의	대상자로	규정되었

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단적인	신념이나	행위가	법금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가	이	시기	이후	이단자(heretics)를	찾

아내어	추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주술적	행위를	규율하던	법제가	마녀를	특정하여	처단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도착적”인	행동을	처벌하던	체제에서	“도착자(inverts)”들을	골라내어	처벌하던	체제로	바뀌었다.33)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체제는	보다	과학적인	분류법에	자리를	양보한다.	즉,	동성간의	친교는	범죄행위

이기	이전에	병리행위로서	처벌보다는	교정과	치유의	대상으로	상정된다.	소위	성과학자(sexologists)들에	의하여	

                                                                  

29)		R.	Rose,	Politics	in	England	Today:	An	Interpretation,	London:	Faber	&	Faber,	1974,	p.66:	M.	Foley,	The	Silence	of	Constitutions:	

Gaps,	'abeyances'	and	political	temperament	in	the	maintenance	of	government,	London:	Routledge,	1989,	p.4에서	재인용.

30)		W.	N.	Eskridge	Jr.,	"A	History	of	Same-Sex	Marriage,"	Yale	Law	School	Legal	Scholarship	Repository,	1-1-1993,	1993,	pp.1419-1513.	

특히	pp.1418-9	참조.

31)	ibid.,	p.1471.

32)	`Ibid.,	p.1470

33)	Ibid.,	pp.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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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형성된	이	관념은	동성애자란	동성간의	친교행위로	특정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의	인격적,	정신적	구성에서	

“성적	지향”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고착된	사람들이라는	규정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자	정신적으로	질병이	걸린	사람들로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로	규정된다.	물론,	이들을	다루어야	하는	사

람은	종래처럼	(법)관료가	아니라	의사이게	된다.	34) 

이런	변화과정에서	혼인의	본질부분은	심각한	교란상태에	빠지게	된다.	동성혼의	금지가	인류	보편적	법규범이	아

니라	근대의	산물에	불과한	데다가	그	근대의	관념조차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그에	대한	예외조치35)	또한	다

양하게	변화하면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혼인의	본질요소로부터	성적	지향의	문제를	소거하고	있음을	반영

한다는	것이다.36)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제도의	본질이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이성혼에	

고착되어	있다는	명제가	“자명”한	것으로	판단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그러한	혼인제도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존재

할	수	있을	뿐,	인류의	보편적	생활방식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입법자의 침묵: 혼인에 관한 민법의 규율과 그 의미

혼인의	본질에서	“1남	1녀”라고	하는	이성혼의	틀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동성혼과	이성혼의	인

정/금지의	문제는	결국	입법자의	결단	대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제도보장의	개념	자체가	제도의	본질	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을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	입법이	존재하는	한도에서는	그	비본질

적인	제도요소들은	제도보장이라는	헌법문제의	수준을	떠나	법률문제의	영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입법자는	혼인에	관하여	동성간의	결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	혼인관계법은	이성혼	즉,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만	허용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람들	사이

의	혼인관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다.37)		예컨대,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

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하고	제809조와	제810조는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끼리	혼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은	혼인이	한	사람과	그의	근친이	아닌	다른	한	사람	사

이의	결합이라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것을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의	결합만으로	한정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입법사적으로도	하등의	예외가	없었다.	

그리나	이렇게	입법이	부재하는	공간을	두고	그	의미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동성혼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민법

                                                                  

34)		ibid.,	pp.1473-4.	이러한	입장은	1987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hiatric	Association)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범주에

서	제외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회규,	“동성혼인에	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제7집	제4호,	309면.

35)	ibid.,	pp.1474-1484	참조.	

36)		브리타니카사전에서도	혼인의	개념을	양성간의	결합이라는	요소를	본질요소에서	제거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혼인이란“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합으로,	대체로(usually)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Marriage,”	http://global.britannica.com/topic/marriage	

37)		이준일,	2009,	187쪽;	홍기옥,	“동성결혼에	따른	현대결혼제도의	위기에	대한	검토,”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	207-224,	210-11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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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들38)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법리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법의	외부로부터	

법개념을	끌고	와서	계속	반복사용하는	일종의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즉	혼인은	1남	1녀	사이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법외적	규범을	가져와	이를	당연한	전제로	삼으면서	동성혼은	이	이성혼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에	혼인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혼인의	개념	자체를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고착시키고	있을	뿐이다.	공서양속	위반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혼인은	이성혼만이	허용될	뿐이며	다른	혼

인	즉	동성혼은	이단(異端)의	것이라는	편견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	특히	이	주장은	후술하듯	민법상의	“공서양속”

조항은	기본권이	그	객관적	보장의	틀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공서양속이라는	것이	헌법이

나	인권의	체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어	구체화하는	질서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

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법	제826조	등에서는	“부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의	결합을	전제하

고	있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생물학적	성이	같은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

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부부”라는	용어의	본래적	의미는	지아비(夫)와	아내	혹은	며느리(婦)에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字典이나	辭典的	의미39)와는	달리	법문장	안에서의	위치와	맥락에	따른	별도의	의미가	부착되는	것이	통례

이다.	이는	마치	국민(國民)이라고	했을	때	“민(民)”의	의미가	‘천한	백성,	눈	먼	포로나	노예,	무지한	사람’이라는	자

전적	의미에서	‘주권의	주체로서의	일반적	사람	혹은	그들의	통일체’	등의	법률적	의미로	전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근대법의	중심개념인	권리(權利)	또한	“권세와	이익”이라는	자전적	의미에	올바름(right	즉,	합법성)의	개념이	부

가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마찬가지로	민법	제826조	등에서	사용하는	“부부”라는	용어	또한	그	자전적	의미로부터	떨어져서	법의	체계	속에서	

그	의미가	도출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만	18세가	되거나	부모등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한	혼인의	효과로	탄생한	두	

사람의	결합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말에는	혼인한	두	사람의	결합을	적절하게	

지칭할	수	있는	말을	이	“부부”라는	용어	외에	달리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판단이다.	실제	이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로	안팎,	이인(二人),	내외분(內外分),	항배(伉配)	등의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40)이	있기는	하나,	이

                                                                  

38)	김주수•김상용,	2008,	111;	김용한,	2003,	107	등

39)		흔히들	“부부”나	“혼인”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를	원용하면서	그	규율범위를	구성하고자	하나	이는	잘	못된	추론방식이다.	사전에

서	규정하는	말의	의미는	시대나	제도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얼마전	“사랑”이라는	말은	이성애적인	의미만을	가지는지

의	여부에	관한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잘	나타난다.	국립국어원은	종래	이성애적	의미에만	한정했던	이	단어의	의미를	2012.	10.	동성애

까지도	포함하는	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지난	2014.	11.에는	이성애적	의미로	환원하였다.	News1,	"[국감브리핑]	국립국어

원,	심의위	의결	무시하고	'사랑'	성차별적	뜻으로,"	2014.	10.	9.,	http://news1.kr/articles/?1896003	참조.	요컨대	사전적	의미는	그	용어

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이	표상하는	관념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

40)		이들	단어의	구성은	민법상의	“부부”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성별에	한정된	의미의	조어법을	따르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부부”

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안팎”,	“내외”	등의	단어들은	모두	가정을	경계로	한	성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인”“항배”	등의	단어

는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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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널리	사용되는	말도	아니며,	안팎·내외	등	역할에	따른	차별적	요인을	내포하는	함의도	가지고	있기도	하여	법

률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다.	41)

둘째,	우리	민법은	“부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자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각각의	생물학적	성에	상응하는	별도

의	규정이나	규율을	두지	않고	있다.	민법의	전체	구조는	성(性)중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의

용민법에서처럼	“처(妻)”를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의사무능력자로	규정하는	등	성역할을	배분하는	규정은	아예	없

다.	

요컨대,	민법에서	말하는	“부부”라는	법률용어는	그	자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에	“배우자”라는	법률

용어와	마찬가지로42)	그에	굳이	자연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한정된	의미만을	부착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생물학적	성을	전제로	구성된	법률용어가	아니라,	혼인의	결과로	탄생한	한	쌍의	생활공동체

를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	민법에	채택된	것일	따름이다.

4) 정리

혼인제도의	본질을	제도	그	자체가	가지는	수행성으로부터	벗어나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절실한	것은	바

로	이	점	때문이다.	혼인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법제에서	

타당한	혼인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먼저	천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혼인의	개념이	이성혼에	고착되어	있다

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명한	사실로서	더	이상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

류의	역사는	물론	아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동성간의	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고	그것이	사회공식적으로	

금기시되었던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거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명함”의	근거는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환언하

자면,	동성혼의	금지라는	금기가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당화규범(혹은	규범적	근거)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	“별도의	정당화규범”은	민법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의	핵심을	이루는	

인권	혹은	기본권의	틀에서	추출하지	않을	수	없다.	

                                                                  

41)		W.	N.	Eskridge	Jr.,	op.cit.,	pp.1435-1453	참조.	이에	의하면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에서	나타났고	북미	인디언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었

던	berdache전통은	배우자중의	한	사람이	그의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다른	편의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성혼의	한	

방식을	이룬다.	여기서는	한	쌍의	배우자들은	각각	다른	성역할을	부여받아	한	명은	외부생활-수렵이나	농사	혹은	노동-을	감당하고	다른	

한	명은	내부생활-가사,	육아,	등-을	담당한다.	일종의	분업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보자면	부부라는	개념은	생

물학적	성구분의	틀과는	무관한,	일종의	성역할의	분할체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결합은	아프리

카나	아시아지역(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부유한	여성이	자신의	부

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인	배우자를	맞이하여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2)		사실	민법의	이	“부부”라는	단어를	“배우자”라는	단어로	교체해도	그	조문이나	민법체계상의	변화는	전혀	없다.	양자는	동일한	의미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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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4. 기본권으로서의 혼인할 자유

1) “양성의 평등”의 해석론: 반대해석이 아니라 보충해석이 필요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그리	단선적이지	않다.	이	문구는	제헌

헌법에서	말한	“남녀동권”이라는	규정에서부터	연유한다.	하지만,	그	양자는	모두	유교적·가부장적	종법제도에	기

반한	우리의	전통적	혼인“제도”에	대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수준에서의	수정을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제

도보장의	틀을	기본권-평등권-의	영역으로	포섭하면서	그	내용과	효과를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교정하고

자	한다.43)	평등의	원칙	혹은	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은	혼인과	가족제도의	가장	본질적	요소로	편입되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의	행정적·사법적	집행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명령(헌법	제10

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4)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이	그러하다면,	기존의	주장처럼	“양성의	평등”규정	때문에	우리	헌법상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의	틀을	크게	위반한	것이	된다.	실제	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양성의	평등”이라는	규정을	‘자연적	출산’45)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으로	

해석하면서	국가의	보호대상에	들어가는	혼인의	양상은	이러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로만	수용된다고	

주장한다.46)	그리고	그	생물학적	양성관계가	아닌,	여타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은	이	“양성”이라는	법용어에	의

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기본권조항의	해석론에서는	거의	터부시되다시피	하는	

반대해석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43)		1980년의	제5공화국헌법에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	다시	한번	불타오른	여성

들의	가족법개정운동”의	산물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1979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과	함께	가족

을	중심으로	한	여성평등의	실현이라는	당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박선영	외,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1):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13-1,	2007,	27쪽.

44)		이런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이	규정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

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등	

45)		피신청인은	“공동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혼인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표지라고	주장합니다(2014.	7.	14.자	답변서	14

쪽).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신청인측이	제시하는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2014.	12.	31.	자	준비서면,	13-18쪽	참조)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타

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법제의	측면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질병등의	이유로	자녀의	출산을	포기한	채	

이루어진	혼인이	무효로	되지	않음은	이의	단적인	반증이	된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동의	자녀를	출산할	능력을	상실한	내시

(內侍)들도	혼인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가(家)의	계승을	도모하였다는	점은	가의	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史實)

과	함께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이루고	있다.	

46)		출산을	이유로	동성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자기모순성을	가진다.	대체로	가족의	결합(solidarity)은	직계결

합(lineal	solidarity)과	혼인결합(marital	solidarity)	등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가족이나	확장가족(extended	family)의	경우에는	

전자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둔다.	그리고	이	전자의	경우에는	혼인이라는	것은	가족의	형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장권의	확립과	유지라는	

개념에	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결합이	인류의	역사에서	더욱	더	일반화된	유형이다.	R.	F.	Winch,	

"Marriage:	Family	Form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0,	1974,	p.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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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구성되는	우리	기본권	체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을	하나의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

하면서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국가가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헌법	제10조는	이러한	천부인권사상과	국가의	기본권최대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대표

적인	조항으로	성격지워지기도	하며,	헌법	제37조제1항은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규정한	권리장전의	

해석은	가능한	한	확대해석하거나	혹은	보충적	해석수단을	통하여	그	규율의	질적·양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타당

한	법판단의	방법이다.	만약	그것을	반대해석의	방법으로	이해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아

니며	따라서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장	헌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되어	버

리고	만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기본권조항	자체를	열거적·한정적인	것으로	고착하고	그	결과	국민의	기본

적	권리라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이	아니라	국가	또는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실정적	권리에	다름	아닌	수준

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	

이	점에서	“양성”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해석론을	도출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해석의	기본틀을	위반한	것이	된다.	실제	만보를	양보하여	그	주장처럼	“양성”을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양성의	평등”이라는	조항의	의미를	‘양성이	아닌	다른	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페인이나	미국의	판결에서	보듯,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

한다는	것은	이성간의	혼인	체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그런	개념규정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혼인제도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을	중심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외

의	사람들간의	결합은	필요한	수준에서의	국가적	보호와	배려가	보충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

하는	규율을	하는	것이	올바른	헌법해석론-특히	기본권해석론-이	될	것이다.

2) 민법의 헌법합치적 해석

민법은	법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모든	법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기반

하고	있는	입헌주의의	틀에서는	그	또한	헌법의	규율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	동성동본금혼제도

나	호적제도와	같은	민법적	규율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사례들이다.

마찬가지로	민법의	혼인규정도	헌법의	틀	안에서	그	의미가	획득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민법에는	굳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한다는	법규율은	존재하지	않다.	기껏해야	“부부”라는	법용어

의	자전적	의미만이	존재할	따름이며	이	또한	법률용어로	편입될	때부터	그	의미는	혼인의	효과로서	결합된	두	사람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다.	

전술한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체계는	이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	제36조제1항이	기본권구체화규범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이	민법의	제규정들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상의	혼인규정	또한	이런	헌법

명령에	따라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때	헌법	제36조제1항

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법문의	의미와	민법상	혼인제도의	의미는	동일하여야	하며,	이는	반대해석을	통한	혼인금

지규정으로	변용될	것이	아니라	보충해석	혹은	확장해석을	통한	혼인허용(혹은	방임)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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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보자면,	현재의	법제상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

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그들의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다.	그리고	이	양자-규정없음과	같은	생물

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	금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가	곧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

이다.	하지만,	헌법의	해석,	특히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규정의	해석은	이렇게	한정적,	제한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오히려	헌법의	규정은	되도록	기본권친화적으로,	그리고	국가권력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하에서의	헌법해석의	기본틀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의	평등”이	설령	생물

학적	성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만을	예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헌법조항이	그	외의	사람들	사이의	결합까지도	부정하거나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요컨대,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혼인을	금지해서는	아니된

다.	되려	그	규정의	존재여부와	관계	없이	그들의	혼인은	최대한	존중되고	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권의	최

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다.

 

4. 기본권으로서의 혼인할 자유와 헌법의 규범적 구조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이상과	같은	헌법합치적인	민법의	해석은	헌법	제36조제1항의	법문구조로부터	바라보더라도	타당한	것이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고	규정하여	“양성의	평등”이라는	

요청외에	“개인의	존엄”이라는	또	다른	헌법요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문구성은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헌법	제36조제1항이	제시하는	두	헌법명령	중	“개인의	존엄”은	기본권의	실체적·실질적	측면을,	그리고	“양성

의	평등”은	기본권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은	헌법	제10조에서부터	제37조에	이르는	권리

장전의	기본틀을	반복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실질적	기본권과	형식적	기본권,	그리고	절차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실체적	기본권은	헌법에	의한	최대보장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적	기

본권은	그	실체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	모두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등없이	보장되고	또	적용됨을	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실질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제1항)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라는	형

식적	기본권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36조제1항의	해석	또한	이런	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존엄”이라는	실질적	기

본권이	“양성”이라는	기준에	터잡아	“평등”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헌법명령이기	때문이다.	즉,	헌법	제36조제1항

의	궁극적	규율목표는	“개인의	존엄”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보장의	형식적	방법이	양

성의	평등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헌법명령의	본질적	규율은	“개인의	존엄”이며	“양성의	평등”은	

그에	수반되는	보조적	규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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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제2항)

헌법	제36조제1항의	“개인의	존엄”은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혼인에	참여하는	당사

자	개인의	관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신의	사적	생활을	구성하고	영위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그리고	다른	사람

과의	자유로운	결합을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이	있다.	

이	중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제도나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등을	위헌이라	결정하는	근거

로	제시한	기본권으로	여기에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결합	즉,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하

여	보호되는	것47)으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

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

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48)  

위의	인용은	이	점을	표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러한	자유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제도의	제도

보장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기본권	영역을	이룬다.	동성동본금혼제도나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등에	대한	위헌결정은	제도보장론이	말하는	최소보장의	법리를	넘어	입법자조차도	함부로	“제도”화

할	수	없는	기본권영역을	설정한	사례인	셈이다.	49)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개별적	헌법유보의	방법이나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서만	

가능한다.	하지만	현행의	법제에는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러한	의미의	기본권유보규정은	존재하지	않다.

피신청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에서	마치	“양성의	평등”이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도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유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의견서의	제

                                                                  

47)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가21.	이	사건은	군형법상의	계간조항을	합헌이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군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동성간

의	성적	행위를	할	자유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48)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49)		이를	헌법재판소는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

정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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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3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성의	평등”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	“양성의	평등”은	“개인의	존엄”이라는	실질적	기본권이	실천되고	보장되는	양상을	규정하는	

형식적·보조적	헌법명령일	뿐,	그것이	후자에서	도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유보로서의	의미를	가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양자는	“과”로	연결된	병렬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성립조건이나	실천상의	제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리적	해석의	여지는	전혀	없다.	

나아가	혼인관계법의	경우에도	같은	생물학적	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규정은	현행법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민법상의	“부부”라는	문구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성

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주장은	기본권제한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

항의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기본권제한의	방식은	명확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만	가

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규정은	그	자체	문언상으로	위헌무효가	되어	버린

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	비추어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의	“부부”라는	문언은	그	적격성을	상

실하고	있다.	그것은	“혼인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관한	것”이라는	1973년의	영국	혼인법	제11조(Matrimonial	

Clause)의	규정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관념에서부터	“남

성과	여성”이라는	보조관념을	도출하여야	하고(이는	일종의	유추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	이에	대한	반대해석의	과

정을	통해서	비로소	동성간의	혼인금지라는	법규율을	꺼집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법문은	모호하

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라는	법리의	적용대상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라는	문언은	생물학적으로	반대되는	성의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

니다.	전술한	berdache의	관행들에서	보듯	동일한	생물학적	성의	사람이	결합하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반대되는	성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인류문화를	통해	숱하게	발견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컨대,	

남미의	경우	생물학적	남자가	같은	생물학적	남자와	결합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종래	전통적인	여자에게	부여되었

던	성역할에	맞추어	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에도	이들은	“부부”로서의	결합을	이룬다.	즉,	“부부”라

는	것은	두	사람의	결합에	있어	각각	달리	부여된	성역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50)	

또는	우리의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비추어볼	때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결합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의미

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전통적인	혼인제도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동성동본금혼제	위헌결정	등에서	보듯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전통적	혼인제도의	요소들은	하나같이	위헌무효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51) 

                                                                  

50)	W.	N.	Eskridge	Jr.,	op.cit.,	pp.1435	이하	참조.

51)		실제	“양성의	평등”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축첩의	금지였으며,	이는	우리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규정

으로	드러나	있다.	즉,	법률에	의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간통죄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었다.	요컨대,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에	터잡아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가능하지만,	이	헌법

규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규율을	도출하는	것은	헌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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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물론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혼인중인	사람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

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기는	하다.52)	하지만	이	판결의	타당

성	여부는	제켜두더라도	이를	동성간의	혼인이	부정되는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	성별정정의	경

우와	동성간의	혼인	인정여부는	직접적인	결합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와	대비

해보면	극명해진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중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동성간

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독일의	경우53)에는	혼인중에서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54)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혼을	부정하는	것이	혼인중의	성별전환을	부정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역으로	혼인

중의	성별전환을	부정한	것이	반드시	동성간의	혼인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귀결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혼인의	기초가	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	특히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의	상대방으로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현재의	우리	

헌법이나	혼인관계법제에는	이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헌법유보	및	법률유보도	존재하지	않다.	55)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무리한	법문해석을	통하여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주장은	기본

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되어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3)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대한 헌법적 해석

반복되는	언급이지만,	헌법	제36조제1항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의	헌법명령은	상호	대립

적이거나	배척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실체영역과	형식영역을	각각	분할하여	규율하면서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적인	관계에서	이해되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	

                                                                  

52)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호	판결,	대법원이	민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점에서	기본권제한의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다.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은	민법	그	자체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의	유기적·체계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	환

언하자면	헌법상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민법을	해석하여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	지점

에	대한	검토도	없이	“양성의	평등”	=	동성혼	금지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

본권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요청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3)		독일은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sgesetz)을	제정,	파트너

쉽제도를	도입하면서	혼인한	배우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한	평등	원칙	위반여부를	논의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실체적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닌	셈이	된다.		

54)		혼인한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률상	성별전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혼인	이후에	성전환증을	발견하였

지만	배우자들이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그것이	동성혼이	되더라도	그	혼인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BVerfG,	Beschluss	vom	27.5.2008,	1	Bvl	10/05

55)		사실	엄밀하게	보자면	외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파트너쉽제도는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결합을	새롭게	허용하는	기본권실

현적	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간의	“혼인”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기본권제한적	제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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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에서	파생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양성”의	구분에	따라	각각	대향적으로만	행사될	것을	규율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됨을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	남성은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생물학적	여성에	대하여만	행사하

고,	반대로	생물학적	여성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생물학적	남성에	대하여만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헌법적	지시의	의미로	헌법	제36조제1항을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본권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만	행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정하

는	지시적인	규정은	그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	56)	헌법은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을	열거하고	그의	최대한의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권이	어떤	내용만을	가져야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식의	규율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가	“개인의	존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일	수는	없다는	말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

히려	헌법의	체계는	그와는	정반대로	궁극적인	헌법목표로서의	“개인의	존엄”이	“양성의	평등”을	해석하고	이해하

는	전제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즉	개인의	존엄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은	생물학적	남성와	생물학적	여성	모두에게	동

등하게	보장되어	어느	한편의	성이	다른	한편의	성을	압도하거나	혹은	상호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현

상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이	헌법	제36조제1항의	본래적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야	비로소	최대보장이라는	기본권보장의	틀이	제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		

부연하거니와,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차별이	없는	상태를	향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양성

의	평등”이란	어느	한	성의,	다른	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것은	법해석의	어떠한	방

법을	취하더라도,	두	개의	성을	서로	대립시키면서	기본권의	행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의미화할	수는	없다.	

3) 양“성”의 평등: 사회적 차별의 금지 명령

① 방법이원론적 헌법해석

법판단에	있어	사실(facts)은	입법사실과	사법사실로	대별된다.	전자는	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사실

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존의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대상으로서의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의	사실은	자연과

학적	의미에서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그것은	규범적으로	가공된	사실로서	법적인	포섭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법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Sein)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적나라한	실재로서의	사

실이	아니라,	그것이	당위(Sollen)의	영역에	들어와	재구성된	사실-절차법에서	사용하는	“실제적	진실”이라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이다.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의	평등”이나	우리	혼인관계법	상의	성별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법리

                                                                  

56)		이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규율의	기본형식이다.	일반적	추상적	형태로	규율되는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는	개인

의	자율적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그	기본권의	향유방식을	특정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의	제

한에	해당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인간의	자율성요청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자체	

기본권보장과	이율배반적	관계에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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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학의	수준에서는	당연한다.	그것은	23개쌍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개체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

이	아니라,	그	생물학적	개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재구성된	존재-(헌)법적	인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을	위시한	제반의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법의	영

역으로	포섭된	사실	즉,	법적	사실이어야	한다.

② (헌)법의 영역에 존재하는 “양성”

제헌헌법	제20조에서	혼인의	법제를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제시되었던	“남녀동권”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두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	당시	팽배하였던	사회적	

폐습인	축첩의	관행들을	“단연배제(斷然排除)”라기	위한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

서	이	“남녀동권”이라는	문구에	나타나는	성별의	지칭들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즉	

Gender의	그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환언하자면	그것은	가부장적	지배체제	하에서	성억압의	주체가	되고	있는	남성

권력으로부터	피억압자인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헌헌법의	명

문규정으로	삽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남녀”는	자연적	생식의	단위로서의	자·웅의	개념이라고	해석해서는	아

니	된다.	그것은	사회적·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구성하는	두	요소들-권력의	주체로서의	남

성젠더와	권력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젠더-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도	이런	의미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사회의	가부

장적	권력관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동권”이라는	제헌헌법의	명령이	아직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변화는	이	“남녀”	혹은	“양성”의	의미에	또	다른	요소를	산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관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의	등장	때문이다.

우리	법제에서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결합관계	혹은	성적	행위의	문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

던	것은	1990년대	호적상의	성별정정청구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57)이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권위적인	결정은	

1996년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소극판단58)이	그	최초의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즉,	우리	법제에서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결합이나	성적	행위의	문제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우

리	법제의	관심대상이	아니었거나	혹은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가	보였던	무관심	또는	무시의	대상에	지나

지	않았다는	것이다.59) 

                                                                  

57)	서울가정법원	1992.11.20,	자,	92브80	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10.5,	자,	95브10,	결정	등.

58)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791,	판결;	원심판단은	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95고합	516	판결.	

59)		실제	상술한	미국연방대법원의	변론과정에서	Alito대법관은	청구인측에	“휴대폰이나	인터넷보다	더	최신의	것인	이	제도(동성혼을	의미

함-역자주)의	효과를	판단하고	그에	기하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가?”라고	질문할	정도였다.	The	Guardian,	"Gay	marriage	

debate:	Supreme	court	indicaties	cautious	approach,”	2013.	3.	26.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mar/26/supreme-

court-gay-marriage-hearing	(2015.	8.	15	열람)	Alito대법관의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니까	천천히	결정하자는	취지였지만,	국가측을	대표

한	D.	Varrilli	법무차관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동성커플에	

입양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바로	그것을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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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남녀동권”이나	“양성의	평등”	혹은	“혼인”이라는	규정이나	민법의	“부부”라는	법문이	마치	생물학적으로	다

른	성의	사람들끼리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이런	법적	인식	상태하에서	가능하였다.	적어도	1990년대에	이르기까

지는	우리	법제의	틀	속에서는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끼리의	결합이나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의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그	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성적	지향이	삽입되었고

(법	제30조제2항),	청주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개명	및	호적정정을	인정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법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새로운	“성”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며,	이에	따라	“성”의	법적	의미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하게	된	것이다.	

부연하자면	종래	생물학적인	성의	관점에서	구성되었던	“양성”이	이제는	그	성별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는	①선천

적인	생물학적	성의	남성·여성과	②후천적으로	전환된	성의	남성·여성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성적	지향	혹은	성적	

관계의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③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의	사람과의	관계(즉	이성애)와	④생물학적으로	같은	성의	사

람과의	관계(즉	동성애)로	세분되게끔	되었다.	60)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전술하였듯이	이	모든	것들을	성적	자기결

정권(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편입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의	의미변화는	이	점에서	가시화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혼인은	“개인의	존엄”이라는	

실체적	내용이	“양성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틀에	의거하여	국가의	보호하에	구성되는	사회적	제도라는	점임을	감안

한다면	이	때의	“양성”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비로소	이	“양성”의	개념이나	제헌헌법의	“남녀”라는	말의	규범적	의미가	특정될	수	있다.

③ 사회적 차별의 해소명령으로서의 “양성” 평등

실제	“남녀동권”이나	“양성의	평등”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개념은	차별의	해소이다.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것은	생

물학적	성보다는	사회적	성	이나	젠더에	부착된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혼인생활	혹은	가족생활의	과정에

서	억압받거나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가치에	따라	혼인	혹은	가족생활의	주체로	제

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이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의미인	것이

다.	

그래서	종래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력체계에서	부과되는	여성억압의	문제가	이	헌법	제36조제1항의	핵심영

역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와	함께,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나	성적	지향이	거기에	부착되어야	한다.	이	“양성”이	가지는	법개념적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국

                                                                  

60)		여기서	성별정체성의	관점에서	간성(intersexual)	등의	다양한	성별들은	남/녀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고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서는	양성애(bisexual)는	③	또는	④의	문제로	환원되며,	무성애(asexual)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는	점에서	지금	현재	당면의	법적	과제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물론	차후로는	이런	유형의	존재에	따라	“양성”의	의미도	또	다시	변화·

발전하여야	할	것임은	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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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보호와	배려의	수준까지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이나	파트너쉽을	인정하는	외국의	법제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양

상을	헌법이나	법률의	수준에서	올바르게	편입하고	있는	좋은	예들이다.	그들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되었던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법적	관심대상으로	대두하자,	“인간의	존엄성	존중

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61)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재규정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외국의	법제변화는	입법자의	결단이	선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그	입법의	논

의조차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사법자제를	앞세우며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의	천부

적	인권을	가로	막고	있는	잘못된	법제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미	이들의	성적	자기결

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	특히	법원의	의무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기본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6. 결 론

같은	생물학적	성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이나	결합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현재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일부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혼인의	틀	속으로	이들의	결합을	편입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파트너쉽과	

같은	변형된	결합의	제도들을	마련하여	혼인제도의	다양화,	다원화의	틈을	열어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귀	법원이	현

재	재판중인	이	사건은	이런	새로운	움직임의	장을	우리	사회의	법체계	내로	견인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	법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성애나	그	연장선상에서의	동성간의	혼인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있

으면서도	없는	척	하는	법적	의제에	터잡아	혼인제도를	구성해	왔다.	분명	생물학적	자·웅의	구분	외에	또	다른	생물

학적	성이	존재하며,	그조차도	후천적으로	바뀌어	달라진	성이	있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	지

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우리	법제는	여지껏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무시하고	그런	부재(不

在)인식의	법적의제를	통해	혼인과	가족의	문제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그러한	현상이	가상의	것이나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으

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현실로	드러나	있다.	법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의제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원은	물론이며	헌법재판소까지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

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범주	속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다.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부재	혹은	법의	무지(law's	ignorance)를	두고	‘금지’라고	하는	소

극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해석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하

고	있다.	기본권영역에서는	법의	부재란	곧	방임이거나	혹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통이나	관

                                                                  

61)	헌재	1997.	7.	16.	95헌가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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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기반한	혼인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법리적이지도	않다.	앞서	밝혔듯

이	동성애	혹은	동성간의	혼인문제는	전통이나	관습법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

주하고	법규율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의	다양화·다원화라는	현상은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법적	사실로서	현시대에	와서야	주어진	것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습으로	메꾸기도	어

려운	법의	공백부분일	따름이다.	

이제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1948년	제헌헌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의	회의장에서	“남녀동권”을	선언한	제안자	중의	한	사람인	장면	의원은	“남녀동등을	헌법에	

규정해놓고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라고	한탄한다.	원칙론에	따라	추상적인	남녀평등조항을	설치해	놓고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조문이	없음을	비판한	것이다.	제헌의회에서	장면	의원이	던진	이	소명은	이제	법원

을	향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헌법에서	도출해	놓고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이	법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장치는	헌법과	법률의	권위적	해석권한을	가지는	법원이기	때문이

다.	

<이	글은	토론의	목적을	위하여	편집된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니	혹시	인용하고자	할	경우	토론자에게	

먼저	알려	주셔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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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교수님의	훌륭한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헌법	

제36조	1항의	재해석	가능성에	대한	반대의견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파괴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헌법

개정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중탁	교수님의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큰	틀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잘못된	(헌법개정을	포함하는)입법전략과	정치문화입니

다.

1. 헌법 재해석의 가능성
    

 1) 헌법해석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

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혼인을	법적	개념의	범주로	포섭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

성가족이나	동성혼을	헌법해석을	통해	혼인	및	가족제도로	포섭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선행연

구가	있다.	헌법제정권자들이	동성결혼과	동성가족을	염두에	둔	입헌의지를	가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의	한

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다.1)	한국	법체계에서	동성혼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할	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헌법해석의	임무는	법률해석임무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법률적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제시한다.	그것은	쉽게	

제정되고	또	쉽게	폐지된다.	반대로	헌법적	정의는	미래에	대한	시각에서	설계된다.	일단	제정되면	헌법의	규정들은	

쉽게	폐지	·	개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어	헌법제정권자	

조차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인	현실에	봉착	한다.	법원은	헌법의	수호자이다.	그리고	헌법조문

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고려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

                                                                  

1)	 김병록,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법조』,	2009,	160면	

2)	 김병록,	위의	논문,	160-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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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체계에는	헌법	제36조	1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성혼’을	‘헌법개정’이	아닌	‘헌

법해석’으로	법적	혼인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른	헌법해석에	있어서

도	한계가	존재한다.	정의와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뒤에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동성혼이라는	새로운	결혼형태에	대한	포섭은	헌법	제10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고,	평등권의	

관점에서는	법률혼	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중	조세,	상속,	보험	등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혼관계,	동반자관계	등

에	유비적으로	적용하여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3)   

		또한	현행법체계	내에서	재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한계	내의	재해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논

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동성혼	허용	담론의	한계	자체를	비판한다.	동성혼을	기존의	법적	

혼인에	포섭시킬	것이	아니라	‘혼인’을	아예	‘탈법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4)	동성	간에도	‘혼인’이라는	법적	이름

을	쓸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에서	결국	허용의	주체는	이성애자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권력이	규정

한	틀에	따라야만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가와	법이	혼인이라는	‘정상성’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친밀한	관계에	개입하는	기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개인의	친밀성에	대한	법의	개입	방식에	대해	재고하

고,	이에	따라	법적인	혼인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른다.5)	이러한	급진적	주장은	시민사회	활

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법의	역사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	그리고	헌법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

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법의	재해석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은	통상적으로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로부터	혼인제도에	있어	동성의	배우자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도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

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성적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만	그러한	자유에는	제한이	따르고,	그	제한에는	근

친혼이나	중혼과	같이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경우뿐	아니라	헌법·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

처럼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정당화의	내재적	또는	전제적	제한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기초로	동성	간	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속에는	동성	간	

결합을	할	자유와	동성	간의	결합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지,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동

성	간	결합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받을	권리까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3)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8권	4호,	2007,	231-232면.

4)	 	오정진,	“동성혼으로	말해	온	것과	말해야	할	것”,	『가족법연구』제23권	1호,	2009,	190-192면.

5)	 	오정진,	위의	논문,	205-208면.

6)	 	서울서부지방법원,	위의	판례	참조.	 	 	



                                                                  

7)	 서울서부지방법원,	위의	판례	참조.

8)	 우병창,	“일본가족법에	있어서	친족제도의	법제사적	고찰”,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7),	725면	이하.

9)	 	정현수,	“가족법적	시각에서	본	형벌법규상	친조그이	범위	-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전북대	법학연구소	

(통권	제	42집,	2014),	29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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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신고혼주의에	의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리된	때에	비로소	부부	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혼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야만	혼인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법률혼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만으로	보고	동성	간의	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7)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여

부는	정의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것이	법이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뒤에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법의	역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큰	

비중이	있고,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그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	특히	그	확장	내지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사회에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

거나	개인의	권리의무에	커다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시	말해,	사법적극주의의	

차원에서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목적론적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법에	의해	설정된	해석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이를	넘어선다면	법률의	형성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2) 친족법해석

		동	법원은	혼인의	재해석은	신청인들의	관계를	‘혼인’으로	지칭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혼인	

및	가족제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혼인	및	가족제도는	가족·친족관계의	형

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회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	철학,	종교	등의	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동성혼의	혼인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재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고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동성	간의	결합이	법적	혼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혼인에	관한	법규를	재해석할	수	있는가	여부와	혼인의	

법적	개념에	동성동반자의	결합을	포섭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국한	되지	않는다.	법제사적으로	보아도	유교적	법

문화가	영향을	끼친	일본과	한국은	친족제도에	있어서	혼인과	이에	따른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의한	혈연관계를	중

시해	왔다.8)	또한	가족법적	시각에서	친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민사법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형벌법

규상	친족의	범위의	문제와도	관련된다.9)	법문화와	법의	역사적	측면을	무시하는	적극적	법해석은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82
화우공익재단

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배우자는	법률	상	부	또는	처를	뜻한다.	따라서	사실혼의	부부나	첩은	친족이	아니다.	민법은	친족	개념이	문제되는	

개별규정에서	배우자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바로	법률	상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10)	그러나	혈족을	직계혈족-방계혈족	또는	자연혈족-법정혈

족으로	나누고,	혈족으로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8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된다.	자연혈족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자연적인	혈연으로	연결되는	친족이

고,	법정혈족은	입양에	관한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인척은	배우자	이외에	혼인에	의하여	비로소	친족이	되는	사람

을	말한다.11)	동법원의	판단처럼	법적	혼인의	인정여부는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문제뿐만	아니라	친족법체계에	영향

을	끼치는	사안이다.

		친족관계나	가족관계는	친족·상속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내는	기본	틀이고,	그	이외의	법률관계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겨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역으로	판단할	때	후자의	법률효과의	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의	법률관계를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의	필요성에	따른	법률관

계의	창설은	입법의	영역에서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이고,	사법부의	법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

다.

		또한	1948년	헌법	이래로	현행헌법까지	헌정사의	차원에서	친족법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볼	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헌법적	혼인질서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13)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어	부계혈통주의가	완화	되었고,	금혼범위가	

합리적으로	축소되었다.	부의	독점적인	친생부인권을	부정하고	모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색채를	불식하고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였다.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도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민법

개정은	명백하게	양성평등의	인권의식과	자녀의	복리실현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4)

		따라서	혼인과	친족에	관한	현행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입법적	결단이	아니고서는	사법부의	재해석으로	동성혼의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법원의	당해	사건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0)		김주수·김상용,	『親族·相續法	-家族法-』,	법문사,	2013,	443면.

11)	 		윤진수	외,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49-51면.

12)		정동호,	“친족의	법적	효과”,	『법학논총』,	한양대	법학연구소	(2006),	267면.

13)	한숙희,	“친족법의	제	·	개정	경과와	과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0),	561면.	

14)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해설”,	『법조』,	법조협회	(2005),	1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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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의와 권력분립의 측면

				민주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이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낙태를	

옹호하고	다른	이는	반대한다.	대학의	소수자	우대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역차별

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테러용의자를	고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이에	반대한다.	선거에서는	이러한	

의견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한다.

		공적	영역과	공적인	삶에서	이러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면,	도덕적	신념

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출신배경	등	‘이성(理性)’과는	무관한	것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도덕과	신

념의	대립이	표출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헌

법과	헌정질서는	이러한	충돌	속에서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을	위해	이성에	기초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은	민주헌정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들로서	헌법과	헌정의	내용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정의’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신념은	오늘날의	정치에서	‘행복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적	사

고만큼	익숙하다.	자유에서	출발해	‘정의’를	이해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방임을	기초로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데	‘정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은	심각

한	이론적	모순과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자유는	‘정의’의	차원에서	개인의	삶에

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유를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본고는	해석한

다.	다시	말해,	“남자인	내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내	자유이니	이것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말하

는	것은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로	구성된	민주적	헌정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지상

주의적	정의론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소위	진보적	입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나	활동가

들이	동성혼을	지지할	때	활용하는	논변은	매우	‘자유지상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혼인·	가족제도를	기본	인권

의	제도화로서	이해하고,	기본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는	평등한	혼인과	민주적	

가족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를	

침해할	때,	각	개인은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방어권을	갖는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가족을	국가의	보호를	요하는	기본제도로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

관적	신념(신앙포함)과	도덕에	기초한	논쟁에서	정치적	‘힘의	지배’라는	차원이	권리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시민혁명	이후	인류가	이룬	‘입헌주의’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정의의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세력의	주

관적	신념과	도덕의	강제	즉,	‘힘의	지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법의	지배’로써의	‘헌정’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론적	·	실천적	기초가	바로	이러한	합법성에	있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된	정의의	원칙들로	형성된	민주적	헌정질서	상의	혼인과	가족의	권리를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한	남자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용인한다면	역설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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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는	것이다.			

		무엇이	인간에게	권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롤스는	분배적	정의가	미덕이

나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일단	게임의	규칙이	정해졌을	때	생기는	합법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단	정의의	원칙이	사회협력의	조건을	정하면,	사람들은	그	규칙에	따라	자기가	벌어

들인	이익을	가질	권리가	생긴다는	논변이다.15)	분배적	정의뿐만	아니라	‘동등한	자유의	원칙’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

가지이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개인의	자유의	차원에서	인식할	때	각	사람이	가능한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은	이	합의된	규칙의	틀	안에서	가능하다.	헌법상	평등권의	위배	여부에	대한	법철학적	판단은	이러한	정의론에	기초

한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정해졌을	때	생기는	합법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둔	것이라는	마이클	센델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6)	드워킨이	

지적한데로	롤스의	가설적	합의가	사회계약적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게임의	규칙이	개

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현재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그	법적	강제에	순

응해야	하는	의무의	합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장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드워킨도	자신의	정의론을	전개하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

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스스로	이를	긍정할	수	있는	논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

단한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자신의	삶을	객관적	견지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정의의	차원에서	경계하고	있다.17)	

		자유주의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단절전략’의	의의는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의	가치판단과	이에	대

한	논쟁에서	법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

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법질서는	롤스처럼	

‘단절전략’을	취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법질서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의	변경은	정치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논의의	기회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쟁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질서의	변화가	타당성을	갖는다.											

		이	논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헌법	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변경의	한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롤스	이론의	

실천적	의미는	그가	제시한	가설적	합의의	내용,	즉	동의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거

나	그의	이론적	전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삶	속에서	경합하는	다원적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헌

정의	법철학적	기초를	제시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

다.	다시	말해,	동성생활동반자도	이성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동등한	권리와	배우자	선택의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15)		John	Rawls,	(Revised	edition)	A	Theory	of	Justice	,	(Belknap,	1999),	sec.	48.

16)			마이클	센델/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225면.

17)	 	로널드	드워킨/	박경신	역,	『정의론,	법과	사회	정의의	토대를	찾아서』,	민음사,	2015,	403-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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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개인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각하결정은	이러한	‘정의’의	차원에서	합리화	될	수	있다.			

		다투고	있는	갈등이나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갖는	도덕적	미덕이나	내용적	진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칙에	의해	확보되는	합법성에	의해	그	한계	내에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는	중요한	

논변을	배제하고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자신의	개별적	이익과	가치가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법적	안정성

과	양립하여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8)			 

		만약	민주헌정의	법원리가	되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의	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규칙에	따름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

다.	현행	한국의	법체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질서가	아니다.	또한	사법부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민주적	정당성

이	확보된	규범질서로써의	헌정질서의	합의된	규칙을	판결로	변경할	수	없다.	동성결혼	문제를	놓고서	연방대법원

을	통해	사법부가	주정부에게	동성결혼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도록	결정한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이	가

능하고,	극단적	‘사법적극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2. 민주주의의 훼손과 위험한 정치투쟁

		헌법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보여준	소위	인권전문가의	오만한	태도는	경악스럽다고	하겠다.	“젠더도	모르냐?”	시민

의	무지를	꾸짖는	강원지역	토론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

했다.	

  1) 인권엘리트의 지배와 인권의 왜곡

		시민과	일상생활에서	격리된	인권담론의	문제들을	조효제는	탁월하게	분석했다.	그는	“서로	인권을	주장하는데	어

느	것이	진짜	인권인지	알	수	없다”는	교사의	질문과	폭력적으로	변한	취객을	상대하는	경찰관의	의문	등을	소개하

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인권담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독자적인	언어와	문법체계가	형

성되었고,	그러한	언어와	문법을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특수한	전문영역에	갇혀	버렸다”라는	분석을	

제시	했다.	19)

                                                                  

18)			정의론을	보편성	차원에서	구성하거나	맥락적	측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입장은	대체로	내용

의	보편성이나	진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본고가	주장하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이란	게임의	정해진	규칙이	갖는	합법성이라는	수

범자에게	발생하는	법준수의무의	보편성이다.	합법성의	합리적	보편성도	포함한다.	정의론의	두	가지	분류방식은	David	Miller,	"Two	

Ways	to	Think	about	Justice",	(Edited	by	Tom	Campbell	and	Alejandra	Mancilla)	Theories	of	Justice	(England	:	Ashgate,	2012),	3면	

이하	참조.			

19)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15(1판7쇄),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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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필자는	시민의	삶과	괴리된	특수하고	고차원적인	인권담론이	이	분야의	지식인들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

는	동시에,	서사적으로	등장하는	시민들의	의문을	미개하거나	무지한	것으로	취급하여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인권

에	관한	자기들만의	정치적-사회적	구조(인권을	소통하는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문법)를	형성하게	되었고	본다.	또한	

그는	인권을	당연한	정치철학적	목적으로	삼을	경우	‘권리’주장만이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담론이	강제적	규범력을	가진	법적	담론과	결부될	때	실효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

지만	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담론의	한계도	명확하다.	법은	만능해결사가	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교조

적	인권도	비판했다.20)	인권론자가	세상을	단순하게	권리와	의무,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인식하게	되면	사회적	부작

용은	심각해진다.		

		서울서부지법의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하게	공론장에서의	논의	

없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무지(?)를	틈타서	동성혼	합법화	추진의	장애가	되는	헌법	제36조	1항을	개정하

고자	하는	전략적	속내를	그러낸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을	강조하는	소위	인권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권

과	민주주의는	그	실현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취객을	상대하는	경찰관”이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폭력적	학생	앞에	서	있는	교사”가	진지하게	던지는	인권에	관한	서사적	질문들을	자신의	고매한	전

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대중의	넋두리로	취급하고,	‘계몽’이나	‘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에서는	인

권담론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인권담론의	왜곡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권과	불

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의민주주의	이론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성적	토론을	결부시킨다.	이러한	이론적	

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적	이성이나	공적	타당성에	관심을	기울여	‘투표중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토론

중심’의	이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한다.21)	인권을	위해서	인권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전략이	용인

되어서는	아니	된다.	GM이나	Gender	Equality를	모르는	(인권전문가가	경멸의	의미로)	무식하다고	모욕당한	그	시

민이	바로	특정	정치세력들이	그토록	찬탄했던	촛불혁명의	바로	그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혁명의 ‘정위당’인가?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한국에	소개한	윤수종	교수의	펠릭스	가타리	연구서에서	인용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0)		조효제,	위의	책,	24-27면.

21)		장동진,	『심의	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박영사,	2012,	9면.



                                                                  

22)			윤수종,	『욕망과	혁명	:	펠릭스	카타리의	혁명사상과	실천	활동』,	서강대출판부,	2009,	107-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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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II

아직도 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념에 입각하여 대중을 지도하고 대중의 힘을 집중하여 (그 형태는 봉기이다) (국

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할 때, 여전히 그러한 혁명이 필요한가? 자본주의의 폐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

연 어떤 혁명의 상을 가지고 있을까? 소련이나 동구의 붕괴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러한 혁명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

금까지는 혁명을 권력 장악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파악해 왔다. (중략) 서구에서는 68혁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

와는 다른 다양한 실천과 사유를 수행해 왔다. 특히 ‘마키아벨리-스피노자-마르크스-니체-들뢰즈’라는 소수적 또는 유

물론적 사유 흐름 위에서, 전위당 모델을 비판하고 분자적운동(노동 거부에 기초한 자기 가치증식 운동, 여성 운동, 소

수자운동 등 ‘아우토노미아[자율]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방향에 주목해 왔다. 다수적인 사유를 대표하는 주

체철학(데카르트)에 근거한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인간을, 구체적으로는 백인-남성-어른-이성애자-토박이-건강인-이

라는 표상을 준거로 하여 사회를 위계화해 나갔다. 소수적이고 유물론적인 흐름에 서 있던 푸코, 들뢰즈, 가타리, 네그

리 등은 근대적인 표준적 인간상을 파괴하고, 그 인간상으로부터 주변적이고 소수자적인 위치로 밀려난 개인들 및 집

단들(유색인-여성-어린이-동성애자-환자-이민자-)을 복권시키려고 하였다. (중략)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노동력

을 착취하고 생산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는 동시에 피착취자들의 욕망경제 속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타리는 혁명투쟁을 계급대립이라는 세력관계 수준에 한정하지 말고, 자본주의에 오염된 욕망경제의 모든 수

준(개인, 부부, 가족, 학교, 활동가집단, 광기, 감옥, 동성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략) 욕망분석의 방법으로

서 가타리는 분열분석을 제기한다. 분열분석은 욕망하는 생산의 ’모든 전선‘에서의 정치투쟁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단

일한 영역에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 전선‘에서 다른 전선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여 가는 것(횡단성, 유목주의)을 지향

한다.22)   

		레닌의	‘전위당’의	지도에	따른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혁명	(네그리의	아우또노미아나	가타리의	분절혁명	

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혁명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전위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은	이론보다	전략적	실천이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이론과	실천

을	일치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	전위당을	대안적	혁명정신으로	해체하기로	했으면	해체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시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들의	혁명에	반대한다고	적으로	규정하지도	말고	추종자들에게	베푸는	강의처럼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GM은	‘전략’이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기만하지	말고	사

실	그대로	설득하길	바라는	것이다.	크리스쳔도	시민이다.

		공론의	장에서	상세하게	토론하고,	민주시민의	공화적	정치의사로서	이것이	헌법의	개정을	이끈다면	민주시민으로

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공화적	법치이고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만약	이런	절차와	공론의	장

을	무시한	전략이	횡횡한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세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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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																											’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non-recognition	
of 	same-sex	unions

류민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동성결혼, 비결혼대안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동성파트너십, 

   사기업의 동성배우자 혜택, 사전예방적 법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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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III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I. 머리말

풍부한	자료의	인용을	통하여	발제해주신	발제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토론문에서는	논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논의를	소개하려	한다.

현재	이미	22개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되었다.	이는	한국과	주로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이다.	한국은	전세계	특

히	OECD	국가에서	슬로베니아,	터키와	더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어떠한	동성커플의	승인	

제도가	없는	세	국가	중	하나이다.	

아시아에서는	2017년	대만	사법원의	헌법해석을	통한	동성혼	입법	의무	부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일본에

서는	도쿄	시부야,	세타카야	구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파트너십등록제도를	시작했다.	정부와	별개로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동성배우자	혜택을	포함한	내부	정책을	채택한	기업들도	아시아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본	경제	신문에서는	어느	기업이	동성배우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렇

게	어떠한	방식으로	평등에	더	가까이갈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아시아	이웃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

우자와의	이별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의	시간을	나

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필요한	슬픔과	고

통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이	유예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다.1)

최근	이	권리에	대한	한국에서의	대화가	‘헌법’	논점으로	과잉대표	되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인용과	기각의	2가

지	결론	밖에	없으며,	당연하게도	법률적	쟁점이	부각되는	소송이라는	수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점은	‘문제의’	소

송의	주수행변호사로서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적	방법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조금	이

상한	점이	있다.	본문에서	하술하겠지만	동성혼	도입	22개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아일랜드	제외)에서	동성혼은	개

헌사항이	아니었다.	한국	헌법의	연혁이나	취지를	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성혼은	(입법해도)	위헌’

설이	가지는	함의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방향성을	저해한다는	데	있다.

                                                                  

1)		혼인상황과	결부되는	권리,	혜택	및	의무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고나찰된다.	미국	연방법	상으로는	1,089개의	권리	및	혜택이	있다는	

것이	미국	대	Windsor소송을	통하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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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은	한국에도	2001년(네덜란드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논의가	있었다)에도	있었고,	10

년	전인	2007년에도	있었다.	그러던	사이	2017년	대만이	'아시아의	첫번째	First	in	Asia’	슬로건을	이룩해내었다.	중

국과	체제	경쟁을	하는	대만이	자유와	평등의	의제에	뒤쳐질	수는	있겠는가	하는	애국심과	자긍심의	관점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는	당파적인	정치적	문제나	이념적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한국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이제	이	부정의와	차별에	더	이상	눈	감지	않아야	한다.	한국에서	혼인평등의	논의는	사법부에서	두	번의	거절,	입법

부의	무응답,	행정부의	무대책	하에,	철저하게	법	바깥에	놓여있다.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2017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도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불안한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성소수자	시민의	실존의	문제이다.	그동안	사법부에서의	소송,	입법부에서의	대화,	사회적	공

론화,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이해하고	바로잡을	기회

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의	논의는	한국이	사법부,	입법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경로로	이	부정의를	

시정할	것인지를	초점을	두는	실용적인	방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토론문에서는	동성혼	뿐만	아니라	비결

혼대안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동성파트너십,	사기업의	동성배우자	혜택,	사전예방적	법학의	예도	소개하려	한다.	이

것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겪어왔던	경험이며	지금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대화를	통하여	나누어	보고	싶은	주제들은	크게	아래와	같다.

	 -		다른	국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	권리를	인정하였는가?	특히	최근	아시아	국가는	어떠한가?

	 -			국가	차원에서	동성혼을	도입해야	하는	정당화(rationale)에는	규범적	정당성(반차별과	평등)	말고도	무엇이	있

는가?

	 -		한국의	현재	법률적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가?	진전의	방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이	권리의	인정이	지연되는	동안,	법률가들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91
토론문

토론 III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II. 동성혼 제도화의 동향

 1. 동성혼의 세계적 동향

2017년	10월	현재	22개	국가에서		지역이	동성	결혼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동성혼이	아니

더라도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승인을	하는	곳은	12개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성	동반자제도(domestic	partnership)이	가능한	곳은	생각보다	많다.	일단	대만의	예를	들어

보겠다.	

 

입법부	안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타이페이,	카오슝	시	등	대만의	5

개	대도시는	2015년	6월부터	동성커플에게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

문서를	발급하였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다양한	법

적	분쟁에서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는	레퍼런스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이	문서의	휴대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2016년12월	26일부터	타

이페이시에서는	원하는	이들에게	위와	같이	휴대가능한	카드도	발급하

기로	했다.	앞으로	병원	등지에서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11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를	합하면	대만	인구의	82%

가	된다.	사실상	인구의	대다수가	동성파트너십권리에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의료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는	수술동의	등을	할	수	있는	‘관계자’라는	문언이	있다.	이	‘관계자’의	범

위에	대하여	동성	파트너를	포함한다는	타이중시	위생국의	유권해석이	있었고,이	해석은	확산되어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동성파트너를	포함하게	되었다.

타이페이시의 '동성반려증'

5개 도시 등록 동성커플 통계 2016년 4월까지. (출처: Ch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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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본이다.	커뮤니티에서	존재하던	계약	형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동성파트너십	제도

이다.	현재	도쿄(東京)도의시부야(澁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미에(三重)현의	이가(伊賀)시,	효고(兵庫)현의	다카

라즈카(寶塚)시,	오키나하의	나하(那覇)시에서	가능하며,	정령시	중에서는	최초로	삿포로	시에서	가능해졌.	이	조례	

혹은	구청장의	행정명령은	구내	사업자들이	동성	커플	역시	사실혼이성	커플과	마찬가지의	관계로	대우하도록	정한	

것이다.	주거	임대	계약이나	병원	면회	시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관계는	

많은	국가에도	존재하는	일종의	가정동반자(domesticpartnership)	제도로서	법률상	결혼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일정한	권리와	혜택이	보장된다.

 

한편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좋은	선진	행정’으로	공유되는	경향도	보인다.	

나하 시장에게 인증서를 받은 동성 커플(핑크닷오키나와 중)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원고가 수록된 단행본‘LGBT차별금지 법제도는 무엇인가?’



93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토론문

토론 III 

기업들의 수용

2017년판	일본	CRS	조사에서	LGBT	정책	있는	곳이	207개로	늘었다.2)	이는	2014년	114개,	2015년	146개,	2016년	173

개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중에서는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복리후생	제도도	많다.	

 

‘러쉬	재팬’은	정사원이동성을	‘파트너’로	신청하면	‘배우자’로	간주해	축의금을	지급하고	5일간의	경사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	휴가	및	파트너	부모의	개호	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뱅크는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	

성소수자	사원들에게는	휴가비와	경조금	지급	등	여러	부분에서	이성애자	부부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신회사인	NTT	도코모는	2016년	4월부터	동성	파트너에게	배우자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KDDI	

역시	제도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회사는	시부야	구	등지에서가족	할인	등	서비스	적용	범위를	동

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	외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회사로는	소니,	파나소닉,	후지쓰,	라쿠텐	등이	있다.

2. 동성혼의 도입 경로

총  론

최종적	도입은	입법	혹은	사법적	방법,	드물게	레퍼런덤(아일랜드)의	수단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의	모든	사회적	논의가	서로	길항작용을	하였다.	대만의	사법원	결정도	민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부에서	논의가	진행

되고,	법무부에서는	동성반려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표한	시점	이후에	나온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동성혼	

소송이	패소를	했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입법적	논의를	가속화했다.

 구체적인 예 – 네덜란드 (입법적 방법)

네덜란드는	1979년	이후부터	동거커플에서	결혼커플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임대차,	사회보장,	

소득세,	이민,	연금	등의	개별법에는	동성동거와	이성동거를	구분하지	않았다.	양육에	관해서는	1970년대부터	동성

애나	비혼커플이	위탁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동성애	성적	지향을	가진	것이	더	이상	이혼	이후	접견권을	박탈당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네덜란드의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1990년대	초	결혼에	대한	욕구가	없어

서	("낡은	제도"	"기존	질서")	운동단체에서	큰	관심을	표하지	않을	정도였다.3)

                                                                  

2)				http://csrblog.toyokeizai.net/csr/2016/12/2017lgbt207-5a65.html

3)			Christy	M.	Glass,	Nancy	Kubasek,	and	Elizabeth	Kiester,	Toward	a	European	Model	of	Same-Sex	Marriage	Rights:	A	Viable	Pathway	

for	the	U.S.,	29	Berkeley	J.	Int'l	Law.	132	(2011),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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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방식의	접근으로는	1980년대	공동	양육,	입양,	파트너	이민,	유족급여,	세금	혜택	등	개별	권리와	혜택들을	주

장한	많은	사건들과,	결혼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형태의	1990년	두	개(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의	사건이	존재하였

다.	이	사건	중	레즈비언	커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기각하며	방론으로	입법부에	동성커플의	배제에	대하여	정당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4)	이	의견	이후	네덜란드	의회	내에	입법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1992년	덴마크	모델

을	따르는	형태의	입법에	대한	권고	의견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1994년	의회에	첫	동반자등록법	안이	상정되고	그	

후	많은	수정	후	1997년에	통과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동반자등록법은	거의	결혼과	흡사한	모델이었지만	

양육,	외국인,	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차츰	이	괴리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메꾸어지고	나중에는	이름을	제외하면	동반자	등록과	결혼은	거의	차이가	없었

다.	한편	동반자	등록은	이성애자	커플에게도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통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반감’과	‘결

혼보다	덜	구속적인	동반자관계에	대한	매력’,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분명	동성

애자들에게	동반자	등록과	동성결혼은	차이가	있었고	완전한	평등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멈추지	않

고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하여	세계	최초의	동성결혼	인정	국가가	되었다.

 구체적인 예 – 미국 매사추세츠 주 (사법적 방법)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성소수자	법률운동단체	GLAD(Gay	&	Lesbian	Advocates	&	Defenders)

의	상근	변호사	Mary	Bonauto는	10년	이상의	준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한다.	5)

“Goodridge	판결을	마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해	진보적인	판사들이	던진	판결로	보는	것

은	캐리커쳐에	불과하고,	우리는	10년	이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송적	입법적	대응을	하였다.	우리에게	Goodridge	

소	제기는	논리적이고	당연한	다음	단계였다.	

동성결혼소송으로	오기까지	법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수십	년간	어떤	흐름이	있었다.

성적지향과	관련된	법제화의	흐름으로는,	1976년부터	일부	지역(군,	시)	조례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등장하

기	시작했다.	17년간의	고려	끝에	1989년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1992년	주지사가	동성애	청소년	위

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율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학생들의	입법운동이	있었다.	결국	1993년	학교에	적용가능한	차

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었다.	1996년	혐오범죄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었다.

                                                                  

4)	Hoge	Raad	der	Nederlanden,	19	oktober	1990

	 http://www.vrouwenrecht.nl/1990/10/19/instantie-hoge-raad-der-nederlanden-19-oktober-1990/

5)		이하는	Mary	Bonauto,	Goodridge	in	Context,	Harv.	CR-CLL	Rev.,	2005	와	Yvonne	Abraham,	10	years'	work	led	to	historic	win	in	

court,	11/23/2003,	Boston	Globe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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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적인	동향으로는,	1987년	세	아이가	게이커플의	아동위탁보호(foster	care)를	받고	있다는	언론	기사	이후,	주	

정부가	행정규칙으로	동성애	커플을	foster	care에서	제외시켰는데	이에	대한	소	제기	이후	1990년	소	외	합의로	결

국	그러한	규칙이	삭제되었다.	1993년	공동	입양(레즈비언	커플	중	한	사람의	전	결혼에서의	자녀를	입양)	사건에서

도	법률문구	‘person’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	레즈비언	커플이라	해서	배제되지	않는	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1999년	주	대법원은	동성커플의	해소	이후	한	쪽의	접견권에	대해	사실상의	부모(de	facto	parent)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그	외	비결혼	이성커플에	대한	판례들도	속속	등장하였고,	회사마다	커플에	대한	혜택을	확장하는	등의	흐름

이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	Baehr	사건	이후	1999년부터	반-동성애자	법들이	발의되기	시작하였고,	공-사기업에서	제

공하는	결혼	바깥의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하와이	주와	버몬트	주의	승리에	발판을	삼았고,	매사추세츠	주	헌법에서	기본권의	광범위한	보장과	가족법

에서의	최근	경향	등이	다른	주보다	유리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2000년	8월,	20여명의	커뮤니티	리더들을	모

아놓고	이제	GLAD에서	소송할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회를	열었다.	그들의	찬성	이후	소	제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1년	4월,	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원자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줄이는	과정을	거쳤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

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지역적	다양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7커플을	선정했다.		

우리는	시민적	결합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도	고려했었으나,	반대자는	그	양쪽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	생각은	기각하고	동성결혼	소송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는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사건의	평등권	심사	기준이	

엄격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합리성	심사에	맞춰서	서면을	작성했다.	우리는	합리성	심사에서	이길	자

신이	없었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 – 2017년 대만 (사법적 방법)

2017년	5월	24일	현지	시간	4시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

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

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고인	원로	동성애자	활동가	치자웨이의	수십년에	걸친	투쟁에	힘입은	것이었다.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은	2015년	타이페이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를	축하하는	동영상을	통해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0월	프랑스인	자크	피쿠	교수는	동성	연인의	투병과	사망	중	어떠한	의료결정권을	행

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민진당	유메이뉘	의원을	비롯한	38명

의	여야	의원은	11월	동성혼을	가능케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원에서	1독회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입법부

에서는	어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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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대만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의	결혼	규정들이	동성혼을	허용하는지,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셋째	이것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에	위

반되는지,	넷째,	만약	비혼인의	다른	제도(동성반려자제도	등)를	입법창설하는	것이	헌법	제7조	평등권이나	제22조	

혼인자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4가지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대만	사법원은	해당	민법	조항이	헌법	제7조와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

대만 결정 주요 내용

1.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혼인규정이 동성커플을 달리 보는 것은, 공동생활의 목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적이며 영구적 결합관

계를 형성한 범위내에서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혼인자유 및 제7조가 보장하는 평등 취지에 위배된다.

2.   유관기관은 본 해석 공표일부터 2년 내에, 본해석 취지에 따라 관련법률을 수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어떤 형식으로 혼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의 범위내에 있다.

3.   기간 내에 관련법률의 수정 또는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동성커플은 영구적결합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위 혼인 규정

에 따라 2인 이상이 서명한 서면으로 호적기관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이  유

7.  성적지향은 바꾸기 어려운 개인의 특성으로, 그 원인은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요소, 생활경험 및 사회환경을 포함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미국보건기구와 국내외 중요의학조직은 모두 동성애는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동성애자는 과거 사회전통과 관습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저 장기간 어두운 벽장속에 갇혀 각종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혐오와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동성애자는 그 수가 적어 사회에서 고립된 소수이고, 낙인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 약자

이기에, 일반 민주질서에 따라 법률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심사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따라야 하며, 중요한 공익적 목적 외에 수단과 목적의 상관관계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헌법 제7조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8.   혼인규정은 이성간 결혼이 생식능력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혼인 후 생식능력의 상실 혹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 보지도 않으며,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도 보지 않고, 후손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혼인을 할 수 없

거나 결격사유도 아니다. 동성간에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성커플이 객관적으로 생식능력이 없거나 주관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후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동성간 결혼을 차별하는데 있어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

9.   만일 동성커플이 혼인 규정의 실질 및 형식적 요건 규정에 따라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고, 또 혼인관계 존속 중 및 종결 후 

쌍방의 권리의무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현행 이성혼 제도 구조의 기본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본윤리질서 수호

를 이유로 동성커플의 결혼을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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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기관은 본 해석 2년 내에 본해석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 어떤 형식 (가령 혼인 규정 수정, 

민법친족편 별도 규정, 특별법 또는 기타 형식 제정)으로 동성커플이 공동생활목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구적 결합관

계를 형성하여 혼인자유, 평등을 보장 받을지는 입법 형성 범위내이다.

11.   기간 내에 법률의 수정 또는 제정을 못한 경우 동성커플은 공동생활목적으로 친밀하고 배타적인 영구적 결합관계를 형성

하기 위해, 혼인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이 서명한 서류를 지참하여 호적기관에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두 사

람간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형성되고 배우자간의 권리의무도 부담한다.

12.  현행 혼인 규정의 이성혼인제도의 당사자신분 및 관련 권리의무관계는 본 해석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3. 이 과정에서 동성에 한한 결합제도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는가?

일단	프랑스의	PACS나	일부	국가의	Civil	Union으로	대변되는	성중립적인	등록동거법과	독일의	(동성에	한한)	생활

동반자법은	매우	다르다는	점은	밝혀두고	싶다.

일단,	성중립적인	등록동거(Registerd	Partnership)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비혼	동거	중인	동성/이성	커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결혼을	자발적으로	기피하거나	비자발적으로	결

혼에	접근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최근	혼인법의	성평등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오랫동안	성차

별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왔고	그	제도에	부속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역사성과	무거움은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

기도	한다.	결혼의	성립과	해소에	드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감정적	소모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청년,	중년,	

장년의	개인들에게도	결혼을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로	만든다.	이는	이혼과	사별을	통해	이미	결혼을	경험한	개인

들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강화되는	만혼의	경향도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국가가	두	사람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파트너십	제도	등의	등록동거제도는	개인들이	자유로운	연애	단

계를	종료하고	배타적	성적관계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다음	단계로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

(incentive)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6)	이	시기는	그	자체로서도	독립적인	시기의	의미가	있지만,	한편	결혼의	전	단

                                                                  

6)	 John	Kelly,	BBC,	Why	would	a	straight	couple	want	a	civil	partnership?

	 http://www.bbc.co.uk/news/magazine-116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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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자	시험기(trial	period)로도	기능하다.	대부분의	등록동거	제도에는	자녀	양육을	예정한	권리와	혜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중에	임신과	출산이	있다면	자녀양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결혼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향도	서

구에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고	노령기에는	이혼·사별	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많은	1인	가구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등록동거법은	이	중에서	장기돌봄관계	속에	있는	노령의	동거인들에게도	서로의	관계를	계약으로	확

정하고	그것을	국가가	승인하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안전망을	제공하여	그들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이상	다양한	측면에서	급박하게	면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가족	변동에	대응하여	이러한	법제는	인구학·가족학의	최

근	주요	관심사이며,	결혼	제도와는	다른	욕구를	가진	층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법	상의	새로운	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등록동거법과는	다르다.	2001년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주변	지역의	

동성혼	도입에	자극을	받은	독일에서	일단	빠른	구제를	위해	동성에	한한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선택한다.	이	법제로	

인하여	동성커플의	가시화	등	동성혼으로	가는	경로가	생겼다.	그리고	십수년간의	헌법심사를	통하여	(이름만	뺀	혼

인이라고	할	정도로)	혼인에	가까울	정도로	개별	권리	혜택을	고양시키는	형태로	차별의	정도를	상쇄해나간다.	사실

상의	입법	목적은	동성커플에게	혼인의	대체재로	제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록동거법은	혼

인과	‘구별되고’	권리혜택이	‘차이나는’	것이	애초의	제도의	설계	목적이다.	그래서	이	두	법제도의	경로와	발전은	매

우	다르다.

동성커플에	대한	권리	배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식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독일	법률가들이	외국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다.	2014년	수잔느	베어	독일	연방대법관은	대만	방문	중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		“분리되지

만	평등(separate	but	equal)”의	제도의	함의가	주는	2등시민의	낙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필자는	베어	재판

관은	2014년	10월	서울에서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주선하면서	독일의	논의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2017년	대만	소송의	공개변론에서도	참고인으로	독일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가	‘독일식	생활동반자법’을	통한	

구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독일이고	그것도	2001년의	맥락	아닌

가?’라는	반문을	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혼인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만이	위헌적	상태의	제거임을	결정문을	통해	분

명하게	밝혔다.

유권자들의	2/3	이상이	지지한	지	오래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부	중부	유럽에서	유독	독일의	동성혼	도입이	늦은	

것에는	이	‘분리되었지만	동등한’을	꾀한	생활동반자법으로	인한	고착	상태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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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권 위원회

동성결합과	관련된	자유권위원회	결정례로는	2003년	Young	v.	Australia	사건7)과	2007년	X	v.	Colombia	사건8)이	있

다.9)	이	두	사건에서는	각각	2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동성커플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써	연금지급을	거부한	것이	쟁

점이	되었다.10)	각각의	사건에서	호주와	콜롬비아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에게도	결혼	관계의	커플과	동일하게	연금

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호주는	명문으로써,	콜롬비아는	법원의	해석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이성애	커플만으로	한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자유권규약	제26조에서	보장

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자유권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였다.	자유권위원회	결정문에서,	비

혼	커플과	결혼한	커플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결혼에	대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나,	비혼	커플	가운데	

이성커플과	동성커플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정은	동성이	포함될	수	있는	동거관계(cohabition)가	인정된	국가에서	동성커플과	이성커플에	

대한	직접차별로	접근한	사건이다.	동성커플이	접근할	수	있는	결합관계가	전혀	없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배제가	이

성커플,	동성커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1990년	Danning	v.	the	Nethelands	사건11)의	논리를	보자.	네덜란드의	남성	Danning씨는	어떤	여성과	신

고	안한	사실혼(common-law	marriage)	관계였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신체에	영구적	손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장

애관련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	결혼한	커플과	달리	자신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급여가	존재하였다.	청구인

은	지유권규약	26조(2조와	함께)	차별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각하며	'네덜란드법이	결혼한	커플과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동거

하고	있는	(이성)커플에게는	결혼관계에	진입하여	관련된	혜택과	의무,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존재한다‘고	판

                                                                  

7)	 Young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941/2000,	U.N.	Doc.	CCPR/C/78/D/941/2000	(2003).	

8)	 X	v.	Colombia,	Communication	no.	1361/2005,	U.N.	Doc.	CCPR/C/89/D/1361/2005	(2007).

9)	 	이	문단은,	김지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법조	제61권	제11호	통권	제674호	(2012년	11월),	

pp.181-222를	참조하였다.	

10)	 	호주	사건의	청구인은	사망한	파트너와	38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였고	파트너의	사망	전	수	년	동안	간호를	하였다.	콜롬비아	사건의	청

구인은	파트너와	22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였고	7년의	동거기간이	있었다.		

11)	 	L.	G.	Danning	v.	The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180/1984,	U.N.	Doc.	CCPR/C/OP/2	at	20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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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12)	이	논리를	바꾸어	생각하면	다른	친밀관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동성커플에게는	결혼관계에	진

입할	선택이	없고	그래서	다른	비결혼커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동성결혼을	주장한	사건은	현재까지	2002년	Joslin	v.	New	Zealand	사건13)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레즈비언	커플	2쌍이	뉴질랜드	국내법원에	바로	동성결혼을	주장한	사례이다.	뉴질랜드	결혼법에는	

‘between	men	and	women’이라는	문언이	있었는데,	뉴질랜드	대법원은	위	커플에	대한	신고	거부를	차별로	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23조의	결혼에	관한	권리14)는	다른	조항

('모든	사람')과	달리	'men	and	women'이라는	표현을	쓰는	취지를	볼	때,	위	진정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권리	침해와	

차별금지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유권위원	Rajsoomer	Lallah와	Martin	Scheinin은	다수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의견으로,	‘23조의	해석에	대한	

결론에는	동의한다.	23조의	'men	and	women'	표현은,	이성	간의	결혼	인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그

렇다고	해서	이	조항이	동성	간의	결혼이나	다른	비슷한	결합관계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이	26조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하자면,	이번	견해가	결혼커플과	법에	

의해	결혼이	배제된	동성커플에	대한	다른	대우가	언제나	차별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

로	위원회의	법리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을	지지한다(Toonen	사건과	Danning	사건

을	인용하며).	결혼한	커플과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	대한	차등대우의	정당화는	결혼에	대한	선택이	커플에게	있기	때

문이다.	동성커플에게	결혼	혹은	결합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동성커플에게는	그러한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동성커플에	대한	어떤	권리나	혜택의	배제는	차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12)	 		이	부분은	나중에	1994년	평등대우법	입법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사보험을	제외하고	결혼커플과	동거커플(cohabitation)과의	

차이가	없어져서	입법적으로	해결된다.

13)	 	Ms.	Juliet	Joslin	et	al.	v.	New	Zealand,	Communication	No.	902/1999,	U.N.	Doc.	A/57/40	at	214	(2002)

1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3

	 1.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2.	The	right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shall	be	recognized.

	 3.	No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without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4.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necessary	protection	

of	any	children.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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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아직	가입국의	상이한	법제도	발전)	그를	촉진하는	형태의	결정이	나오고	있다.

  

나. 유럽인권재판소

이러한	경향은	유럽인권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2014년	HAMALAINEN	v.	FINLAND	결정15)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혼은	인권이	아니라고	했다’는	피켓을	한국의	반대시위에서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위	판

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	사건은	핀란드의	한	Male-to-Female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기존	결혼을	유지하면서	성별변경을	하려고	하였

으나,	동성결혼	제도가	입법되어	있지	않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권리혜택을	제공하는	동성간	파트너십법이	존재한	

핀란드에서는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여성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자신의	결혼할	권리

의	측면에서	비트랜스젠더인	사람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진정한	사건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Schalk	and	Kopf	v.	Austria	판례16)를	상기시키며	‘어느	협약국들은	결혼제도를	동성	

간에도	확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	제12조가	협약국에게	동성결혼을	입법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17)	(한편	핀란드는	동성결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2014년	민법을	개정하고	이	법

을	2017년부터	시행하였다.)

                                                                  

15)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HAMALAINEN	v.	FINLAND　(Application	no.	37359/09)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45768

16)	 			Schalk	사건은		오스트리아에서	혼인은	이성	간에만	가능한다는	이유로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거부된	사건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통

해	동성간	혼인	불허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반차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기각	당하였다.	법원은	유럽

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동성커플의	관계가	‘사생활’,	‘가족생활’	관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간	법원은	성적	지향에	기한	상이한	

취급은	그	정당화를	위하여는	특히	중대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거듭	천명하여	왔으나,	동성	혼인에	대한	승인	의무가	제8조과	관련한	제

14조에서	유래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승인화가	유럽의	컨센서스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다수가	그렇지는	

못하므로	더	일찍이	배우자	등록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며	4대3으로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17)	 			그	중	“우리	법원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승인에의	유럽적인	컨센서스가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

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원국의	다수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승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아직은	각	회원국이	입법적	변화에	대한	소개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아직	확립된	컨센서스가	없는	진

화	중인	권리로	보아야	한다.	(..)	2010년	시행될	오스트리아	등록파트너십법은	이러한	진화를	반영하고	부상하는	유럽적인	컨센서스의	

일부이다.”

	 	“The	Court	cannot	but	note	that	there	is	an	emerging	European	consensus	towar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couples.	

Moreover,	this	tendency	has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Nevertheless,	there	is	not	yet	a	majority	of	States	providing	

for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couples.	The	area	in	question	must	therefore	still	be	regarded	as	one	of	evolving	rights	with	no	

established	consensus,	where	States	must	also	enjoy	a	margin	of 	appreciation	in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changes	(..)	The	Austrian	Registered	Partnership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10,	reflects	the	evolution	described	

above	and	is	thus	part	of	the	emerging	European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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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각기	다른	속도로	법제도	발달을	보이고	있는	4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인권재판소

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미	정치의	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에	주시하고	그	안에서의	해결에	맡

긴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이는	동성결혼에의	흐름에	제동을	건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이	경향을	가속시켰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11월	7일	Valliantos	and	others	v.	Greece	사건18)에

서	이성커플만	등록가능하도록	한	그리스의	시민연대(civil	union)법이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

하였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성커플의	권리와	관련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가	주로	발전이	더딘	오스트리아19),	이탈리아20),	그리스21)	사건에

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에 관한 헌법상 쟁점

 1.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의 평등’ 문언이 동성 간의 결혼 혹은 결합을 배제하는지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와 연혁 – 혼인의 자유와 평등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동성혼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문리해석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주어

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되는	가치인	‘존엄’과	‘평등’을	공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므로	문리해석상	동성	간을	배

제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처럼	해석하게	되면	부자,	모녀와	같이	동성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한	성립할	여

지가	없게	되는	기이한	결론을	낳는다.	이	조항은	혼인의	성립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반하는	매매혼,	약탈혼,	지

참금	제도	등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여야만	이	문장이	경험칙에	반하게	해석되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있

다.		

비슷한	취지에서	헌법제정자는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은	혼인의	개념에	대

한	헌법해석의	문제라는	견해22)가	있다.

                                                                  

18)	 ECHR,	Valliantos	and	others	v.	Greece,	(nos.	29381/09	and	32684/09)	

19)	 	Schalk	and	Kopf	v.	Austria	사건

20)	 	ECHR,	(Case	of	Oliari	and	Others	v.	Italy,	Applications	Nos.	18766/11	&36030/11	(July	21,	2015)

21)	 Valliantos	and	others	v.	Greece	사건	

22)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한국공법학회,	(2009년	2월),	187



103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토론문

토론 III 

따라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언의	존재	때문에	우리	헌법상	동성혼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헌법상	혼인	

조항의	연혁과	‘양성의	평등’	문언이	포함된	맥락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헌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예는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어떠한	고전	헌법

에도	‘혼인’과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이는	1849년	독일	헌법,	1850년	프러시아	헌법에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혼

인권이	포함되는	경우는	국가로부터의	개인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

르공화국	헌법	제119조23)에	처음에	혼인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고,	이를	계수한	현재	독일	기본법	제6조24)에서	혼인

                                                                  

23)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19조	제1항	혼인은	가족	생활,	재생산,	국가의	보존의	기반으로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항	가족의	순수성,	회복력,	사회적	진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많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응당하는	사

회복지를	주장할	수	있다.

	 제3항	모성은	국가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24)	 		독일	기본법	제6조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인	동시에	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의무이다.	그들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공동체는	

감시한다.

	 ③		교육권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

여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④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을	통하여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이	마련되

어야	한다.

헌법규정

건국헌법(1948)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차 개헌(1952) 위와 같음

제2차 개헌(1954) 위와 같음

제3차 개헌(1960) 위와 같음

제4차 개헌(1960) 위와 같음

제5차 개헌(1962)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차 개헌(1969) 위와 같음

제7차 개헌(1972) 위와 같음

제8차 개헌(1980) 제34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9차 개헌(1987)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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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건국헌법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제6조도	예외가	아니

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

고,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

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이었고,	이를	계수한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혼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함께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고 인

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

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참조

한편	한국의	가족법은	중국	종법질서와	구미의	가족법을	수계하며	많은	전근대적인	잔재를	품으면서	불완전하게	제

정되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성의	평등’은	이러한	전근대적인	남존여비사상과	가부장적	사고를	부정

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후문이	혼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다.25)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

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

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

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등

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25)	 		한수웅,	헌법학	제3판,	(2013년	2월),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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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III 

따라서	한국	헌법과	법률의	일부	조항에서	잔재로	남아있는	‘양성의	평등’이라는	표현은	요즘의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원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보다	더	오래된	표현이	‘남녀동권’일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던	단어가	아니며	1980년	1월	17일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한다.26) 

‘양성의	(본질적)	평등’은	1980년	제8차	개헌과정에서	여성	운동	진영에서	주장한	개헌안	중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

작한다(“여성단체들도	개헌시안	마련/국회,	법제처에	건의문	전달/남녀평등	조문	구체화/9조2항	여성은	가정	직장

서	차별받지	않는다/31조	혼인규정,	친권	재산권	상속...양성평등입각”).	27)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일본	1946년	헌법에서부터	유래한다.	일본	헌법	제24조는	제1항에서“혼인은	양성의	합의만

을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제2항에서는“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	제1항은	일본	근세의	

가족에	의한	강제혼	습속에	대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특히	보장한	것이었고,	제2항은	혼인과	가족	안에서의	성평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둔한	연합군사령부는	일본	헌법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며29)	더글라스	

맥아더의	참모진이었던	통역사	출신의	베아테	시로타	고든(Beate	Sirota	Gordon)에게	기본권	조항들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고든은	그	중에서도	제14조와	제24조의	성평등	조항들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세계	각국의	헌법들을	참

고하여	가장	선진적인	성평등	조항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법에	문외한이었던	한	통역사가	1주일	만에	만든	조항이	일

본	여성의	인권에	기여하게	된	역사적	사실이	1990년대에	알려지면서	다시	조명되었다.30)

한국	헌법의	‘양성의	평등’	표현이	일본	헌법을	직접적으로	참고했다는	것은	당시	윤후정	교수와	이태영	가정법률상

담소	소장의	대담에서	드러난다.31)	윤후정	교수는	제헌헌법	제9조에	있었던	혼인과	남녀동권	조항이	그	후	개헌시	

사라진	것을	개탄하며	“그래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새	헌법에	다음	두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9조	2항에	「남녀양

성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따라서	모든	가족과	직장에서	사회	문화	경제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과	31조에	

「혼인은	양성합의를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상호협력하고	유지한다.	

                                                                  

26)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였다.

27)	 	경향신문(1980).	“남녀평등을	헌법에...	여성단체,	개헌한	마련”.	1980.	2.	6.자

28)	   第二十四条　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
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配偶者の選択、財産権、相続、住居の選定、離婚並びに婚姻及び家族に関するその他の事項に
関しては、法律は、個人の尊厳と両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9)	 	소은영.	(2010).	일본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론과	젠더	평등.	이화젠더법학,	1(2),	103-138.

30)			Gordon,	Beate	Sirota.	The	Only	Woman	in	the	Room:	A	Memoir	of	Japan,	Human	Rights,	and	the	Ar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31)	 동아일보(1980).	“특별대담.	‘조용한	외침’	반영을...	개헌과	여성의	인권”.	1980.	1.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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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배우자	선택·재산권·상속·주거의	선정·혼인·이혼·가족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

여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을	말입니다.”라고	새	개헌안을	제안한다.

결국	이	조항에	대한	여성운동의	제안은	개헌	과정에서	일부	수용되어	‘제34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

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형태로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등

장하였으며	현행헌법에서는	제36조	제1항로	남게	되었다.32)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	여성인권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적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와	원칙을	명

시적으로	천명한	이	조항과	단어가	성	격차와	차별을	유지하는	의미로	‘전유’되어서는	안된다.

 

                                                                  

32)	 				법여성학:	평등권과여성(2001)	윤후정외,	신인령,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제헌헌법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63년 헌법 1963년 헌법

[참고] 1946년 반포

일본 헌법 

제24조(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제 24조 제1항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기초로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 1980년 

2월 2일 대한 YWCA연합회 

시안

제1항 혼인은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항 배우자의 선택, 친권,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혼인 및 이혼 그리고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1980년 헌법 제34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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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과 헌법에 대한 일본 학계의 논의  

일본	헌법	제24조을	참고하였지만	한국	헌법	제36조의	문언은	큰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헌법	제36조가	제

24조의	제한적인	성평등보다	더	넓은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헌법	제24조	제1항("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기초로	성립(이하	생략)")을	근거로	동성	결혼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오랜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헌법학에서	동성	결혼은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

히	동성	결혼과	연결시켜	제24조를	검토한	적은	극히	적다고	보고	있다.33)	따라서	‘통설’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논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설이	대두되고	있다.

① 비허용설 

헌법	제24조	“양성의	합의”로부터,	문리	해석상	현행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허용설34)

헌법	제24조에	“양성의	합의”는	혼인	당사자	이외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또한	헌법	제정	당시에는	

동성혼에	대한	무관심	상태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성혼	문제가	표면화한	이상,	헌법	제24조에	따라	동성혼	제도

의	입법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며,	헌법	상	허용된다고	한다.	

③ 보장설35)

헌법	제13조,	제24조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한다.	

②허용설의	츠지무라도	개인의	존중과	행복	추구권이	중시되는	요즘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동성애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	제24조

가	동성	결혼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필자의	관찰로는	최근	이	조항에	대해	새로운	견해

를	내는	학자들은	다수가	‘보장설’을	따르고	있다.	한편	비허용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	내	동성커플	권리를	증

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3)	츠지무라	미요코	<헌법과	가족>(日本加除出版	2016년)	143페이지

34)	 	이시카와	미노루	「신	·	가족법	사정	④	동성	결혼	[2]	"법학	세미나	1984	년	8	월호	60	페이지	

	 우에노妙美子	"24조를	둘러싼	해석"		스기하라	야스오	외	「신판	체계	헌법	사전」(林서원,	2008)	467	페이지,	전게	츠지무라	128페이지

35)	 츠노다	유키코	"성	법학」(유비각	1991년)	212	페이지	

	 콘도	아츠시	「인권법」(일본	평론사,	2016)	14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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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헌법에	‘성평등’의	가치와	원칙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국가는	다수라고는	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헌

법은	1868년의	수정헌법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하나만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36),	성차별37)을	

구제하고	최근에는	동성결혼38)까지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	헌법이	제11조	성차별과	제36조	제1항에	부

여한	가능성을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해석하는	데에	오용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여성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전후	신생	헌법과	70년대	이후	헌법에는	‘성	평등’	조항이	등장한다.	특히	한국	헌법	

혼인에서의	양성	평등은	가부장제와	여성차별의	잔재가	있는	한국	가족제도와	가족법에	대한	헌법상	평등의	요청이

라고	보인다.	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	원칙이	있었기에	전근대의	관습가족법의	잔재와	차별적이고	

위헌적이었던	가족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여러	번의	개정과	위헌심사를	통한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성혼에	대한	해석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평등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 헌법 제36조 제1항과 ‘양성의 평등’의 의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호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학자	이준일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의	혼

인	조항의	변천사를	분석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할 때 “남녀” 또는 “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혼인이 

반드시 ‘남녀의 결합’이나 ‘양성의 결합’이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혼인형태인 남

녀 또는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소극적 의미의 남녀평등 또는 적극적 의미의 양성평등을 구현하

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제정자는 일반적 혼인형태인 남녀 또는 양성의 결합이 아닌 남남(두 사람의 

남성) 또는 여여(두 사람의 여성), 즉 동성의 결합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결합에서도 요

구될 수 있는 평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혼인관계에서 요구

되는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제정자는 동성의 결합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않았거나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제정자가 이성의 결합에 대해서만 혼인제도를 인정하려 하였다거나 동성의 결합에 대해서는 혼인을 금지하려 

하였다는 의도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혼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섣불리 이성간의 결합만이 

합헌적이고, 동성간의 결합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6)	 		Suspect	classification	법리	참조.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65	S.	Ct.	193,	89	L.	Ed.	194	(1944),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	이후.

37)	 	Reed	v.	Reed,	404	U.S.	71	(1971)	이후.

38)	Obergefell	v.	Hodges,	576	U.S.	___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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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권’에서	출발한	이	표현은	연혁적	의미로도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과	가부장적	사고를	부정하며,	성별에	의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후문이	혼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에 대한 남녀동권의 요구는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보다는 “축첩풍습”

으로 표현되는 ‘중혼관행을 철폐’하려는 의도에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국가공동체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우선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면 “남녀동권”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동성 간 혼인의 금지가 아니라 중혼관행의 철폐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략...

혼인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중혼의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혼인관계에서 가부장적인 전

통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녀동권”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도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보다는 혼인관계에서 존재하는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규

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이	조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등

헌법 제36조 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 제20조에서 “혼인은 남녀동권(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

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것이 그 시초로서, 헌법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일반적으

로 천명하는 것(제헌헌법 제8조)에 덧붙여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 전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대적·시민적 입헌국가

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헌법의 의지는 1980년 헌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양성평등 명령이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생활로 확장

되었고, 양성평등에 더하여 개인의 존엄까지 요구하였다. 여기에 현행 헌법은 국가의 보장의무를 덧붙임으로써 이제 양성평등

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중략)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은	혼인의	당사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며	혼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이	표현에만	기반하여	이성간의	결합만이	합헌적이고,	동성간의	결합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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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의 평등’의 문리적 해석

언어학적으로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both	genders	or	sexes)’은	‘혼인의	당사자는	이성간(opposite	sex)’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양성’과	‘이성’은	의미와	용례가	분명히	다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우리	헌법	영문본은	양

성	평등을	‘gender	equality(성평등)’의	의미인	‘equality	of	the	sexes’	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1헌가9	사건에서	‘양성평등	명령이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생활로	확장되

었고,	양성평등에	더하여	개인의	존엄까지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양성의	평등'은	'혼인'	뿐만	아니라	'가

족생활'의	기초되는	가치를	공통적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의	표현은	그	제도의	구성원

이	이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부자,	모녀와	같이	동성만으로	이루어

진	가족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	이상한	결론을	낳기	때문이다.

 ‘양성의 평등’문언을 인용하는 종전 판례들의 의미

헌법	제36조	제1항이	남녀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7.	7.	16.	자	95헌가6	결정과	혼

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이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동성혼의	문제를	한	번도	전면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	그

리고	학자들은	‘양성의	평등’	문언을	인용하며	혼인의	이성성을	판시한	판례들은	실질적으로는	간통죄나	동성동본

혼인	등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혼인의	의미를	판단한	것이지	동성혼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혼인의	의미를	판단한	것

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판결에서	인용한	혼인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혼인의	개념을	포섭하

여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39)	동성	간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기	전까지는	헌법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의	개념에	대한	헌

법해석의	문제로	남겨	놓고	있다고	보고	있다.40)

                                                                  

39)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	동성혼,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2010년	6월),	116

40)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	동성혼,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2010년	6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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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위와	같이	연혁적·문리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볼	때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은	‘결혼	제도	안에서	성

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결혼	당사자는	이성간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도출되지

는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	평등’	문언은	이	사건	혼인신고의	불수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차등대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권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평등권에	위반된다.	이러한	차등대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살

펴본다.

 동성혼, 성적지향, 동성애

이	사건의	경우	평등권	심사에서	문제되는	사실들은	양	집단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과	기능을	수

행하는데	있어서	양	집단에서	보이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41)	과학적	증거들은	혼인의	본질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양	집다에서	보이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생물학적 재생산(reproduction or procreation)

①	혼인의	권리는	‘전통적인’	가족	질서	하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권리들에	대한	전제(前提)가	되는	권리이

며,	②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혼인의	본질이고,	③	따라서	혼인은	개념적으로	이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차등

대우가	합리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혼인의	권리가	임신·출산과	분리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은	우리	판례의	태도와도	맞지	않으며	비논리적이다.42)

                                                                  

41)	 		예를	들면	미국	Perry	v.	Schwarzenegger,	704	F.Supp.2d	921	(N.D.Cal.	2010)	판결문	중	동성	커플에	대한	특질에	내용	“48.	Same-sex	

couples	are	identical	to	opposite-sex	couples	in	the	characteristics	relevant	to	the	ability	to	form	successful	marital	unions.	Like	

opposite-sex	couples,	same-sex	couples	have	happy,	satisfying	relationships	and	form	deep	emotional	bonds	and	strong	

commitments	to	their	partners.	Standardized	measure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adjustment	and	love	do	not	differ	

depending	on	whether	a	couple	is	same-sex	or	opposite-sex.”

40)			Gerstmann,	E.	(2004).	Same-sex	Marriage	and	the	Co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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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는	혼인의	필수요소도	아니고	충분요소도	아니다.	혼인한	부부도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가지지	않기를	택

할	수	있고,	혼인하지	않은	사람도	자녀를	가질	수	있고	그	권리는	보장된다.

출산과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불임	부부와	노령	부부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거나	입법부가	혼인을	금

지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처분과	법률은	아주	낮은	위헌심사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

다.	우리	법원도	아내가	불임수술을	했다거나	출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자녀출산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혼인의	본질이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서울가정법원	2011.6.22.

자	선고	2009드단112360	판결).

이	점에	있어서	동성	부부는	불임	부부	또는	노령	부부와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동성	부부의	혼인권에서는	혼인의	

본질도	아닌	생물학적인	재생산	가능성이	문제가	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만일	혼인과	재생산의	결부가	헌법

의	요청이었다면	노인	부부,	불임	부부,	출산을	원치	않는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여도	이상

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보아도	이러한	법률은	위헌성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생산은	혼인에서	예상되는	효과이지	혼인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혼인	중	혹은	혼외	자녀출산율	

등	가족관계에	대한	통계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편	동성	부부의	혼인을	막는다고	하여	이성	부부의	혼인율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설사	

인구	정책적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단의	적합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동성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동성	부부에게	법률혼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결혼제도의	법적	틀은	변하지	않는다.	이성	부부의	의무도	그

대로이며	동성	부부도	그와	같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기존	혼인	제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

은	설득력이	낮다.

‘결혼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논리와	달리	1989년	이후	동성결혼	혹은	결혼	유사제도를	도입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네덜란드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성결합	제도의	도입이	이성	간의	결혼률,	이혼율,	

혼외	출생률의	증감에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3)	또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의	도

                                                                  

43)	 		Eskridge,	William	N.	Jr.	and	Spedale,	Darren	R.	(2006)	Gay	Marriage:	for	better	or	for	worse?.	What	we've	learned	from	the	

evi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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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주	예산과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등장하고	있다.44)

 동성혼과 전통

혼인할	권리의	성질과	범위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이성혼	위주로	관찰되었지만	세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동성혼의	

역사도	엄연히	존재하였다.	한편,	다수의	‘전통’이	항상	법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하는	적절한	지침은	아니다.	관습에	

일차적	법원을	둔다면	기성질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소수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

다.45)

혼인은	일반적으로	한	쌍의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고,	동성	간의	결

합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외국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도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6)

한국	사회에서	지난	40여	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족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가부장적	직계가족	혹은	핵가족에서	

벗어나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독신	가구,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등이	포착된다.	친밀성	및	개인의	존중에	기반을	

둔	근대적	의미의	가족은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혹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동적인	

방식으로나마	모색되기도	한다.	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	관련법과	법리가	변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47)

한국	가족법의	역사는	진화하고	있는	역사이며	1957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가족법의	진화는	멈춘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가족법의	변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변화를	“사회적	불화와	민족	분열의	선동”으로	비판하기도	하였고,	

동성동본	금혼법	수호	대전시민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여성	지위	향상을	적극	찬동하되	이를	빙자한	미풍양속을	저

해하는	여하한	행위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48)	그러나	개정	찬성론자들은	가부장적	가

족제도를	없애고	모든	가족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가족제도를	실현하자

는	의견이었다.49)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제와	호주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

                                                                  

44)	 		예를	들면,	동성결혼으로	인한	상속세	감소와	사회보험	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판매세와	관련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상쇄하여	매릴랜드	주	예산에	320만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Badgett	et	al,	The	Impact	on	Maryland's	Budget	of	

Allowing	Same-Sex	Couples	to	Marry,	University	of	Maryland	Law	Journal	of	Race,	Religion,	Gender	and	Class,	Volume	7,	Issue	2,	

2007

45)	윤진수,	헌법재판에서의	傳統에	대한	심사,	제49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중	(2004년	10월	1일)

46)		김주수·김상용(2011),	친족·상속법	-가족법-	제10판,	71쪽	

47)	 변화순(2007),	가족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25쪽

48)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293쪽	

49)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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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호주제	위헌사건에서	가족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가족제도는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

어날 수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관한 한 입법권은 헌법

45) 에 기속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가치질서는 헌법의 가치체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입헌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는 없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위에서	본	것처럼,	‘관찰된’전통은	법률을	해석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통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근대	혼인은	성별에	기초하여	분리되거나	차별적인	관습에서	성	평등한	제도로	끊

임없이	이행하여	왔고,	이것이	현재의	전통이라고	보인다.

 동성혼과 종교

근대의	혼인은	종교혼이	아니며	세속적인	법률혼으로	규율하고	있다.	헌법상	정교분리주의와	혼인법상	법률혼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은	철저하게	법률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동성혼을	인정하는	종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현재	동성혼을	종교	의식으로	주재하고	있으며	동성혼을	한	사제

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개신교’	혹은	‘카톨릭’의	나라로	알고	있는	국가에서도	동성혼은	도입되었다.

 비교판례

평등권은	단순히	국내적,	종교적,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비교법례는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세계

적	흐름에	대한	중요한	징후이자	판단자료로	사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텍사스	주의	남색법(sodomy	law)를	위헌

적이라고	판단한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50)에서	1981년	유럽인권재판소	Dudgeon	v	United	Kingdom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평등권과	기본권을	국내적	문제로	상대화시키는	해석과	적용은	이러한	흐름들과	

맞지	않다.	

그러므로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동성	커플에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적이라는	최

고법원의	판단들	-	미국	하와이	주의	Baehr	v.	Lewin	(1993),	버몬트	주의	Baker	v.	Vermont	(1999),	매사추세츠	주의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3),	캘리포니아	주의	In	re	Marriage	Cases	(2008),	코네티컷	주의	

                                                                  

50)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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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igan	v.	Commissioner	of	Public	Health	(2008),	아이오와	주의	Varnum	v.	Brien	(2009),	캐나다의	Halpern	v.	

Canada	(200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inister	of	Home	Affairs	v.	Fourie	(2005),	미국	Obergefell	v.	Hodges	(2015),	

대만	사법원	(2017)	등	–	을	통해	이제	평등권,	차별금지,	혼인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중략)... 즉, 보통법상 혼인의 정의는 ‘두 사람 간의 평생에 걸친 배타적이고 자발적인 결합(the voluntary union for life of 

two persons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에 해당한다. ...(중략)...

- 캐나다 Halpern v. Canada 판결 (2003), 65. O. R. (3d) 161

결론 내리자면, 일반법과 혼인법이 동성커플들에게 이성 커플들이 혼인으로부터 부여받는 지위, 권리 및 의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은, 곧 헌법 9조 1항하에서 평등 보호 받을 그들의 권리, 헌법 9조 3항하에서 불공

정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Home Affairs 판례의 논증에 근거해, 이 실패는 헌법 10조의 존엄권을 부

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듯이, 존엄과 평등권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다. 동

성커플들이 겪고 있는 소외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그들의 존엄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Another v. Fourie and Another; Lesbian and Gay Equality Project and 

Eighteen Others v.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Others,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2005년 12월 1일) 

혼인만큼 뜻깊은 관계는 없다. 왜냐하면 혼인은 사랑, 충실, 헌신, 희생과 가족이라는 최고의 이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

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두 사 람은 기존에 각자 존재했던 때보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 상고인들의 일부가 이 사 건에서 보여주듯, 

혼인은 심지어 과거의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을 담고 있다. 이들 남성들과 여성들이 혼인의 이상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을 오해한 것이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혼인의 이상을 존중하며, 그토록 혼인의 이상을 깊이 존중하기에 자신들 또한 

혼인의 이상 속에서 충족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바람 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된 채 외로운 삶으로 

추방되지 않 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 앞에 평등한 존엄을 구하고 있다. 헌법은 이들에 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Obergefell v. Hodges (2015년)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	동성간	혼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해석은	헌법	제36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혼인의	평등과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되기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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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방적 법학 (동성커플을 위한 법률 플래닝)

제도	부재	속에	불행은	예상할	수	없을	때	대비할	수도	없이	갑자기	닥치곤	한다.	갑작스런동성		파트너의	사망	이후,	

함께	살던	집을	원가족에게	빼앗기거나,	원가족에게	절도	혹은	사기로	고소	당한다.51)	20여년간	함께	공동생활을	영

위하였지만	서로	재산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채	재산의	소유권은	외견적으로는	동성	파트너에게만	있었던	

사건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축출	이혼’을	당한다.52)

법률혼이	불가능한	동안	많은	나라의	성소수자들과	법률실무가들은	창의적이면서도	부지런	했었다.	법정,	집,	병원

에서,	서로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률	문서를	만들었다.	어찌	보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혼

인의	효과를	최소한이라도	대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법률	비용을	써야	하는	또	하나의	법률	시장이	아

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법	바깥의	미래에	대해	마냥	비관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망과	자

원을	만들었다.	한편	법률실무가들도	‘예방적	법학’이자	‘치유적	사법’53)을	실천하며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커뮤니티

를	지키는데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다.	혼인이	불가능했던	오랜	기간	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담했던	법률실무

가들은	혼인	밖	관계를	보호하는	데에	전문성을	갖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	동거	커플들도	이러한	변호사들을	찾

게	되었다.	성소수자들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법적	장치들을	활용

하려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왔다.

                                                                  

51)	 '40년	동거'	여고	동창생들의	비극적인	죽음.	서울신문.	2013.	10.	31.

52)	  ‘레즈비언	사실혼	사건’으로	알려진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판결.	

53)	 	예방적	법학이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의	법무라면,	치유적	사법

은	법률과	정신건강의	교차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Stolle,	Dennis	P.,	et	al.	"Integrating	preventive	law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A	

law	and	psychology	based	approach	to	lawyering."	Cal.	WL	Rev.	34	(199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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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출판사	NOLO의	<레즈비언	게이	커플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	1980년	첫번째	

판이	출간되었으며	2016년	18판까지	나왔다.	동거	계약	만들기,	유언장과	의료	지시서	만들기,	혼인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파트너십에	대해	알아보기	등이	주	내용이다.

비교법적으로	동반자적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법적	관계는	크게	3단계이다.		혼인	중이거나(married),		등록	동

거	중이거나(registered	cohabitation),		비등록	동거(unregistered	cohabitation)	상태이다.	

등록	동거는	준혼	수준의	시민	연대(civil	union)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	권리와	혜택만	부여하는	단순한	가

정	동반자(domestic	partnership)까지	그	권리	혜택	수준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비등록	동거(항상	성애적	관계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다)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거의	증명	자체로	임차권	승계	등	몇	가지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예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경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과	여러	가지	법률	문서들

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동성	커플54)에게는	(한국	사법부에	의하면55))	이것만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이성	동거	커

플들이	널리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때	동성	커플에게	필요한	법률	문서들은	나라에	따라	별로	다르지	않다.	이것은	보편적인	혼인의	효력의	거울	효과

라고도	볼	수	있다.	첫째,	두	사람	간의	재산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동거	계약’	문서이다.	이	계약은	헤어

질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최대한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이러한	동거	계약의	존재가	(국가의	

동성혼	승인	이전에)	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에서	직원의	동성	배우자	혜택을	부여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	동반

자(domestic	partnership)	등록부를	만들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기도	한다.	둘째,	일방이	사망	이

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유언장이	필요하다.	이때	장례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만들기도	한다.	셋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하여	지속	위임장이나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한다.	넷째,	건강관리	위임장	등	의료적	결정에	관한	문서도	필요하다.

                                                                  

54)	 		현재	법률혼을	할	수	없는,	동성	파트너가	있는	동성애자,	양성애자들,	현행	요건	상	법적	성별변경을	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	트랜스젠

더와	그의	(법적)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여,	(법적)	동성	파트너가	있는	성소수자	모두를	의미한다.	동성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성중

립적	결혼을	의미한다.

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	2016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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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980년대	AIDS	위기는	한	세대의	미국	성소수자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반자	관계의	취약성을	깨닫게	만

들었다.	지금	중년이	된	활동가들은	수	많은	친구들의	장례식,	그곳에서	벌어졌던	분쟁	등	슬픈	기억을	아직도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지역에서	처음	가정	동반자	등록	제도가	생기고,	서서히	지방정부나	기업에서	직원들

의	복지에서	동성	배우자	혜택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2004년	매사추세츠	주	이후	2010년대에	이르러	많은	주에서	동

성혼이	가능하였지만,	50개	주에서	모두	혼인이	가능해지고	다른	주의	동성혼을	인정하게	된	것은	2015년	연방대법원	

Obergefell	판결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불안은	최근까지도	있었던	일이다.	2004년	가장	먼저	동성혼이	가

능한	지역이었음에도	매사추세츠	주의	성소수자	법률단체	GLAD는	오랫동안	아래와	같은	문서로	동성	커플의	법률	

플래닝을	소개하고	관련	개업	변호사들에게	연계(referral)를	하였다.	여기서	권장하는	문서들은	크게	5가지다.

건강	관리	위임장(Health	Care	Proxy).	의료	위임장(Medical	Power	of 	Attorney)	또는	사전	지시서(Advance	

Directive)라고도	불리운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사	결정	불능	상태일	때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

GLAD의 동성 커플을 위한 법률 플래닝 -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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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받을	치료	유형이나	받을	수	없는	치료	유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건강	관리	위임인으로	지정

된	사람에게	병원	방문	권리	및	의료	정보	접근	권리를	부여한다.	18세	이상이면	건강	위임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	관리	위임은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지속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으로

도	대체	가능하다.

지속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개인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사람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위임장은	의사	능력이	있을	때에만	유효하지만	지속	위임장

은	의사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유효해진다.

공유	계약(Joint	Tenancy	Agreement).	두	사람이	부동산,	은행	계좌,	자동차	또는	기타	재산을	공동	소유주로	보유할	

수	있다.	일방의	사망	시	재산의	소유권은	유언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생존자에게	직접	넘어간다.

유언장	및	매장	지침(Will	/	Burial	Instructions).	유언장을	통해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이	지시를	이

행할	집행자를	지명한다.	매장	지침	등	장례	지시는	유언장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보통	유언장을	파악	하기	전에	매

장이	완료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가	권장된다.

동거	계약(Living	Together	Agreement	or	Cohabitation	Agreement).	혼전계약서와	비슷한	것이다.	공동	생활	동안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의도와	기대를	명확히	하고,	헤어질	경우	공유	재산과	혼합적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이	된다.

위	문서들	중	일부는	기존	법률시장에서	상속	계획	혹은	재산	계획(estate	planning)이라는	형태로	혼인	중인	사람이

나	비혼	이성	커플에게도	권장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또	인터넷에서	‘cohabitation	

agreement(동거	계약)’을	검색하면	비혼	동거	커플들을	위하여,	살고	있는	주의	법률에	맞는	템플릿들도	공개되어	있

다.	이러한	사적화	경향은	국가의	승인이	아닌,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으로서의	혼인의	비제도화

(deinstitutionalization)적	측면이기도	하다.	

한편	친권은	또	별도의	큰	문제다.	한	주에서	엄연하게	인정된	법률혼과	친권이었지만	주의	경계를	살짝	넘는	간단한	

여행에서도	동성	부부들과	자녀들은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법률혼의	효과로	자신의	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

이	당연히	인정되었지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경우는	별도로	법적	입양	

절차도	밟았다.	이런	돌다리도	두드리는	준비성을	‘혁대를	맸지만	멜빵도	하는’	것에	비유를	했다.	한	장치가	실패할	

수	있으니	여러	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다른	주에	여행을	갔다가	생물학적	어머니가	사고사를	당하면	생존	배우자는	어떻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

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이들은	주의	경계를	넘을	때,	해외	여행을	갈	때,	법률	문서를	열심히	챙겼다.	그	문서의	유

효성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일본의 경우

입양.	‘불완전	입양’은	성인	당사자끼리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하고	연장자가	양부모가	된다.	상속권	등	공사법

상	‘가족’에	해당하는	권리와	혜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완전	입양’과	달리	기존의	친족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의	법률	상담에서는	입양	관계의	이력이	미래에	혼인의	장애	사유가	되지	않을지를	우려하는	질문들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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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에	“원칙적으로	장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므로	일종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라고	상담	변호사는	답변한다.56)	일본

이	이미	동성혼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입양	방식을	사용하는	커플들은	점점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준결혼계약,	유언장,	임의후견계약	등을	포함한	법률	플래닝.	예방적	법률상담으로서	두	사람의	공동생활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	플래닝이다.	동거,	사실혼,	동성혼의	경우에	작성하는	준결혼계약,	사후의	

재산과	장례	문제에	대한	유언장,	그리고	임의후견계약	등	이러한	다양한	법률	문서와	제도들을	설명하고	작성	대행

하는	패키지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인터넷에서	‘準婚契約書(준혼계약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런	상담을	하는	성

소수자	친화적	행정서사	혹은	변호사	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플래닝	안에는	매년	유언장을	업데이트하는	등	애

프터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아래는	<행정서사	도쿄	증간호	5호>에	게재된	모델	준혼계약서이다.

파트너 계약서

타나카 타로(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오오카와 이치로(이하 “을”)은 그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 등을 넘어 서로를 생애의 반려로

서 사랑하고 돕는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1조(상호의 존중)

갑 및 을은 서로 그동안 쌓아 온 인생, 생활 습관, 직업, 생각 등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다.

2조(동거,협력 및 부조의 의무)

갑 및 을은 민법 752조 "동거, 협력 및 부조의 의무" 규정을 본 계약에 원용하여 동거, 협력 및 부조하는 것을 약속한다.

3조(정조 의무의 준수)

갑 및 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조 의무에 위반하고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외도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말 것을 약속한다.

4죠(가사 분담)

가사는 갑, 을이 평등하게 분담한다. 단,그 때의 일의 사정으로 곤란한 때는 서로 협력하는 자로 한다.

5죠(재산 및 수입)

갑, 을이 각각 소유하는 재산 및 수입은 고유의 재산으로 한다.

6조(일상 생활비)

일상 생활에 관한 비용은 각각의 수입에 맞게 공평하게 분담한다.

                                                                  

56)	 	도쿄변호사회	회지	2016년	3월호	성소수자	법률상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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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본 서면 두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각자 한통을 보유한다.

헤이세이 ○ ○년 ○ ○월 ○ ○ 일

이러한	서비스는	꼭	동성	커플에	한한	것은	아니며,	유언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후	이후	결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서	성소수자	라이프	플래닝,	HIV	감염인	라이프	플래닝에서도	권장된다.57)	이러한	법률적,	세무적,	생활적	내용을	담

은	실용서도	꽤	많이	출간되어	있다.

한편	도쿄	시부야	구,	세타가야	구,	다즈라즈카	시,	이가	시,	오키나와	나하	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기	시

작한	동성파트너십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커뮤니티의	관행을	수용한	측면도	존재한다.	시부야	구의	경우	파트너십	

등록을	위하여	준혼계약의	공정증서와	임의후견	계약의	공정증서가	필수적이다.

                                                                  

57)	 	https://nijiirolifeplanning.jimdo.com/	무지개라이프플래닝

	 	게이	액티비스트이기도	했던	나가야스	시분	행정서사의	홈페이지.	LGBT의	라이프	플래닝과	법률서면	작성에	대한	홈페이지를	따로	두

고	있다.	‘법적	보장이	없는	동성	파트너십,	그리고	불안한	사람의	노후	생활	계획	수립,	소중한	사람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게이	행정

서사’

58)	 	시부야	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ity.shibuya.tokyo.jp/est/oowada/partnership.html

<사실혼, 내연, 동성혼 2명 간의 재산과 법률> <무지개빛 라이프 플래닝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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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왔는가?

위에서도	보았듯이	법적	문제나	필요한	문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두	사람	간의	재산	관계는	법적으로	유

효한	동거	계약(cohabitation	agreement)을	작성한다.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나,	함께	큰	재산적	구매가	예

정되어	있거나,	한	사람이	직업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부양	받을	것을	예정한	경우,	특히	필요하다.	이	

문서에는	일방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재산(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채무에	대한	문제,	같이	산	재산의	

명의	문제,	관계	해소	시의	재산	분할	문제,	자녀	부양의	문제,	계약의	종료(사망	혹은	관계	해소)	등이	담겨	있을	것이

다.	1990년대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함께	구매한	부동산이	있을수록,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을수록,	함께	사

는	반려동물이	있을수록	이러한	종류의	법률	문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자.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

장을	위한	연구모임’은	2009년을	시작으로	총	15회에	걸쳐서	<찬란한	유언장>	행사를	하였는데	이	자료집을	참조하

는	것이	좋다.59)	인터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자필증서유언	등을	포함하여	유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중요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꼭	업데이트도	

할	것을	권장한다.

미국의	경우	건강	관리	위임장을	통해서	지정	받은	사람이	전반적인	의료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이러

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대형병원에서	사전의료지시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이름으로	연명치료

에	대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고	2017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최소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

계약(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이	가능하다.	일본의	관행처럼	동성	파트너끼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59)	 		친구사이,	“[커버스토리	'죽음'	#1]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죽음을	–	찬란한	유언장이	걸어온	길”,	친구사이	소식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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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다	포함해서	2016	제8회	LGBTI	인권포럼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동성커플을	위한	안내서>	세

션에서는	‘동거	계약과	의료결정권,	찬란한	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가람	변호사(가족구성권연구모임/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발제하기도	했다.60)	그동안	상담	이후에	실제로	법률	문서들을	작성하고	공증	

받은	예도	꽤	있다.

한편	한국에도	자녀를	키우는	동성	커플이	결코	드물지	않다.61)	전	이성혼에서의	자녀를	현재	동성	파트너와	함께	양

육하는	경우,	제3자	정자기증으로	임신	출산하여	동성	파트너와	함께	양육하는	사연을	꽤	들을	수	있었다.	자녀의	복

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parent)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는	동성	커플이라고	배제당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	법률적	공백	속에	생물학적	부모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왜	추가적인	법률	비용을	들여야	하고,	완벽하게	대체가능

하지도	않으면서,	때로는	협상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더	불리한	사적	계약만이	유일한	선택지여야	하는가.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는	것이	법률가의	몫이다.

 Ⅴ. 결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울	때는	비교법리의	우세만을	가지고	오직	동성혼만을	주장하며	사법부에	달려드는	

성급한	사람으로	취급될	때의	일이었다.	성소수자	운동은	10년	이상	이	의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문제	제기하려고	

애써왔다.	소송이라는	방법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논점이	그에	한해	제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이	일에	지원하는	법률가들의	바람은	일단,	이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최대한	안내하고,	불시에	오는	불행을	줄이는	것이다.	법률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동

성혼의	미래’같은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가능한	방법을	모두	설명드린다.	물론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우

도	많다.

                                                                  

6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8회	LGBTI	인권포럼	자료집.

61)	 			유투버	Soo	not	Sue의	<고민상담	#3.	바이섹슈얼	아기엄마(Advice	Column	#3.	Bisexual	Mother)>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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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만	해도	이	의제에	관하여	한국	학계에서의	논의는	활발하고	높은	수준이었다.	그동안	우리	안에서	정치적	

해법이	지연된	사이,	아시아에서	비슷한	법제와	민주주의	정도의	지표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대만은	이미	이	차별을	

종결	중이고,	일본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대만의	동성혼	소송은	잘	아는	동료인	Victoria	Hsu	변호사가	주수행	변

호사로서	승리로	이끌었다.	동료가	이끌어낸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대만에서	#FirstinAsia	가	울려퍼질	때	정말	참담

한	마음이	들었다.

이미	늦었다.	필자가	아는	나이	드신	레즈비언	커플은	이	권리를	못	누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평등의식이	높은	젊

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이러한	조국에	절망을	느낀다.	유학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도	한다.	

나는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한국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자고	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발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때론	낯설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절망하는	사

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진하는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싶다.



‘동성(同性)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발제문에	대한	

동성결혼합법화	반대	입장에서의	토론문

김규호	

목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탈동성애인권포럼 공동대표

토론 IV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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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9년	6월	28일의	뉴욕	스톤월	항쟁을	통해	전	세계	동성애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국과	이에	뜻을	같이	하

는	서구국가들에서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의	노력은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	50년간의	동성애인권운동은	소수자인권

보호라는	인류의	대	명제	아래	성소수자라는	개념의	도출을	통해	그	동안	사회통념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

람들의	의식적	변화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정치권과	법조계도	자연스럽게	친동성애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

과	최근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	표결로	동성	간의	결혼이	미국의	헌법을	위

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합법화를	이뤄냈고	그	파급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9월	7일	국내	최초로	청계천	광통교에서	열렸던	김조광수	영화감독의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이	그동안	사회

통념상	금기시	되었던	우리사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많은	시민단체들이	조직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

히	2014년	5월	21일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

록부정정신청’이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2016년	5월	각하결정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사회의	동성결혼에	대한	법

률적	화두를	던지는	최초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률가	중심의	토론은	시기적절하며	보다	우리나라가	보다	소수자인권보호의	대한	깊은	성찰을	통

해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장을	여는	중요한	행사가	되리를	판단된다.		이와	함께	동성결혼에	대한	법률적	변천과정

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중립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발제한	발제자의	균형	있는	시각과	우리사회가	당면한	

동성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갖게	하는	발제문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필자의	소견	3가지	토론의견으로	제시한다.	

2.  본론

가.  친동성애 진영의 성소수자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활동은 존중받아야 하나 반동성애 진영에 대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법률적 가치를 변질시켜서는 안된다.

		전	세계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소수자인권보호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

다.			또한	소수자	범주	안에	동성애자가	포함되는	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권과	평등,	자유의	가치가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그러나	인권과	평등,	자유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있는	사

람들의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의	접근은	전혀	인권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자유적이지도	않다.			지금	전	

세계에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신의	인식을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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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

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해를	가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악법들이	탄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0년	미국에서	레스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	직원이	회사에서	파면

되고	법원은	파면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2001년	미국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구절을	사내	게시판	부

착한	직원을	파면했고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

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지

난	20년	동안	빵집주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할로윈	케이크,	반미	케익,	술을	포함하는	케이크	등을	만드는	것을	거

부해	왔고	같은	선상에서	동성결혼	축하케익	제작을	거부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3년	미국	뉴멕시코	대법원은	

게이커플의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의	행위가	뉴멕시코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같

은	해	워싱턴	주에서는	꽃가게	주인이	동성애	커플	결혼식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피소되었다.		2015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한	케익	가게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웨딩케익	판매를	거부했다가	노동산업국으로부터	13만

5,000달러(약	1억5,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자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	서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차별	현상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동성애반대단체들

은	‘동성애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반인권적	행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자를	압박하지	말자는	취지의	소수자

인권보호가	주장되었다면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었을	때	또	다시	다수자였던	소수자를	탄압하는	구조로	변질되는	역

사적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사회의	지식인층이	적극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무만	바라보다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

런	면에서	발제자는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임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나.  서구국가들이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결국 결혼제도와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지적에 우리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서구의	무분별한	성적타락과	신성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	파괴는	결국	가정파괴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돌이킬	수	없

는	인성파괴로	치닫고	있다.		서구문화를	스폰지처럼	흡수했던	우리사회도	수	천	년간	이	땅	위에서	이어온	결혼제도,	

가정문화가	파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향후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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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일부일처	양성에	기초한	결혼제도는	종교와	윤리를	떠나	인류가	수	만년의	역사를	통해	정착시킨	위대한	경

험과	지혜의	산물이다.			일부다처,	다부일처,	근친혼,	집단혼	등	다양한	결혼제도를	시행했던	인류는	인류사회의	지속

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일부일처에	기초한	결혼을	가장	탁월한	결혼제도로	판단했고	대다수	문명과		문화,	종교,	윤

리에서	채택되어지고	받아들였다.		반대	측	논거에도	거론	된	바와	같이	인류역사와	함께	공존했던	동성애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동성결혼을	채택한	인류문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동성결혼합법화의	논거

는	모든	절대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작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잘못된	관습에	

의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시도는	존중되어야	하나	수	만년의	세월이	담긴	인류의	숭고한	지혜마저	한순간에	뭉개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특히	발제문에서	“1998년에	동성애적	관계가	법적인	인정을	받은	네덜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은	가족을	강화하기는

커녕	가족의	쇠퇴를	가속화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반대	측	논거는	매우	유의미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동성결혼합

법화가	가져올	가정파괴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단순히	인권보호라는	가치관으로	접근하기에는	우

리가	치러야	할	수업료가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2015년	유럽	최고인권재판소에서	14대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판

결로	동성결혼은	인권문제	아니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유럽의	가치관이	옳은	것이라고	

판결한	유럽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서구의	잘못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

들이는	문화사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발제자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탈동성애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동성애자	가운데	상당

수는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동성애의	폐해(15-20년의	평균수명	감축,	에

이즈를	비롯한	각종성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	가정파괴)가	가시화

된	현실	속에서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성적	분별력이	없을	때	동성애에		중독되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결국	평생	동성애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적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치유	가능한	성	중독으로	동성애를	끊어내겠다는	절대	용기를	가지고	노

력하면	누구든지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동성애자들의	거짓	정보와	중독된	동

성애	충동으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			동성애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

지만	전	세계	곳곳에는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탈동성애자들의	모임인	<홀리

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를	중심으로	탈동성애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0여	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다가	

동성애에서	탈출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

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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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급속도록	친동성애자들의	잘못된	주장만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탈동성애

로의	희망이	상실되고	더	나아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마저	무시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동성애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탈동성애	지향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	그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동성애의	폐해는	철저히	감추면서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며	마음껏	동

성애를	즐기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들에	대해	분노한다.		또한	혹여나	

이들의	주장들이	미국과	같이	현실화되어	동성애	탈출의	소망이	상실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탈동성애를	말하면	동성애	혐오세력이라고	매도당하고	친동성애자로부터	온갖	욕설과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다.		동

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하는		처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현실은	탈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인권유린	행위다.		우리사회가	진정으

로	소수자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희생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인권유린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서구사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서구	사대주의일	뿐이다.		서구의	잘못된	사

상과	문화가	동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의	중립적인	논점이	우리사회

의	우선적인	관점이	되어야	한다.		한번	법률이	제정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국민	

합의	없이	몰래	도둑입법된	사례와	같이	국민적	합의	없는	법률제정과	정부정책,	사법부의	판단은	반대	측	주장과	같

이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친동성애진영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사항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행

태에	대해	결국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다.			발제자의	의견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무시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길을	모색해야	한

다.				또한	동성애자들	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소수자인권을	보호를	위해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더욱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탈동성애인권운동에서	보다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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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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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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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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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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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4호파1842)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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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1기)

- 스트라스부르 국제인권연구소 (IIDH), 국제인권법 연수, 2012, 2014년

주요 경력

“동성혼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2014호파1842) 주수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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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 제2회 SOGI콜로키움 ‘동성결혼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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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학력 및 학위

- 총신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졸업

주요 경력

총신대학교 겸임교수

예장합동 목사

전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사무총장

전 한국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전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현 탈동성애인권포럼 공동대표

현 선민네트워크 대표

현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135 연사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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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