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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를 위한 헌법읽기1)

사람들은 계쟁중인 판결에 대한 의존의 문제를 성행위라는 특[Roe ]
정한 사건에만 한정함으로써 그를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지난 년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으로 인하여 사람들20 ,

이 피임에 실패한 경우에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개
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선택하며 그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내에서의 지위를 규정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셈이 된다 여성.

이 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자신의 출산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음으로써 보다 용이
하게 되었다 헌법은 인간적 가치에 봉사한다 비록 사건에. ( ) . Roe…

대한 의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
만 동시에 그 판결을 중심으로 생각과 생활을 형성하여 왔던 사람들,
에게 판결을 파기한다는 것이 야기하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는 없Roe

는 것이다.2)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머리말1.
우리 헌법은 그 모태가 되는 년의 임시헌장 제 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1919 3 “ ,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고 선언한 이래 일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남”

녀의 동권과 평등을 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 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권. , .

력은 봉건적인 제도의 형태로 혹은 적나라한 행동의 방식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그의 지위를 부

정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성을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며 그의 법적 인.

격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적 편견이나 여성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여성의 일· “ ”

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자 하는 관행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물론 우리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체제를 상당부분 극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위헌판단을 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그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정을 한 것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발전됨을 향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의 행태는 여전히. ,

남아 있어 사회적 구조로 혹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영역에까지 침투한 미시정치의 방식으로 편

재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식적 직접적인 여성차별이 해소되는 것에 반비례하여 비공식적이. ·

고 우회적인 수단에 의한 여성차별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 (2017 127
269 1 , 270 1 ) 2018. 8.
. 2018. 5. 24. .(

)
2) O’Connor ,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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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출산정책이나 소위 유리천장과 같은 방식의 억압구조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낙태죄를 중심으로 한 신체권력 이 존재합니다. (bio-power) .

년 일본형법에 따라 태아를 떨어뜨린 죄 로서 낙태 가 처벌받게 된 이래 지금까지 낙1912 ‘ ’ ( )

태죄는 국가주의적인 생명윤리와 산아제한 식의 인구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 .

생명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국가가 전유하면서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은 그 주변부에 자,

리한 형식적 권리로 규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부장적인 차별의 구조가 여성의 몸과 생

활까지도 관통하도록 해 온 것입니다.3)

이 의견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현행 형법에서 법금 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낙태 이하( ) (法禁
에서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임신중절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 범죄화가 왜 여성“ ” .)

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현행 헌법의 틀에서 어떻게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

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에 관하여2.
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 조제 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선고 헌바 결270 1 (2012. 8. 23. 2010 402

정 의 결정에서 임신중절에 연관되는 기본권 관계들을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충)

돌관계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여야 할 공익은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중한 것이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심사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낙태죄 조. ,

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아는 물론 귀 헌법재판.

소가 거듭 설시하였듯이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 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10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하지만 역시( 2008. 7. 31. 2004 81 ).

귀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

3) 고 < > , OECD
고 . ( , “ 44 ? , 2017.

11. 28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21027.html#csidx89396ba8c361dbc85bb80
d0de851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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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

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기도 합니다 헌재” ( 1996. 11. 28. 95

헌바 그리고 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 .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성중인 생명 헌법재판소“ ”( 2008. 7. 31.

선고 헌바 결정 입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의 정도는2004 81 ) .

완성된 생명 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의 정도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제‘ ’ .

조가14 4) 임신중절의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은 이러한 법익간의 형량을 바탕으로 한 것

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간 근친혼 등 임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제. · ( 1 3 ,

호 나 모체의 건강 같은 항 제 호 등과 같은 법익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4 ) ( 5 )

있습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이 완성된 생명 의 생명권과 동일한 수준에서 절대적 내지는 최. ‘ ’

우선적 보장을 받는 가치임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아의 생명권에 우.

선하는 기본권적 혹은 공익적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완성된 생명 의 생명권보다는 더 폭‘ ’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생명 인 영유아는 비록 강간이나 근친혼에 의. ‘ ’

하여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강간에 의해 포태된 태아는 임신중절로써,

그 생명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원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합니다만 태아 의 생명권, ‘ ’

과 인간 의 생명권은 그 헌법적 가치의 면에서는 매우 다른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또 상술‘ ’

한 모자보건법의 예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달리 평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귀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이 양자 간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

한 수준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귀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생성중인 생명 이라 보면서도 낙태허. “ ”

용의 판단기준으로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를 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 ” .

지만 위의 모자보건법은 심각한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같은 항, · (

제 호 나 전염성질환 제 호 이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을 허용함으로써 그와는 다른 취지의 입법1 ) ( 2 )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아도 위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 임은 분. “ ”

명하지만 그 태아의 생존능력이나 생활능력은 독자적 이 되기에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 “ ”

이라는 판단을 하였기에 임신중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 ”

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아닌 별개의 생명체 즉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 - “ ” ,

인간이 될 예정인 상태에 있는 존재 임도 분명합니다 그것의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

그 자체로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존엄성의 연장선상에 그 태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생명체가 인간으로 될 예정 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혹은 그“ ” ,

예정상태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를 달리한 바 있습니다 귀.

헌법재판소는 인간 초기배아에 대하여 형성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 로 인하여 인간, “ ”

4) 14 ( ) ①
( . )

.
1. ( )優生學的

2.
3. ( )準强姦
4.

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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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의무는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본권주체,

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헌마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2010. 5. 27. 2005 346)

모태 속에서 수용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 ”

다 이 판시에 의하자면 기본권주체론의 가장 핵심영역에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 이. “ ”

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적인 인간 의 개념에는 논리필연적으로 독자적 생존능력 도. “ ” “ ”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자적 생존능력은 독립적인 인간의 기본조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

이 점은 태아의 모체의존성의 문제와 연결되기에 제 항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

그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은 완성된 인간 과는 달리 생성중인 생명 에 대한 기본권이며 그 때문‘ ’ “ ” ,

에 그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완성된 인간 에 대한 보호의 정도와는 다를 수 있으며 또 경우에‘ ’ ,

따라서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생성중이라 함은 독립적인 인간 이 아니라. “ ” ,

성장단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의 생존을 모 인 임부에게 의존하고 있음( )母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태아의 모체에 대한 의존성 내지는 종속성은 각별한 주.

의로써 인식되어야 합니다.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3.
한편 귀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의 반대편에 모 인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규정하( )母
였습니다 물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 “ ,

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

는 커다란 문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판시내용에 이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시대적 의의.

나 그것이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조의 낙태죄의. 271

문제는 분명히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기본권의

당대적 의미와 효과 그리고 그 헌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각각 심각한 성찰이 이루어진 위에서,

판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에서는 자기운명결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태,

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 즉 낙태죄 규정 의 비례성 여하만 설시하고 있는 것입- -

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낙태죄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헌법문제로 잔.

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임신 출산 등에 관한 결정으로서의 자기운명결정권은 일반적인 자기운명결정권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자기운명결정권은 단자 로서의 개인이. ( )單子
가지는 자유의지만으로 그 내용을 채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운. , ·

명결정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타자 들 의 관여 속에서 그 내용이 규정됩니다 임신. ( ) .

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의 상호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들 상호간의 친밀성

의 문제가 그 사이에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양자의 관계(intimacy) .

외에 태아가 관여하게 되며 임신기간 내내 이러한 관계는 지속됩니다 또한 출산의 경우에도, .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인 당사자들이 개입하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

구조적인 규율들은 이들의 관계 자체를 중첩적으로 규정합니다 혼인중의 임신 출산 혼인외의. · /

임신 출산의 관계가 다르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는 경제구조의 규율에 종속· , ·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운명결정권은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을. ·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내용이 결정되고 또 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가

장 순수한 의미의 관계적 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규율은 대체로 여성의 신체를 향합니다 가부장권력이 지배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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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제는 여성들에게 윤리라는 명분으로 혹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보다 무거운 가치를 위하여

피임도구의 사용을 국가가 통제한다든지 임신중절을 범죄화하여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와, .

금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부담은 온전히 여성들의 일상에 집중되어 남성의 경우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여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체적 변화나 고통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이 사회구조적으로 임산부에게 억압으로 다가오,

는 것입니다.5)

요컨대 임신과 출산은 하나같이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억압이 가해지는 통로의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피임수단이 등장. ,

하자 피임을 중심으로 한 가족계획운동에 타겟을 맞추었습니다 피임을 통해 임신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피임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들 보다 정확히는. -

여성들 의 생활과 복지를 위협한다 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법정투쟁을 벌였고 급기- (threathen) ,

야는 판결 등 사법결정을 통하여 가부장적 사회에 변화를 야기하는 일련의 역사적 충Griswold

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6)

하지만 의연히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 판결들의 주문 을 구성하고 있는. (stare decidenci)

권 우리 헌법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 법Privacy ( ( ) )

리는 여성주의자들에 의하여 비난의 십자포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적 영역으로 규정되는.

가정 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가부장권력을 가진 남성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남성지배(domesticity)

의 관행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태를 무시하고 그 여성들이 마치 자유로운 남성

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며 또 그 삶의 결과를 책

임지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7) 가부장적 권력

이 집중되는 곳이 여성의 신체이며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성의 임신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 이에는 피임과 임신중절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포함됩니다 은 몸과( )

건강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섹슈얼리티의 표현과 실천 등을 제한받거나 통제당하는, , , , , ,

여성들의 경험을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적지 않은 보호장치들을.

법의 형태로 구성해 놓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은 도처에 팽배해 있습니

다 실제 년에 실시된 한 조사. 2011 8)에 의하면 임부들이 임신중절을 택한 사유의 는 원치81.7%

않는 임신 경제상 양육의 어려움 미혼 가족계획 사회활동지장 대임신 등 사회경제적인 요, , , , , 10

5) 고( , 1994, 233 )
.

원치 않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의 고통이 어떻다는 건 그걸 가져본 여자만이 안다 모든 질병의.
고통은 동정자를 끌어모으지만 그 고통만은 비난과 조소를 면치 못한다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
키는 게 인술의 꿈이라면 여자를 그런 질병 이상의 고독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건 나의 꿈이었,
다.

6)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고Privacy )

고Eisenstadt v. Baird 405 U.S. 438 (1972),
Roe v. Wade 410 U.S. 113 (1973),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
.

7) , C. McKinnon, “Roe v. Wade: A Study in Male Ideology,” in: J, H, Garvey and T. A.
Aleinikoff,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A Reader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89)

8) ,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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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미국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극에 달하였던 년대의 경우와1980

유사합니다 당시의 한 조사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보. ,

는 여성이 에 이르렀고 자녀양육의 여유가 없다고 대답한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배우76% , 68%,

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에 달하였다 합니다 임신중절의 주된 원인51% .

이 임부의 어린 연령 빈곤 건강 사회적 고립성 준비부족 자신의 교육문제 양육비, , , (isolated), , ,

부담 비혼 사회적 관계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 .9) 임신중절이 자기운명결정권과 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구조적 압박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강

요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배척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예와 같이 임신 출산, ·

이라는 사건이 임산부의 삶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된다면 이때의 자기운명결정권이,

라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를 건 도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에 관한 한 자기운명결정권은 현실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 ,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자신에게 부과되고 강요된 삶의 모습들 중에서 어,

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외길의 억압 그 자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임신과 출산을 앞에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여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본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상태라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더 이상 나빠지, ,

지 않으려 하는 여성들의 일종의 강요된 긴급피난일 따름입니다, .10)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은 단순한 개인의 주체화 내·

지는 주관적 의지의 발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고립된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

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 혹은 권능이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제반의 가부장적 억압구조 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적 권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최근 임신 출산 등 여성의 몸에 대하여 가. ·

해지는 제반의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재생산권 은(right to re-production)

이런 맥락성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권리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 ( )

는 자기운명결정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관

리하는 권리와 함께 그러한 권리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회에 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capacity) .

물론 이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1994

의 프로그램과 강령들이 규정ICPD(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생산권의 내용으로 자녀 가질지 여부 터. ,①

울 시기 등에 관한 선택 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에 대한 접근 만족스럽고 건강, , ,②① ③

한 성생활의 권리 적절한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정보 및 선택 접근권 차별 강제 폭력으, , , , ,④ ⑤

로부터의 자유로운 재생산 결정 여성이 안전한 임신 출산을 하고 건강한 아기의 출생을 위, ,⑥

한 의료케어서비스 공급 개인과 커플의 자기 삶 미래 세대 공동체를 위한 책임 정부와, , , ,⑦ ⑧

공동체의 재생산권 보장 책임등이 포함됩니다.11)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와

9) J. Braucher, “Tribal Conflict over Abortion,” Georgia Law Review, vol.105, 1989.
10) 고F. Olsen “ (want)” “ (need)” . F.

Olsen, “Unraveling compromise,” Harvard Law Review, vol.105 (1989). “right
고to choose”

.
11) Petchesky, Rosalind Pollack, Reproductive and Sexual Rights,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Occasional Papers 8, 2000, pp.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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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러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수단에 대한 접근권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재생산권이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종합성 복합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 ·

는 관계성과 맥락성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여성이 그가 처한 생활관계와 그것,

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의 환경에 대하여 진정한 주체로 되기 위한 제반의 조건들에 대한 고려

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의 욕망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desire)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은 이런 맥락에서 재정의될 때에야 비로소 그 헌법적 의미를 충분히 실

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나 상황으로부터 단절된 채 눈 앞의 어떠한 선택지.

를 고르는 권리만을 의미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임신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

은 임신 출산 후에도 임신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생활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유의미· ·

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러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의 말처럼 임신과 출산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남성과 사회 그리고 주정부의R. B. Ginsburg “ ,

관련 속에서 여성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평등한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과 직결되는( ) , ”

사안입니다.12) 그것은 어쩌면 시민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어쩌면 인간다운 혹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권리로서 구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생활세계로부터 배척당하.

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혹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점에서 임산부의 자기

운명결정권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권 대 자기운명결정권4.
이 지점에서 임신중절의 합법화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의 대립문제로

처리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법판단의 과정에서 이를 다루는 방식은 독일과.

미국의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그대로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인간성 의 문제로 수렴하고 이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대척점에 두고자 합니다“ ” .13) 반면 미

국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이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 과 임신의 계속으로(right to choice)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여야 할 주의 이익 의 대립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미국연(state’s interest) .

방대법원은 사건에서 연방헌법에서 말하는 인간 은 출산 이후의 사람에게만 적용되Roe (person)

는 것으로 태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에 생명권의 문제가 국가주권의 문제로 전

12)
고,

. R. B. Ginsburg, “Some thoughts on Autonomy and Equality in relation to Roe v.
Wade,” North Carolina Law Review, vol. 63, 1985

13) BVerfGE 39,1.
고 고.

고 고. 1993. 5. 28. Karlsruhe 12
,

. , .
고, ( 2,000DM)

고“ ”
고 . G. Amendt, ,

, , 1995, 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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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 것입니다.14) 바로 이 때문에 초기의 판단들은 미국이든 독일이든 동일하게 주관적 개인·

적 이익에 봉사하는 자기운명결정권은 절대적 성격을 가지는 생명권 혹은 국가주권에 그 자리

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임산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와 같은 경직된 입장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생명권 혹은 국.

가주권을 상위의 가치 내지는 절대적 법익으로 구성한 다음 그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임

산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지의 여부만 심사하였던 태도에서 점차 이전하여 양자의

가치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자간의 이익형량. Roe

의 방식을 취하면서 분기설 을 취하거나 혹은 시 사건3 (trimester doctrine) Akron 15)에서 제기된

지나친 부담의 법리 등을 통해 양자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undue burden doctrine)

였던 것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소위 판결을 통해 임신 주 내의, 1993. 5. 28. Kahlsruhe 12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생명의 개념을 절.

대적인 것 혹은 절대적으로 존엄하여야 하는 인간성 의 기본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

태도를 바꾸어 태아의 경우에는 형성중의 생명이거나 생명의 전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화,

하면서 이를 사회구조적 억압에 처해 있는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조화롭게 형량해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합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이미 폐기되어 버린 과거의 독일의,

예와 유사하게 이 문제를 파악했었습니다 태아는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 혹은 생성중인. “ ” “

생명 임을 인정하면서도 생명권의 절대성과 그것이 기초하는 인간 존엄성의 절대성을 들면서”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은 이에 종속되는 하위의 가치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16) 여기서 귀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

유 때문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태아의 생명” . .

을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우선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지를 제

공하지 않았습니다.17)

14) Roe .
.

(compelling state interest) (strict
scrutiny) .( .)

1/3 , 2/3 3/3
(state) (potentiality of

human life)
고 .

15) City of Akron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Inc., 462 U.S. 416(1983)
16) Roe White (the convenience of

고the pregnant mother) .

.
17) 고 , ·

.
·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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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서 귀 헌법재판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 으로“ ”

서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 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인간 이 아니라 인간으로“ ” . “ ” “

될 예정인 생명체 에 불과하며 그 생명 또한 생성중인 생명 이라고 단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 “ ” .

다면 이 결정은 그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 가 가지는 생성중인 생명 이 온전한 인간으로“ ” “ ”

서의 임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급격하게 바꾸도록 강요하는 임신을 그 임부의 의사에 반하

여 계속 유지하도록 형벌로써 강제하여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별도로 규명하였어야 했습

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자신의 기존 생활환경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임부의 자기운명결정.

권보다 더 중하며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는 단순한 인간

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존귀함이라는 윤리명제 외의 별도의 논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생성중인 생명 이라는 말은 태아의 모체종속성을 의미합니다 태아는 그 생명의 유지“ ” . “

를 위하여 모 에게 의존해야 하는 종속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태아는( ) ” .母
모체와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며 다른 신진대사를 하는 모 와는 별개의 생명체 인 것은 분, “ ( ) ”母
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순수하게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판단입니다 의 말. , , . G. Radbruch

처럼 가치를 다루는 영역으로서의 법판단은 이러한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사실을 헌법적 가치에·

포섭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연과학적 의미의 생명과 헌법적 의미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적 의미의 규정에 태아가 가지는 모체종속.

성이라는 본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건이나 독일의 사건 또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임신 주 내지는 주를Roe Karlsruhe 12 24

기준으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법리적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때까지의 태.

아는 자연과학적으로는 생명이지만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생명의 실체를 완전히 구비하

지는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태아는 잠재적 생명 혹은 생성중의 생명이기에 헌법.

적 보호대상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중요한 법익과의 관계에서는 불가피하게,

형량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생명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태아가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 ,

는 이유 는 이런 판단에 결정적인 것이 못 됩니다 물론 판결은 이러한 태아의 상태가 중요” . Roe

한 판단기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 사건, Webster 18)에서 이런 논거는 실질적으로 폐기되다

시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까지의 태아의 상태는 모체종속성이 너.

무도 중대하고 결정적이어서 임부의 생활이익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면서까지 보호하여야 할

생명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그 중심 논거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형성중인 생명 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이 생명체에“ ” ,

대한 헌법적 판단 또한 그 형성 의 상태에 부응하여 비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 ” .

기서 귀 헌법재판소가 인간초기배아가 생명체 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 ” “

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

습니다 실제 초기배아의 경우 세포분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 “

성 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명의 유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모체와의 결합을 하지 못하”

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궁에 착상하게 되면 모체의 작용에 의하여 원시선이 나타나.

고 모체와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생명의 실체를 서서히 갖추어나가게 됩니다 모체의 존재는.

이 점에서 초기 태아에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생명요소입니다 태아가 생명으로 형성 되는 것. “ ”

은 스스로 독립한 생명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체의 일정한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아의 생명은 실존적으로는 태아의 주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모체를 통하여.

18)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 109 S. Ct. 304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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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에 의존하여서만 가능한 피동태로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런 관계틀 속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 혹은 모 와는 별개의 생명체 라는 관점이 아니라. “ ( ) ” ,母
모에 대한 태아의 절대적 의존관계라는 관점에서 그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재구성될 필

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형성중인 생명권과 삶의 본질적 변화를 회피하기를 원하는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

충돌 문제는 결코 전자의 절대화를 통해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임신 초기단계에서의 태“ ” .

아의 생명은 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임부의 생활상의 이익

이 이를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비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거나 임신 출. ·

산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사회적 지위 자체가 훼손되거나 혹은 임신유지 양육에 필요한· ·

경제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의 사회적 위험은 임부의

삶 이는 넓은 의미의 생명권 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right to life) 19) 은 전적으로 모체의 작용-

에만 매달려 있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20)

임신중절의 법리학5.
그렇다고 해서 임신 초기의 태아가 가지는 생명권에 대하여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절대적으

로 우월하다거나 혹은 그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 “

간생명의 잠재성 에 대하여 주정부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 은 임신의(potentiality) [ ...]

전기간에 걸쳐 존재한다 라는 시 사건에서 대법관의 판시는 이 점에서 경청할” Akron O’Connor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초기의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임신 출산에 수반되는 여성. ·

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해소하고 완화시켜야 할 의무를 계속 지게 되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

태아의 잠재적 생명권을 보전하여야 할 헌법적 당위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도 부모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의료보험의·

적용거부 시술병원에 대한 국가원조의 거부 등과 같은 부담을 지우면서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임신중절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장애를 부과하는.

것으로 임신 출산의 문제를 임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임신중절이 개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

19) ,
.

고 . , “ ”–
고” -,“ 39 1 , 2010, 93-133 , 108

. 21 (
고 .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except according to procedure established by law.)
(dignity), (living condition), (health)

고 . Shantistar Builders v. Naryan Khimalal Totome &
Others, 1 SCC 520(1990). “ (human
being) .

고(facilities)
고 고. .”

. Chameli Singh & Others v. State of Up & Anr, 2 SCC 549(1996)
20)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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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는 문제로만 환원시켜 버리고 만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잘 못된 수단이 선택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대비가 아님은 누차 언급하였습

니다 사안의 본질은 임부의 개인적인 생활이 사회공동체 내에 어떻게 포섭되며 이 과정에서 임.

신이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그러한 관계망과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부와 태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

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투성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이 세계. ( Geworfenheit) .投性
내에 던져졌고 이렇게 던져진 상태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규정되어진 세계내적 존재, (In

입니다 임신이라는 사건 역시 그 피투성의 현실일 따름입니다 임부와 태아의der Welt Sein) . .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는 이런 상황구속의 틀 속에서 구성되어야 합니,

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권과 자유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형해화.

되고 도식화된 관념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부와 태아 산모와 영유아가 더불. ,

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권의 진정한 의미가 존재할 것입니다.

결론6.
의견진술인은 이런 이유로 해서 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물론 임부가 가지는 삶의 가치와 태아의 생명권을 더불어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

는 경우에 따라 가부장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내에서 전자의 가치와 후자의 가치 간의

경중을 따지고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무엇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엄밀히 보자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입법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정치.

적 결단의 장을 열어둔다는 의미에서라도 생명권의 절대성에 지나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귀 헌

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는 폐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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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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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성21)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이한본

들어가며

여성의 임신중절22)은 일본 의용 형법 전까지는 조선시대 대한제국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

는데 년 형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의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운, 1953

다수 의견에 따라 현행 형법과 같은 낙태죄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년대부터는 강력한. 1960

출산억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년 우생학적인 사유 윤리적인 사유 범죄적인 사유 보1973 , , ,

건의학적인 사유 등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명문화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출.

산억제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는 모자보건법의 예외규정은 명목적이었고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시술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

현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년 프로라이프의사회에 의한 불, 2010

법 낙태의 고발사건 그에 맞춘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종합대책 발표와 불법 낙태 단속,

강화 의지 표명 년 년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해 임신중절, 2016 , 2018 ‘ 14 1

수술을 한 경우 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로 규정하겠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등이’ ‘ ’

있을 때마다 사실상 암묵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거

나 수술비용이 치솟아 영아유기가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신중절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건강권이나 생명권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인간, , ,

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고려라는 관점은 거의 전무했고 여성의 생명 몸과 삶은 종교적 관,

념에서 유래한 태아의 생명이나 국가의 정책보다 하위에 놓인 채 그에 따라 통제되어온 것입니

다.

낙태죄의 위헌성.Ⅱ

낙태죄로 제한되는 기본권에 관하여1.

가 재생산권.

21) 2018. 5. 18. .
22)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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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모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지원이 빈약하고 여성이 양육의 차, 1

적인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출산 이후의 여성의 삶이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의 노고로 점

철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제한이 되는 기본권을 임부의 자기결정권 으로‘ ’

만 협소하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임부의 자기결정권 외에도 재생산권 까지(reproductive rights)

확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 년 전부터 유엔 등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20

재생산권은 커플들과 개인들의 그들의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 ,

는 기본권’23)으로서 인간의 재생산 활동에 관련된 포괄적 권리로 정의됩니다 재생산권이란 개.

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과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에, , , , ,

대한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인 권리입니다.24)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조는 자녀의 수 및 출1984. 12. 27. (CEDAW) 16 “

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

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를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보장하도록 하는 등 재생”

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생산권은 위와 같이 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이후. 1987

에 헌법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논의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 개념으로 우리 헌법,

에서는 헌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0 , 34 1 , 37 1 .

나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형법상 낙태죄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 조, 14 ,

동시행령 제 조에 의하더라도15 임신 주 후부터는24 임신중절에 대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

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차 예외 사유를 두’

지 않는 전면적인 금지를 하고 있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여성은 임신중절을 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

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의 위험 속에 시행하기 때문에 안,

전성을 담보 받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와 미국 연구 단체인 구트마커연구소가 지난 월 의학전문지 랜싯(WHO) 9 ‘ ’(Lance

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만 건의t) 2010 2014 2500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났고 가 아프리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뤄, 97% ,

졌습니다 연구진은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피임에 대한 정보 부족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 ,

접근 제한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으며 임신중절을 아예 금지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23) U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of Actions, 1994,
para. 7.3.

24) , ‘ : ’, 26
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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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울 때만 허용하는 나라에선 건 중 건만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임신중절이 좀4 1 ,

더 폭넓게 허용된 국가에서는 건 중 건이 안전하게 시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10 9 .25) 형법은 임

신중절을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고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는 결국 여성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져 있으므로26)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임신중

절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소결.

낙태죄와 관련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재판소가 년 결정에서 판시한 바 있는 여성의2012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재생산권과 건강권 생명권도 포함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

니다 특히 재생산권은 여성만이 가진 권리가 아니고 남성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 ,

에 낙태죄의 문제를 당장 임신중절을 고민하여야 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의 문제

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합성2.

가 형법의 과잉도덕화.

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2012 ‘

적이 정당하고 임부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법 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태아가 인간인가에 대한 철학적 생물학적인 논의와 별개로 태’ .

아의 생명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보.

호라는 생명윤리를 위하여 임신중절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은 형법의 과잉도덕화‘ ’27)가

아닌지 그 입법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형법상 낙태죄는 아무런 예외를 규,

정하지 않고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합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

다.

헌법재판소도 이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의 영역에 맡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

황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ㆍ

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8) 모든 임신중절 행

25) , 2017. 11. 13. 「 」
26) .
27) , ‘ ’, , 54 3 , 2013 , 701-702 .
28) 고2015. 2. 26. , 20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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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일률적 처벌을 규정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각종 국제협약과 우리 헌법과 전체법체계의

확고한 기본질서인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나 낙태죄의 사문화 경향과 악용가능성.

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낙태죄가 입법목적을 달성 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 이라는 판단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근거 없는 판단임이 여러 연구와 데이터”

에 의해 드러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만 건의 낙태 수술이 국내 한 연구진에 따르면 부터17 , 2016. 10.

까지 연간 만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며2017. 10. 50 29)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연간,

약 만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소되는 건수는 연간100 . 10

여 건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최근 년간 여건의 낙태의 죄 판결에서 실, 2012. 8. , 5 80

형이 선고된 사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조산사 단 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피고인은 선고유예1 ,

와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51.3%) (36.3%), .30)31) 이처럼 사문화된 낙태죄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법의 적합성을 갖추

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가 사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한 폐지가 절실한 현실적

인 이유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절의 필요성 이외에도 낙태죄로 여성이 실제 입건되는 사

례가 대부분 이별하려는 여성과의 관계 유지 또는 금전적 요구를 위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

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에 따르면 년 진행한 낙태 상담. ‘ ’ 2013

건 건 가운데 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하며 낙태죄의 고소 협박과12 10

관련한 대부분의 상담은 결혼 약속을 한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32) 이는

낙태죄가 의도했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기보다 악용되고 오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다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임신중절율의 상관관계.

일부에서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임신중절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현재보다 훨, 2012 “

29) , 2017. 11. 28. ‘ “ 50 ... ”’
30) 고, 2017. 11. 28. ‘“ ” ’
31) 고 고27 “ ” , .

고 고 .
32) 고, 2013. 11. 7. ‘ 12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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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

도덕을 이유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임신중절의 법적인 허용과 임신,

중절율 간에는 정비례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절율의 증가 우려를 이유로 처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국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임신중절의 법적인 허용과 임신중절율 간에는 역비례 관계

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임. , , ,

신중절 합법화 국가에서 임신중절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루마니아 러시,

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임신중절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33)

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임신중절율의 저하와 그로 인한 태아의 생명 보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임신중절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임신중절의 범죄화와 임신중절율의

저하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통계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의 적합성을 명백히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균형성3.

가 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2012

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별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2012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

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하였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태아의 생명권 인정 여부.

형법학계의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더 나아가 모자보건법상의 임

신중절 허용사유를 모두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조차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는

주장을 논거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34)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

하든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며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국가의 의,

무로서의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법, 35)은 사람의 시기 를 전부노출설 에 따라서 형( ) ‘ ’ ,始期
33) , [ ], 2017. 11. 27. ‘ ’
34) ,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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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의 시기 를 진통설 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어서( ) ‘ ’始期 현행법상 태아는 당연히 사람 이‘ ’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 가 아닙니다‘ ’ .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어 생

명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아무런 논증도 없이 태. 2012

아가 생명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기본권을 대립 구도에 놓고 형량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심판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

다 태아의 생명권 인정에 따른 논리 모순.

별다른 근거 없이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

안 될 것이며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하였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단계를 기준으로 보호의 정도

를 달리할 것은 아니 라는 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에 의할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2012

자기낙태죄의 합헌근거로 삼은 모자보건법 제 조는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14 . 생명권은 절대

적 기본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인데,36)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

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을 가진 태아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태아 혈, , ,

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태아 모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태아에게는, 생

명권을 아예 박탈하여 침해의 최소성이나 비례의 원칙을 따질 수 없는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자보건법의 존재를 낙태죄의 합헌 논거로 사용하였으나. 2012 ,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모자보건법을 사유에 따라 생명권을 아예 박탈하는 위헌법률로 만

드는 논리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가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낙태죄로 인해 침해되는 여,

성의 기본권이 여성의 생명권을 포함하는 이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모자보건법과 동시행령에 의할 때에도 주 이상의 경우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24 )

태아의 생명권만을 공익으로 구성하여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낙태죄의 합헌성을 설명할 수 없

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라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

미 연방대법원도 사법 역사에 획을 그은 판결에서는 수정헌법 제 조 제 항에Roe v. Wade “ 14 1

서는 사람 이 세 번 언급된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이 단어의 사용은 태어난 이후에 적용 가‘ ’ ...

능한 것들이다 태어나지 않은 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생명은 살. ...

35) 762 , 1000
고 고, 1064 ,

고, 3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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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출생할 때까지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은 항상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37)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 생명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 가능성과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국내법에서는 배아 태아 영아 사람 사체에 따라 보호법익과 형량 기본권 주체성에 분명히, , , , ,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조는 잔여 배아는 원시선이 나타‘ ’ 29

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

라면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에 대해 형량을 하거나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 년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에 따르, 2012

면 임신 주에서 주까지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1 12 ,

한 신경생리학적인 구조나 기능들은 갖추지 못하여 감각을 분류하거나 감각의 발생부위 또는

그 강도 등을 식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39) 현실에서도 임신 주까지의 태아는 세포 분열을 시작하지8

않아 배아 로 불리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년 지침을 통해 난임시술에 사용할 수 있는 배아‘ ’ , 2015

를 기존 개에서 개로 줄이기도 하였는데 임신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개에서 개까지 이식된5 3 , 2 5

배아는 개만 남기고 나머지 배아는 선택유산을 하게 됩니다 선택유산은 대부분 주에서1, 2 . 8

주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선택유산의 방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방법과 동일하며 선택유산12 , ,

은 처벌받지 않고 그 누구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현행법상 엄연히 연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배아 난임시술에 사용되고 있는 태아,

까지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선언한 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생명권2012

과 여성의 기본권을 대립하는 구조에 놓고 형량하는 심각한 법리적인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바 생명발전단계와 최소침해성의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태아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과 다르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년 의료법상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2008 ‘ ’

다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해 동일한 생명이라는 이유, “

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

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

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고 판시” 40)한 바 있습니다.

37) Roe v. Wade, 1973, 410 U.S. 113.
38) ,“ ”, , , 121 , 2010. 12.
39) 고, 2012. 8. 23. 2010 402
40) 고, 2008. 7. 30. 200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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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법익과

여성의 기본권을 형량하여 배아 또는 태아의 발전 단계에 따라 여성의 전적인 선택에 따라 임

신중절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조항조차 두지 않은 현행 낙태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형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 수범자의 기대가능성 자기책임원리. ,

형법상 예외가 없는 낙태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도 학업의 영구 중단

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41)에 굴복했다는 이유로 연인과 헤어진 이후 발견한 임신에 대한 임신,

중절도 이혼 후 발견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중절한 경우도 분유 값도 댈 수 없는, , “ ”42) 정도

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임신중절 등도 비난가능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생명윤리를 형사제재의 위협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입니다.43)

또한 육아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빈약한 복지 현실과 현재 의학기술상 부작용이 없는 완벽

한 피임 기술이 없다는 사실44)을 고려할 때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것이든 어느 경우의 임신중절도 한 개인이 형법적으로 책임을 져

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별개로 분리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임신.

중절로 인하여 여성은 심각한 건강상의 침해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깊은 죄

책감까지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신중절 이외에는 어떤 선택지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임

신중절을 감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행 낙태죄와 이에 대한 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인 평균인에게2012

기대되는 행위가 아닌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범자의 기

대가능성을 무시한 것이고 따라서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13

입니다.

소결론4.

41) 10 10
.

, “ : ”, 26 4 ,
2010, 105 .

42) , “ ... , ”, , 2013, 37 .
43) , 702 .
44) “ 20% ” , “

고” . ,“ ” : 對
“, 26 4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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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인하여 제한되는 여성의 기본권은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과 생명권입니다 형법, , .

의 과잉도덕화와 낙태죄 처벌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의문이 들며 방법의, ,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태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가의 태아의 생, ,

명보호 의무만으로는 예외 없이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여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이 인, ,

정되지 않아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모자보건법의 위헌성 검토.Ⅲ

가 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모자보건법 검토의 필요성. 2012

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법이 낙태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2012

제 조의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14

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하였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을 인,

정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을,

합헌근거로 사용한 것은 모순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사유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는 모자보건법은 위헌을 면할 수 없습

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죄의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과는 직

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최소침해2012

성을 부인하였으므로 모자보건법의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나 모자보건법 제 조의 구조. 14

모자보건법 제 조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동조 제 항 각호 사유가 존14 1①

재하고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 ) ,② ③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위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신 주가 넘어서는, 24④

안 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5 1 ).

다 배우자의 동의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은 배우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합니다 동법은14 1 ‘ ’ .

배우자 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민법상의 배우자와 같은 의‘ ’ ,

미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배우자와 태아의 생부가 다를 경우 모자보건법은 도저히 합헌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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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 호의 사유 즉 태아의 생모와 생부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1, 2 ,①

또는 전염성 질환이 없음에도 임부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임신중절이 허용됩

니다.

제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혼자가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하여도 배우자의 허락이3 ,②

없으면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합니다.

제 호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동의권자를 생부가 아닌4 ,③

배우자로 해석하면 태아의 모친도 부친도 아닌 자가 태아의 출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

다.

다 평등권 침해.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은 각호 사유가 있으면서 임부 스스로 임신중절을 원하더라도 배우자14 1 ,

의 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남성에게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할 최종.

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며 미혼인 임부는 상대 남성의 동,

의 없이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자기 판단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으14 1

므로 기혼인 임부와 미혼인 임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

니다.

라 여성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14 1 15 1

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 및 임신 주 이내라는 제한을24

두고 있어 임부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법 제 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주일 이내인15 1 “ 14 24

사람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 조의 모든 인공임신중절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 14

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도 임신 주 이내라는 주수 제한을24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 조 제 항은 인공임신중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우생학적 유. 14 1 ,

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유보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대통령령에 주수 제한을 위임할 근거가 없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15 1

은 법률상 근거 없이 주 이내로 인공임신중절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24

도 반합니다.

나가며.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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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현대의 헌법 하에서는 그 어떤 논리로도 위헌성을 치유할 수 없으므로 위헌임이 명백

합니다 낙태죄 폐지반대론자들은 외국의 입법례를 자주 언급하는데 서구 선진국들의 낙태 관. ,

련 규제들은 모두 세기의 형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을 통해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19

므로 서구 선진국들이 처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주장은 낙태죄 폐지 또는 보완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낙태, .

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거나 개정을 통해 낙태죄를 삭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의 위법성조각 사유,

는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므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리적,

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 주장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에 다시 임.

신중절의 처벌 규정을 넣자는 것으로 낙태죄 폐지론자들이 고려할 만한 주장이 되어서는 안됩

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안전한 임신중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에 대한 규제, ,

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동일한 형식의

규제로도 충분할 것입니다.45)

45) 고 고20 32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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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왜 기독교인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가-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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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독교인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가“ ”

-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 -

낙태죄가 문제다.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년 월 일 나를 포함해 명이 이름을 올린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 철2017 12 14 , 115 ‘

학 신학 연구자 연대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의 일부다’ .

현행 낙태죄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인구통제정책에 따라 년 형법 제정 때부터 낙태는 죄로 규정되었는. 1953

데 당시 이성애가부장제도가 기본값이었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렇게 낙태의 고통과, .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 없이 국가의 의도만으로 낙태가 죄로 규,

정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

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는 이런 목소리를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인 주장 이라 꾸짖으며. ‘ ’

낙태죄 폐지 주장을 생명경시 라고 몰아붙였다‘ ’ .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의 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의 것이다 나도 당신도. , .

교회도 국가도 아닌 그 여성이 그 몸의 주인이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

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회는 다양한 안정망과 지원정책을 갖춰

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생명을 지닌 존재를 포함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숨결과, ‘

의지 에 따라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처럼 만물 안에 깃드신 하느님 은 우리에게 성서와 함께’ . ‘ ’ ,

또 하나의 책 인 창조 세계와 이성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팎에 생동하는 하느님의 숨결이‘ ’ .

존재하기에 모든 사람은 자주적 결정 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결정은 서로에게 다양한 영향을, ‘ ’ .

주기에 할 수 있는 한 토론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다, .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교 그룹은 성소수자나 이슬람 신자들의 권리와 삶을 이성애자나 그리스도

교 신자들이 결정하겠다고 우긴다 그들은 또 여성들의 권리와 삶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우.

긴다 대체 누가 이들에게 누군가의 권리와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을까 이 땅의 보수 개신. .

교회는 성소수자 이슬람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천주교회 주류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 앞,

장서는 현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교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

내가 동행하는 신 내게 삶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신은 그런 권리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

이 없다 신이 아닌데 신이 되려는 시도는 항상 위험하다 종교인이라면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 .

이다.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 가 아니다 우리는 종교가 그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 .

때마다 왜곡되고 부패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종교는 사회와 동행 하는 존재일 뿐이다 종. ‘ ’ .

교는 그렇게 서로에게 배우며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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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는 또 다른 길 이 되어야 한다‘ ’ .

성서와 교회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날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 배제를 그리스도교 성서, ,

문구나 교리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혐오나 차별 배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종교인의 정체성 은 성서 문구나 교회의 교리, , ‘ ’

적 입장을 순응하는 것이라며 갈등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양심적이며 정직한 그리스도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말이 있?

다 성서와 교회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성서와 교회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 ‘ .’ .

든 사안과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성서와 교회의 목적이나 방향성은 모든 걸 말.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을 걸 더 분명하게 주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 가운데 또 한 번의 개혁을 이끌어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서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다 이처럼 성서의 주요 관심사는 나자렛 예. “ ”. ‘

수 그리스도 다 어떤 이들이 오용하는 것처럼 성서는 과학이나 의학 역사나 윤리 등에 대해’ . ,

질문하거나 답하는 책이 아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 이다 그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 .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여러 공동체들과 회람하던 걸 모아서 엮은 책이다 그 목적은 우리가 따르. ‘

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강조하는 성서’ .

의 주요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사회다 간혹 성서에서 과학이나 의.

학 역사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고대 사회의 눈높이 에 맞춰진 이야기다, ‘ ’ .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신자들은 성서에 그 이상을 요구한다 성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

고 왜곡된 기대를 한다 성서가 삶에 필요한 모든 정답과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고 믿는다 그래. .

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책인 창조세계 그러니깐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

려주는 현대 과학 의학 사회학 철학 등은 읽을 생각이 별로 없다 읽더라도, , , . 신앙과는 별 상관

없거나 부차적인 도구들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성서만 읽고 삶에 필요한 모든 정답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 .

성서는 과학책이고 의학책이며 사회학책이기도 하고 철학책이 되기도 하는 만능 책 이다 그러‘ ’ .

다 보니 창조과학이란 유사과학 다시 말해서 사이비과학이 통용된다 과학책이나 의학책이 아, .

닌데 현대, 인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할 온갖 질병과 생태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성서가 구체

적인 정답을 준다고 과장한다.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의학이나 윤리학에서 생명 이나 인간됨. ‘ ’ ‘ ’

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직 성서에 어떤 문구로 기록되어 있는가 라거. ‘ ’

나 교회 회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를 찾고 외우는데 집중한다 설령 현대 과학이나 의학‘ ’ . ,

윤리학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관심을 갖더라도 교회의 가르침보다 하위 지침 처럼 여기는 오만‘ ’

함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 이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끔직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

인행위 를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는 일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신학과 언행에 동의할 수” ‘ ’

없다 그들은 성서와 교회가 다 말하지 않는 것 나아가 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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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이 아닌데 마치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

있다.

홀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제대로 된 논의나 성찰 없는 교리나 신념에 기대어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악

마화하거나 낙인찍는 폭력적인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진 그룹.

이 자신과 다른 의견과 지향을 가진 그룹이나 개인에게 그런 낙인찍기 방식의 영향력을 행사하

려고 한다면 한 명의 그리스도교 신자이자 성공회 사제로 적극 저항할 수밖에 없다, .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가 누가 살인을 조장하는 진짜 범인 일까 우리는 제대로‘ . ‘ ’ .’

질문해야 한다 그런 선택을 죄로 만들고 구조화하는 권력화된 남성 중심의 이성애가부장제를.

언급하지 않고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폭력과 살인행위로 몰아가는 일,

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아래 통제하려하고 그로 인한 문제나 해결,

은 연약한 한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이 땅의 주류 극우 세력과 공명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

서는 안 된다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사회적으로 라는 지향과 태도로 사회와 소통하며 또 다. ‘ , ’

른 해법을 모색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는 여성의 소외와 고. ‘

통 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선택이 여성들’ . ,

을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서 시작해야 한다.

생명이냐 선택이냐 로 단순화시킨 구도 너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홀‘ , ’ ,

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는.

법적 보호나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낳을 권리 도 함께 얘기하‘ ’

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 가운데 현대 과학이나 의학 사회학이나 윤리학 등이 연구하. ,

고 논의 중인 이야기를 깊고 넓게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략한 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낙태죄를 옹호하는 이들

이 있다 무엇보다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한. .

번 더 강조하고 싶다 당신과 나 우리가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 .

는 가난 이주 장애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여러 사람들, , ,

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다양한 안정망과 지원정책을 갖추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 기억하자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 , . , .

민김 종훈 자캐오- ( )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

이 글은 년 월 종교인평화회의에서 발행하는 월간 종교와평화 신문 에 기고한 내* 2017 12 , ‘ ’「 」

용을 포럼에 맞춰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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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낙태죄는 위헌이다 가- ( ) -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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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낙태죄 폐지로 여성에게 안전한 재생산권과-

존엄한 노동의 권리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 36 -

( )

고. .
.

. ,
.

,
, . .

고 . 2018
554 9000 208 3000 (37.5%)

, 37.5%, · 26.8%, 15.1%, 13.6%,
6.9% .

.
.

고.
.

고.
,
고. .

.

, .
.

고,
고.

고 .

고. .
고 고

고 .
고

, . .
고

.
,

고 고.
고,



- 37 -

.

2010~2017 7
고38.3% . .

고300 , 100
.

고? ?
고 .

.
,

.

.
.
고 . .

고 .
. .

고 .
.

.
고. .



- 38 -



- 39 -

발표 6.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 조사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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