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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적 대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lternatives of the Decree on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Abortion Law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

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신한 여성

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수십 년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낙태죄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는 개선입법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선입법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법개정

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고자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며, 임부

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게 절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낙태를 허용하되 정당화 사유없이 낙태허용가능 시기를 

12주 이내로 제한한다. 단, 12주 이후의 낙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한

다. 또한 낙태결정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요소로 제안한다.

주제어 : 낙태죄, 모자보건법, 태아, 임산부, 재생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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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1)

위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인의 의견이 3:4:2의 단순위헌의견, 헌법불합치의견, 

합헌의견으로 갈라졌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2년 결정과는 달리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및 여성들은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두시위를 

벌이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만약 낙태죄에 관해 단순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3) 따라서 위 조항들에 의해 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단순위헌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런 법적 혼란 및 법적 공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4)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낙태죄가 단순위헌결정에 적합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개선입법의 시점까지 정해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불합치법률을 잠정적으로 계속적용할 것을 

명한 것이다.5)

현행법상 낙태죄의 체계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 내지 제270조)’와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6) 하지만 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면서도 

1)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4인의 재판관의 법정의견.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4)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헌법소송연구』, 2011, 21면.

5) 남복현, 앞의 논문, 22면. 

6)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정당화사유에 한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
계’는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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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일정한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사유 등이 있는 

경우 형법상의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결국 원칙은 

금지하되 예외는 허용하는 법원리를 적용하고 있다.7) 즉, 낙태를 원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상당한 제약의 범위 내에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이며,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 외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은 전혀 포섭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낙태죄조항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았다. 즉 가족계획(자녀의 수나 터울 및 출산시기)을 결정하는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연구이다.8) 

하지만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재생산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9)

자기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다. 또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 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덜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0)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소수의견11)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도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12)고 하였다.13) 

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
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신동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생명,윤리와 정책』 제2권 제1호, 2018, 57면. 

8)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조용호, 이종석 2인의 재판관의 합헌의견.

9)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조용호, 이종석 2인의 재판관의 합헌의견.

10)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조용호, 이종석 2인의 재판관의 합헌의견.

11)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조용호, 이종석 2인의 재판관의 합헌의견.

12) 헌재 2008.7.31. 선고 2004헌바81; 헌재 2008.7.31. 선고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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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소도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대립되어 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간의 다툼에서 양측의 입장을 (입법의 범위와 기준을) 

절충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도 단순위헌의견, 단순합헌의견, 그리고 불합치의견으로 갈린 것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를 전적으로 

옹호하면서도(단순위헌의견) 태아의 생명권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왔던 기존의 

낙태죄 체계를 옹호하지도(단순합헌의견) 아니하고 입법부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요구하는 결정(헌법불합치의견)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공은 입법부에게 넘어갔다. 

이제 국회가 2020.12.31.까지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법은 사회정의를 위해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규범한 원칙이다. 낙태죄가 

사문화되었다 할지라도 법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신 기간 전체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가능기간과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정하여14)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존엄권과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허용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입법적으로 절충된 형태의 개선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상 낙태죄의 체계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15)되어 있으므로 모자보건법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간방식, 상담모델방식의 결합형태를 통해 ‘낙태에 대한 선택권‘의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한다.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먼저 낙태와 관련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낙태권리간의 기본권충돌17)이 발생함에 

있어 기한방식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개선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의 권리도 보호하며,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개선입법시한을 준수하여 2020.12.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코 낙태죄의 법개정이 되지 않아, 낙태죄가 폐지되는 최악의 사태는 

재 2012. 8.23. 선고 2010헌바402 참조. 

13)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4인의 재판관의 헌법불합치의견.

14)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4인의 재판관의 헌법불합치의견.

15)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 402;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 127 참조.

16) 모자보건법상 예외적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대한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사유는 사
회 상황에 따른 낙태 허용이다. 즉 미성년자․미혼자의 임신,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사유를 들 수 있다. 

박남미,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제78호 2018, 37-39면. 

17) “기본권충돌의 대표적인 예로 임신중절(산모의 자기결정권 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 명예를 훼손시키는 소
설의 출판(출판의 자유․예술의 자유와 명예 훼손된 자의 인간의 존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기본권의 충돌은 
한 기본권이 그의 효력을 주장함에 있어 다른 기본권의 효력을 희생시킨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기본권충
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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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태죄조항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상태이므로 

낙태죄조항의 입법개선을 하고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이론적 접근을 통해 

먼저 제2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법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는 태아의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성격에 관하여 태아의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낙태죄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 및 근거, 자기결정권의 주체 및 내용,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 및 재생산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낙태죄에 관한 주요국가의 판례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방안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1절에서 

서론을, 제2절에서는 낙태 허용시기 및 허용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설명하고, 

제3절에서는 낙태수술 결정단계에 관한 내용, 제4절에서는 법률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적응사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원칙적으로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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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법리

제1절 태아의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성격

Ⅰ. 태아의 생명권

모두에서 밝혔듯이 낙태의 자유화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충

돌한다. 이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을 먼저 살

펴보기로 한다. 

태아란,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임신 초

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18)를 의미하며, 보통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

(임신10주)까지는 배아, 수정 8주(임신10주) 이후부터 출생 때까지를 태아로 구별

한다.19) 한편 의학적으로는 수정 후 단계를 전배아 내지 배아(embryo)로 부르고, 

태아기(fetal period)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정 후 9주 정도 후부터 출생 전까지로 

분류한다.20) 

법학에서는 법 분야에 따라 태아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 먼저 민법에서는 태아를 

포태 이후 모태에서 분리되기 직전까지의 자를 말한다.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

에는 ‘인(人)’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

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태아의 출생 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살아서 태

어난 후에 태아였던 시기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21)

예외적으로 태아를 “人"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상속순위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유증에 관한 경우이다(민법 제1000조, 제762조, 제1064조).

형법에서는 태아를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한다. 그 시기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

한 때로부터’이다. 착상은 통상 수정 후 7일경에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의 생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보호를 할 수 없다. 이후 진통 시부터는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되

어 살인죄의 객체가 됨으로써, 생명의 단계에 따라 생명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

도가 달라진다.22)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의 기원을 수정 후 14일이 지난 태아부터라고 보고 있

다. 수정 후 14일이 지난 태아부터 사망시까지 인간은 생명권을 가진다23)고 하였

다. 

18) www.naver.com에서 “태아”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604&cid=51007&categoryId=51007(검색일2019.9.18).

19)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604&cid=51007&categoryId=51007

(검색일2019.9.18).

20)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옥주, 이근덕, 한
정열,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2면.

21) 조근태,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5, 530면.

22)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3) 홍성방, 앞의 책,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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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우리헌법에서는 생명권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으나, 생명권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며,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기 때문에 명문상의 규정으로 생명권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

다고 할 수 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37조1항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문에서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

다.25)

태아의 생명권 또한 생명권과 공통된 부분이 있다.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서 살펴보자. 홍성방 교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연령과 지적 성숙도, 의

사와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정신병자, 범죄인, 기형아, 태아, 식물인

간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된다’며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의 주체가 된다고 긍정하고 있다.26)27) 

또한 성낙인 교수는 낙태로 인해 생명이 박탈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

며, 생명이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낙태의 자유를 좁게 인정

하여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28)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인 생명인 태

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

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

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29)라고 판시하고 있다.30) 

하지만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결정함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31)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

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24) 김연정, “헌법상의 기본가치와 낙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15면 참
조.

25) 김연정, 앞의 논문, 18면.

26) 홍성방, 앞의 책, 160-161면.

27) 그러나 김학성 교수는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존엄권의 향유자는 될 수 없다.”고 한다. 김학
성, 『헌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9, 208면.

28) 성낙인, 앞의 책, 1089면.

29) 헌재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헌재 2008.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30)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31) ‘헌법적 보호란, 국가의 보호에 비해서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헌법의 보호를 넓게 해석해서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헌법국가성을 보존하는 것을 ‘헌법의 보호’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와 
그 보호대상이 같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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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2)

라고 판시하며 태아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시점을 판단함에 해석론적 차이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한 초기배아는,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33) 

제2절 낙태죄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Ⅰ.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 및 근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 진영

간의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진영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간의 논쟁이었다.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

을 적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다.34) 자기결정권도 넓은 의미와 좋은 

의미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

활의 비 과 자유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35)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적 기본권과 중첩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은 좁은 의미의 자기결정권으로만 이해하여야 한다.36) 즉 자기결정권이

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의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37) 38)

하지만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대부분 개별적 기본권에 의하여 포섭된다. 

생명 ‧ 양심 ‧ 종교 ‧ 직업 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은 생명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생활에 관한 부분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결정은 보충

적 기본권39)이라 할 수 있다. 보충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

거는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40)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

32)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33)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3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1047면.

35)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1조 내지 제36조에 걸쳐 규정된 기본권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
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낙인, 앞의 책, 1040-1041면.

36) 初宿正典, 『憲法 2(기본법)』 제2판, 성문당, 2003, 135면 이하 ; 성낙인, 앞의 책, 1048면.

37) 성낙인, 앞의 책, 1048면.

38)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엄주희, 양지현,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성균관법학』 제30권 제4호, 2018, 74면.

39)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
격을 지니므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
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결정. 

40) 성낙인, 앞의 책, 10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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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

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자기결정권41)이라고 보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자기결정권42)을 인격권으로 

이해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

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

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

는 안 된다.43) 따라서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

로 하여 자율적이며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44)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동안 겪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자기 결정권

을 행사할 때 그 주체가 의도하는 내용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그 결정으로 하여 다

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결정에 영향을 줄 다른 방해물이 없이 순전히 자신의 결

정45)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정확한 지식을 바탕

으로 한 판단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46)

 

Ⅱ. 자기결정권의 주체 및 내용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연인에 한하여 존재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자는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인 

넓은 의미는 ① 인생의 전반에 포함되는 사항(결혼・이혼・출산・피임 등), ② 생활

방식(복장, 두발자유, 음주)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 ③ 성적 행동(혼전성교, 동성애, 

41)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5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 또한 김이수 재
판관1인의 위헌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판시하였다(헌재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42) 각종의 자기결정권 중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소비자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행동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
으로 본다. 성낙인, 앞의 책, 1048면.

43)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헌재 1991.4.1. 선고 89헌마160; 헌재 2003.6.26. 선고 2002헌가14참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헌재2015.11.26. 선고 2012헌마940 참조)라며 기본권으로 표현한다
(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44) 헌재 2012. 8. 23. 2010헌바 402;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참조.

45) 심상덕, 『낙태와 낙태』, 푸른솔, 2011. 71면.

46) 심상덕, 앞의 책,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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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성교), ④ 삶과 죽음에 관한 사항(생명연장치료의 거부, 존엄사, 자살, 

장기이식 등) 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인 좁은 의미의 자기결정권으로는 

생명과 신체에 관한 문제(낙태나 치료・장기 기증 등)처럼 헌법 제17조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결정이 여기에 포함된다.47)

Ⅲ.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 및 재생산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에 앞서 헌법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부터 살펴보면, 

자유란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시점에 멈추어야 한다.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와 권

리를 침해할 할 수 없고, 헌법질서를 존중하며, 도덕률을 준수해야 할 본질적 한계

가 발생한다. 이처럼 기본권 내에서 존재하는 한계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 

표현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상대방이 존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구조

로 서로 양립될 수 있어야 하는 구조이다. 자기결정권도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한 

권리인 구체적인 권리의 하나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기결정권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 결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침해가 된

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없다. 자기결정권이 서로 충돌

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자기결정권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의 법적 성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결정권은 자유권적

인 성격이고, 재생산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49) 이

미 1942년 Skinner v. Oklahoma 판결에서 더글라스 판사가 재생산권이라는 본질적

인 권리를 인정하였다.50) 

재생산의 영역으로 살펴보면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강요 및 국가적 권력 

등 모든 종류가 타인결정으로부터 개인의 자주성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여성의 몸과 

47) 성낙인, 앞의 책, 1049면 참조.

48) 기본권주체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사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기본권이 상충하게 되는 경우,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기본권주체는 일단 국가권력을 상대로 자신이 갖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게 되고, 국가권력은 쌍방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형량해서 양측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이익형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인
식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쪽의 기본권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반대측의 기본권을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앞의 책, 275면.

49) 이소영 외, 앞의 책, 393면.

50) 안경환, 『미국 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4, 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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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 재생산의 영역은 고립되어진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법적인 관

계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연합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여성의 재상

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카이로 강령에서는 재생산권을 “모든 부부 

및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

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좌

우된다. 또한 이 권리는 관련 인권협약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차별, 강압,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51)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 

1. 생명과 생존, 안전의 권리 :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고문 및 그 밖의 비인

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 재생산에서의 자기결정권 : 아이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사생활 및 가족

의 권리, 자유로운 모성선택의 권리, 결혼하고 가족을 꾸릴 권리, 모성보호의 권리

3. 건강 및 과학적 진보의 혜택과 관련한 권리 : 높은 기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

리, 건강 및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차

별을 받지 않은 권리,

4.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 재생산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

5. 정보와 교육,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리 :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

람에게 알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카이로 합의 이후 발전해 온 성과 재생산권리는 개인과 집단의 임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보호를 포함하는 자유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53) 재생산과정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태아라는 생명을 제한이 가능한 

존재로 판단하여 자기결정권과 조화로운 보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자율

권만 내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한 임신초기단계에서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4)

생명체의 가치를 주장한 드워킨은, 임부의 재생산 선택의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비판적 낙태주의자로 낙태찬반논란 전반에 비판적인 일성으로 파장을 주었다.55) 그

는 태아가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 및 이익추구권을 갖고 잠재적인 사람으로서도 

권리와 이익추구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된 관심사는 태아의 권리가 아닌, 태아

를 포함한 인간 생명체의 초월적 가치와 보호문제에 골몰하여야 한다며 낙태이슈를 

51) 신옥주,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제2권 제1호, 2018, 
29면; 이소영외, 앞의 책, 257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30,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018, 12-13면.

52) 신옥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합헌적 법제정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30면.
53) 신옥주, 앞의 논문(2019), 31면.
54) 신옥주, 앞의 논문(2018), 45면.
55) 황필홍, “임신 여성의 재생산 권리”, 『법학논총』(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8권 제3호, 20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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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응대해서는 안 되고, 논쟁 양측이 존중하는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모색

해야한다며 제안하였다.56) 

이상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두 권리는 상호 충돌하나 여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권

리충돌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 낙태죄에 관한 주요국가의 판례들

제1절 낙태죄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판결

1871년 독일제국이 성립된 후 낙태죄가 제국형법전의 제218조에 규정되었다.57) 

당시 낙태죄가 제정되었을 때,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예외규정은 없었다. 단, 판례

와 학설에 의해서 모태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다면 유일하게 낙태를 허용하였

다.58)

Ⅰ. 독일 1차 낙태판결

1974년 6월 18일 제5차 형법개혁이 시행되었고, 낙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두었

다. 형법개혁안에는 형법 제 218조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잉태한 후 13일 이상 된 

태아의 낙태는 처벌되지만, 제218조a에 따라 임산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의사

에 의해 행해진 잉태 후 12주까지의 낙태는 그것이 사회적인 부조의 가능성이 임부

에게 주어졌고, 의사와 상담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낙태

의 기한방식해결이라고 부른다.59)

하지만, 이 규정은 1975년 2월 2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구 형법 제218조a의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을 배제한 채, 산모의 자기결정권만을 보

호하고 있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즉, 태아의 생명

보호는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서 보호되어야 하며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60) 생명권을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시킨 대표적인 예로, ‘인공임

신중절행위’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판결에서는 임산부의 

56) 황필홍, 앞의 논문, 36면.
57) 독일 (구)형법 제218조에서 수정 후 13일 이후 낙태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58) 반면, 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Roe v. Wade판결’의 영향을 받아, 12주 미만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
는 법 개정이 일반적이였다. 이소영외, 앞의 책, 64면.

59) BVerfGE 39, 1; 김연정, 앞의 논문; 35면; 신옥주,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2016, 43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4면; 홍완식, “독
일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10권, 1998, 542면;  34-35면; 지규철, “미국과 독일
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집 제1호, 2008, 89-90면; 이소영 외, 앞의 책, 64-65

면.

60)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제10판보정판)형법각론』, 박영사, 2017,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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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신장의 자유’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함을 인정하였다.61)62)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3)

1. 모태에서 발육중인 생명은 독립적 법익으로서 헌법의 보호하에 있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발육 중인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태아를 보호하도록 한다.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모체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태아의 생명보호는 임신의 모든 기간 동안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우선

한다. 이는 임신초기라는 특정시기라 하여도 문제될 수는 없다.

4.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낙태행위의 법적규제를, 형사처벌이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입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태아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하는 것이다. 

5. 임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낙태를 예외적으

로 허용할 수 있다.

6. 1974년 6월 18일의 제5차 형법개정법률은 태아를 보호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

무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연방의회는 1974년 제5차 형법개혁법률에 대한 1975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에 따라, 이 판결 이후 1976년 5월 18일의 제15차 형법개정법률을 입법하였고, 형법

상 낙태죄 규정이 개정되었다. 제218조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처벌규정은 같지만, 제

218a에서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不可罰) 사유를 규정한다.

불가벌 사유는 ① 임부가 낙태를 요청하고 시술 3일 이전에 상담사실증명서를 제

시해 시술의사에게 상담사실을 입증했으며 임신 12주 미만의 기간 내에 의사에 의

해 시술된 경우 ② 임부의 동의 하에 의사가 시술한 낙태는 임부의 현재와 장래 생

활관계를 고려한 의사의 진단에 의할 때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임부의 육체

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중대한 훼손 위험을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기대가

능한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어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사의 진단에 의

할 때 임부에게 아동간음·강간·준강간행위가 범해졌고 그로 인한 임신으로 인정

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임신 12주를 경과하지 않고 임부

의 동의 하에 의사에 의해 시술된 낙태 ④ 임신 22주 미만 시기에 의사와의 상담 

후 시술된 낙태의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낙태죄의 규율방법

을 낙태의 사유방식의 해결이라고 한다.64)

61) 허영 교수는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기본권이 우선적
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또는 ‘생명권’ 등 기본권질서의 가치적인 핵이 다른 기
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허영, 앞의 책, 276면.

62)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인간존엄의 기초인 신체가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인체실험‧고문‧강제
거세 등’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권리’를 독일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
고 있다. 이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의 권리이다. 따라서 내‧외국인 불문, 태아 또한 신
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낙인, 앞의 책, 1095면.

63) BVerfGE 39,1 ff; 홍완식, 앞의 논문, 542-543면; 김연정, 앞의 논문, 35-36면; 허영, 앞의 책, 460면; 이소영 외, 

앞의 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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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 2차 낙태판결 

1990년 구서독과 구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서로 다른 낙태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한다. 낙태규제방법에 대해서도 통일을 하여야만 하였다. 당시 구서독은 1차 낙태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낙태를 범죄로 정해놓고 처벌하였다. 단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다. 반면 구동독은 임신중절에 관한 법

률 제1조에서 “임산부는 임신 후 12주안의 기간 중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에 의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며 낙태의 자유를 인정하였기 때

문이다. 

이러한 동서독간의 낙태규제방법의 통일이 절실하였다. 동서독간의 법규정의 입

법화를 위하여, 독일 통일조약은 제31조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입법자에게 1992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규정을 만들 의무를 지우고 있었다.

이에 부응하며 1991년 모체와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

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오랫동안 논의 끝에 1992년 8월 4일 임신초기에는 상담의무

와 결합하여 기한방식을 채택한 ‘임산부 및 가족보조법’으로서 공포되었다. 임산

부 및 가족보조법은 낙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하여 낙태에 대한 형법상의 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처벌 대신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의 확

대 및 강화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입법화 되었다.65)

그러나 일부 주의회의 의원들은 위 개정이 헌법의 규정과 개정된 형법 제 218a조 

이하의 허용 사유 내지 상담조건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보호라는 점에서 

문언 및 현실적인 모순관계가 있다 하였다. 헌법은 생명을 보호하자고 규정하고 있

는데, 상담의 내용은 생명보호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일 연방의 법질서와 맞

지 않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였다.66)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임산

부 및 가족보조법에 의하여 개정된 ‘형법 제218a조의 상담의무를 지킨 임신 후 12

주까지의 낙태는 위법하지 않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됨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7)

1. 헌법은 국가에 인간의 생명권을 수호하도록 의무를 지웠으며 이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헌법 제1조 1항

에서 도출되며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 국가의 법질

서는 당연히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아에 

관계되는 것이다. 

3. 태아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입법자

64) 홍완식, 앞의 논문, 544면; 신옥주, 앞의 책(2018), 43면.

65) 김연정, 앞의 논문, 35-36면; 신옥주, 앞의 논문(2018), 44면;  홍완식, 앞의 논문, 542-543면; 이소영 외, 앞의 
책, 65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6면. 

66) 이소영 외, 앞의 책, 66면.

67) BVerfGE88, 203(203f).



- 14 -

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임산부에게 지우

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다.

4. “임신의 전기간동안” 원칙적으로 낙태는 불법인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5. 국가의 태아보호의무는 태아의 적합한 출산을 위한 영역으로까지 이르러야 하

며, 태아의 생명권은 다른 법익과도 조화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6. 국가는 생명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과소금지의 원칙아래 규범적이고 사실적

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 속에서 적합하고 효과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상담은 태아의 출산을 위해 임산부가 긍정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담절차는 국가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8. 낙태가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회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이는 기본법이 보장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

유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낙태의 경우에 (상담 

등의 의무를 충족시킨 경우) 경제적인 필요만큼 사회부조가 행하여 질 수 있고, 임

금의 계속적인 지급을 가능케 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낙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였다. 결국 

1993년 6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즉 이 경과규정은 

“임신초기 3개월까지의 낙태는 공인된 상담기관에 의한 상담을 거친 후, 의사에 

의해 행해질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강간에 의한 수태,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유전적 결함 등 태아에게 제거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낙태는 의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낙태

시술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부조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 후 양육 및 입양까지 발생하는 갈등을 임신갈등으로 보고 이러한 갈등

을 해소 및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적극 지원 한다. 물론 제218a조에서는 12

주 이내의 임부에게는 상담절차를 거친 후 3일의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의사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다. 낙태를 고민하는 임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신갈등’에 있는 

여성으로 파악하고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임신

갈등법에서 지정한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상담 및 임신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상담활동을 담당하며, 상담중심으로 임신갈등의 극

복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의 방식은 개방적 상담으로, 결론을 제

시하지 않고, 출산 후 양육함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부의 내용

을 상세히 제공하고, 조력기관 및 유관단체들에 대한 정보제공까지 광범위하다. 

임신갈등여성은 익명출산도 가능하다. 익명출산의 절차는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익

명출산의 의사를 밝히면, 제1회에 한하여 상담에서만 실명을 밝히고 그 서류는 국

가에서 보관한다. 그 이후 진료, 치료, 출산 및 출생신고, 신분등록까지도 모든 절차

에 임부는 익명으로 남게된다. 양육포기 된 아동은 입양 이후 16세가 되면 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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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출산 후 입

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 할 경우, 아동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받게 되

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급부를 지원받게 된다.68) 

제2절 낙태죄 관련 미국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Ⅰ. Roe v. Wade(1973) 판결

1. Roe v. Wade판결의 등장배경 및 판결요지

텍사스(Texas)주의 낙태규제법 위헌소송은 Roe라는 가명으로 제기하였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낙태에 대한 금지법이 생명 시작에 관한 시점에 특정한 

견해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며 시작한다.69) 텍사스 주는 생명은 임신 순간

부터 시작되고 임신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정부가 임신 이후의 

생명보호는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70) 하지만 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생명을 특정한 

관점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주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다.71) 대법원은 임부의 권리를 무시한 채, 생명에 관하여 특정한 견해를 채택한 텍

사스 주가 틀렸다고 한다.72) 이후, 새로운 사생활 보호권을 제시되었고, 수많은 후

속판결이 등장하였다.73) Roe v. Wade판결에서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

(州)가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헌법적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74) Roe v. Wade판결 이후 낙태가 합법화가 되었고, 이 판결은 낙

태죄에 관하여 선구적인 판결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판결이라 할 수 있다.75) 

연방대법원을 대표하여 블랙먼(Blackmun) 판사는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신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하여 

7: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냐는 문제에 대해

서 특정한 답을 전제하고 있다. 생명 시작의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의학‧ 철학‧ 
신학에 수준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합의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 답을 밝혀낼 입장은 아니라고 한다.76) 동 법원은 대법원만의 또 다른 견해로 해

68) 신옥주, 앞의 논문(2018), 46면; 신옥주, 앞의 논문(2016), 249면.
69) 마이클 샌델, 안진환, 김선욱 옮김,『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와이즈베리, 2018, 200면.
70) 마이클 샌델, 앞의 책, 200면.
71) 마이클 샌델, 앞의 책, 200면.

72) 마이클 샌델, 앞의 책, 200면.
73) 사생활 보호권이란, 기혼 또는 미혼 여부를 떠나 임신이나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마이클 샌델, 앞의 책, 194면
-195면. 

74) 로널드 드워킨, 박경신․김지미 옮김,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로도스, 2016, 
70면.

75) 안경환, 앞의 책, 507면;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8), 195면 참조.
76) Roe v. Wade, 410 U.S.113(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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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결정하였다.77) 또한 미국 여러 주의 법에서는 이와 같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78). 

이 판결에서 낙태의 권리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

로 인정하였다.79) 법원이 정립한 삼분기법은 의학적 지식의 헌법 적용으로 말미암

아, 임신기간의 제1분기에서는 부녀의 자율적인 낙태권을 제한받지 않는 본질적인 

권리라 하였다. 즉 제1분기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다. 제2분기 3개

월(임신후 4-6개월) 동안에는 국가는 “부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낙태를 규제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가 아닌, 임산부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제3분기(임신후 7-9개월) 이후로

는 국가는 낙태의 절차는 물론, 낙태여부의 결정 그 자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제3분기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다. 단, 제3분기에서도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는 낙태가 허용이 된다. 이 시점부터는 태아의 생명권도 공익으로 보아야 하되, 임

산부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공익이라는 것이다.80)81)

즉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생산을 결정할 근본적 권리를 임부의 건강 보호 및 잠재

적 인간생명의 보호에 관한 주의 이익을 형량화하는 것이었다.82) 

2. Roe v. Wade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

Roe v. Wade판결의 비판한 자들은 대부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도덕적 신념의 

자리를 법적 논리로 대체한 것이라고 하였다.83) 이들은 주정부가 태아를 헌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84) 그 중 화이트(White)대

법관은 “헌법이나 다른 법적 근거 없이, 그것을 지지하는 다수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법원이 산모가 태아보다 높은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

를 결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었다”고 주장하였다.85) 아울러 낙태는 도덕적‧정치적 논란 대상이므로, 입법 및 헌

77)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8), 201면.
78) Roe v. Wade, 410 U.S.113, 160-162(1973).

79) 미국헌법에는 프라이버시라는 어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헌법은 성문헌법 2백년의 역사를 통해 4천단어의 
문서 뿐 아니라, 무수한 판결로 법원이 창출 및 도출로 부가시킨 일련의 법원칙이 포함되었다. 안경환, 앞의 
책, 517-518면.

80) 안경환, 앞의 책, 508면; 이민열,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7, 168면; 임정호, “미국의 낙태죄 관련 주요판결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사점”,『법학연구』, 제22집, 제4

호, 2012, 37면; 지규철, 앞의 논문, 87면.

81) Blackmun 판사는 태아의 생존 능력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생존가능성은 엄마의 자궁 밖에서만 의미
가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다며 수정헌법 제14조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La 

Rue Janet, Abortion : Justice Harry a. Blackmun and the Roe v. Wade Decision, The Simon Greenleaf 
Law Review, Vol.2. 1982-83, 133면.

82) 법정의견은 태아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에서 헌법상 인간이라는 주의 주장을 부인하였고, 헌법상 인간에
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태아의 인간으로서 생명권 권리 충돌이라는 문제는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Roe v. Wade, 410 U.S.113, 157-158(1973).

83)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186면.
84)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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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반적 원칙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는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해결

되어야 한다며 판결을 번복하였다.86) 

또한 렌퀴스트(Rehnquist) 대법관은 화이트대법관의 견해에 동조하며 “법원의 의

견은 광범위한 역사적 사실에 골치 아픈 문제의 결정을 가져온다.”, “텍사스 법령을 

무효화하는 그 부분들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다수의견을 비판 하였다.87) 그는 

19세기에 낙태에 관한 법률과, 수정헌법 14조 개정 당시 그 문제의 현황을 연구했

던 자로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입법자들은 여성의 낙태권이 적법절차원리가 

말하는 본질적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며, 이 낙태권을 포함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88)  

Roe v. Wade판결에 대하여 Ely 교수가 가장 먼저 비판하며, 그해 4월에 Roe v. 

Wade 판결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였다. 그는 산모와 태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데, 이 문제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개인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

다.89) 

Ely 교수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낙태 옹호자들은 사회적 혐오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90) 또한 법원은 어려운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며 낙태죄

에 관한 권리도 수정헌법 제14조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히 광범위하다고는 하지만 

사생활의 권리 안에 낙태의 권리가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며 비판한다.91)

마이클 샌델도, Roe v. Wade사건에 대해서 비판하였다.92) 그는 이 사건을 도덕

적‧종교적 주제를 배제하고 헌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93) 그는 

낙태 논쟁에서 잠재적 인간의 논리이든, 자유주의적 논리이든 상관없이 태아의 인

간적 지위라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 하였다.94) 즉, 태아의 ‘인간적 지위’와 ‘인간 생

명의 시작 시점’에 관한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도덕적‧종교적 가치의 도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하였다. 

샌델에 따르면, 낙태의 법적인 문제는 그 밑바탕에 본질적인 도덕적‧종교적 문제

를 다루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95)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낙태를 금

85) Roe v. Wade, 410 U.S.113(1973).

86)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8), 202면.

87) Roe v. Wade, 410 U.S.113, 174.(1973).

88) Roe v. Wade, 410 U.S.113, 177(1973).

89) John Hart Ely, "The Wages of Crying Wolf : A Comment on Roe v. Wade," Yale Law Journal, Vol.82. 

No.5, 1973, 920면.

90) Ely, 앞의 논문, 924면.

91) Ely, 앞의 논문, 927면.

92) 샌델은 미국사회의 근현대 정의론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공선을 제시하였지만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또한 도입함으로 공공선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윤리학과 도덕론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적용한다. 즉 낙태 및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도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를 은연중에 도입한 것이다. 이정은, “정의 이론과 여성-마이클 센델의 정의 이론과 여성 문제의 관계를 통
해”, 『용봉인문논총』,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0권, 2012, 272면. 

93)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8), 200면.
94) 이정은, 앞의 논문,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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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도덕적․신학적 논쟁에서 법은 중

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96)이미 발달중인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도덕적․종교적으

로 논쟁이 발생하는 문제이니,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97) 

하지만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낙태 문제를 도덕적․중립적 논쟁

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립과 선택의 자유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8)

하지만 자유주의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발달 중인 태아가 도덕적으로 

아이와 마찬가지라면 도덕적으로 낙태는 영아 살해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부모

가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낙태 논란에서 선택과 자유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제의 바탕이 되는 도덕

적‧신학적 문제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99)또한, 낙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할 것이라

고 한다.100) 법이 도덕적․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101)또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낙태를 금지하자는 주장보다 중립적이

지도 않다. 문제의 바탕이 되는 도덕적․종교적인 논란이라고 단정 짓고, 이를 전제

로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인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

한 도덕적․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낙태라는 행위가 인

간의 생명을 빼앗는가, 아닌가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립은 불가능 한 

것이다.102)물론 도덕적․정치적 논쟁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는 흔하지 않

다. 그래서 낙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도덕적․종교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며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을 해결 할 수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103)

이번에는 낙태의 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드워킨의 말을 대입하도록 한

다. 낙태죄는 결국 생명에 대한 태도로 귀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낙태죄의 폐

지, 즉 법률의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결국 국가의 개입으로 그 개입

의 범위 확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드워킨은 생명의 한계 지점에서 시작되는 낙태를 인간의 생명을 단절시키고자 하

는 행위에 대하여 허용 및 합법성에 관하여 모색하였다. 그는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본원적 가치)와 인간 생명이 주는 이익(파생적 가치)를 구별하면서 낙태에 대

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104) 

드워킨은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로 태아 생명의 독립적인 가치와 파생적인 가치로 

95) 마이클 샌델, 김명철 옮김,『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6, 368면.
96)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68면.
97)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68면.
98)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68면.
99)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68면.

100) 신옥주, 앞의 논문(2016), 369면.
101)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69면.
102)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70면.
103) 마이클 샌델, 앞의 책(2016), 370면.
104)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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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적인 가치는,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

다는 의미이며, 파생적인 가치는 태아가 살 권리가 있으며 권리의 주체 또한 가능

하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파생적 가치는 태아가 가

지고 있는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로부터 파생된 가치이기 때문에 파생적인 가치라는 

것이다.105) 그는 현재 낙태에 대한 논란은 태아의 생명이 가진 파생적인 가치에 천

착하면서 불필요한 극한대립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낙태논란에 있어 가

톨릭 교단과 페미니스트들의 양 극단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태아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양 극단은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판적 낙태주의자들도 

임부가 강간으로 임신하였을 경우,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에도 태아를 권리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즉, 인간으로 생

각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낙태옹호주의자들도 만약 태아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믿음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낙태시술에는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106) 이것은 태아가 권리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 생명이 내재적인 

이유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태아가 인간인가의 파생적인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의 양극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생명이 수정 시점부터 시작되며 태아 또한 그 순간부터 사람이다라는 모호한 

주장들에 대해 신중해져야만 한다.107) 누군가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을 때, 그가 주

장하는 게 ‘태아는 수정 시점부터 자신의 권익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낙태는 이를 

해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는 주장’인 파생적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

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생명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권익을 가지고 있

지는 않다는 주장’인 독립적 주장을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108)

생명이 언제 시작되고, 태아가 사람이 되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모호한 것

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모호한 것이며, 이러한 낙태 논증의 문제들은 이미 익숙한 

부분이 되어버렸으므로 그 다중적인 모호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09) 하지만 

태아가 권익을 가지고, 정부는 이 권익을 보호해야 할 파생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명백히 다른 문제이며 생물학적 문제가 아닌, 도

덕적 문제인 것이다.110) 태아가 인간인지의 여부에 수정될 당시나 임신 후기 등 어

느 시점이든지 태아에 대한 의미를 갖기에는 모호하다. 결정적인 문제들은 방금 설

명한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이며, 이 문제들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111) 

인간생명체가 지니는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수반하는지에 대

105)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20-21면.
106)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22면.

107)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64면.
108)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64면-65면.
109)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65면.
110)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65면.
111)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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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답은 태아가 수정시점에 온전한 인간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는지

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12)

낙태에 관한 Roe v. Wade사건에서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

문에 이후에도 낙태문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난

다.113) Roe v. Wade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기독교 윤리

학자 및 보수공화당(pro-life), 여성의 자유권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운동 진영, 진보 세력들(pro-choice)의 구도가 형성되었고, 합의가 불가능한 가

치대립으로 벌어지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다. 현재도 미국 대선 후보

들에게 사형제도, 전쟁과 함께 진보/보수, 공화/민주 성향을 가름하는 주요 질문으로 

낙태가 꼭 언급될114)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Ⅱ. Planne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 870(1992) 판결

1.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의 등장배경 및 판결

연방대법원은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1992)에서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서 낙태 이전에 배우자에게 고지의무 조항은 배우자가 아내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위헌이고, 18세 이하의 임부가 낙

태를 하는 경우 임부의 동의를 위하여 정보에 기초한 동의요건, 24시간 대기기간, 

부모 동의, 보고 및 기록비치 요건 등의 부분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115) 이 판결

에서는 엄격심사척도에 따른 Roe v. Wade판결의 3개월 기간구분방식을 폐기하고, 

이보다 완화된 부당한 부담 기준이라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한 판결로서 낙태규

제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하였다.116) Roe v. Wade판결은 낙태판결

의 리딩케이스이므로 선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태아의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시기의 기준117)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태아의 독립된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여성의 

낙태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임산부의 자유의지에 따라 낙태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는 비록 

태아의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의 낙태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태아의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이제 주정부가 태아의 생

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112) 로널드 드워킨, 앞의 책, 66면.
113) 서영제․육소영, “미국 대법관의 정치성향과 그에 따른 헌법적 결정-그 결정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포

함하여-," 『세계헌법연구』, 제17집, 제2호, 2011, 495면.

114) 성과재생산포럼, 『배틀그라운드-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9, 62면.

115) 안경환, 앞의 책, 510면; 이민열, 앞의 논문, 170면.

116) 성낙인, 앞의 책, 1089면; 임정호, 앞의 논문, 36면.

117) Planne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 87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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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Roe v. Wade사건의 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판결에서는 의학의 발전으로, 

태아의 독립된 생존가능시기를 보다 이르게 인정할 수 있게 됨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건강 혹은 생명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낙태는 가능하

다. 

위 판결의 다수의견으로, 태아의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합헌성의 심사기준이였던 엄격심사기준이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으로 새로운 기

준이 창설되는 것이다.  

부당한 부담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산모의 낙태할 권리의 침해를 말

한다. 즉 법률이 잠재적 생명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면서, 임부의 근본적인 선택권

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118) 

이 판결의 요지는,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은 생존능력이 없는 태아의 낙태를 원하

는 임산부의 길에 실체적인 장애를 설치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국가의 규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119)

2.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판결의 결론은 잠재적 인간 생명의 보호 가치와 여성의 재생산 자율성의 가치

를 설득력 있게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120)이 두 가치의 균형은 사회적 배경

의 정향에 의해 파악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치 비중은 우세한 배경적 정향을 따

르는 각 주의 입법인 것이다.121) 

결국 가치 충돌의 문제라면 가치의 균형을 잡는 일은 입법적 정치 과정을 통하여 

가치 순위로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전혀 다른 가치 순위를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122) 법정의견 또한 가치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 이 반론은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부의 가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을 유지하게 된다면, 기본권 논증을 가진 헌

법적 권리들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된다.123)

만약 법원이 임신기간을 체외생존가능시점 등을 기점으로 한 삼분기 단계에서 허

용가능한 규제의 사안을 가치문제로 제기한다면, 이는 잠재적 생명 보호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124) 하지만 첫 두 삼분기에 그러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

118) 이민열, 앞의 논문, 170면.

119) Planned Parenthood v. Casey사건의 판결은 Roe v. Wade판결을 거부하는 4명의 판사(Rehnquist 대법원장, 

White, Scalia, opinion)와 Roe판결의 기본원리를 고수하는 2명의 판사(Blackmun, Stevens)와 나머지 3명의 판
사(O'Connor, Kennedy, Souter)가 판결을 결정하였고, O'Connor 등 3명의 판사는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을 주
장하였다. 도회근, “낙태규제에 관한 미국 판례와 학설의 전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8권 2호, 

1998, 107면; 임정호, 앞의 논문, 38면 참조.  

120) 이민열, 앞의 논문, 170면.

121) 이민열, 앞의 논문, 170면.
122) 이민열, 앞의 논문, 171면.

123) 이민열, 앞의 논문, 172면.

124) 이민열, 앞의 논문,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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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가 부족하고, 또한 낙태의 선택에 부당한 부담이 되는 규제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숙고를 도모하는 규제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125) 결국 잠재

적 인간 생명의 보호가 이익을 갖고 있고, 그 이익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임부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얼마든지 가

능한 것이다. 결국 여러 구분에 대한 가치의 해명은 법관의 논증으로는 될 수 없고, 

사적 비중의 감각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3절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

Ⅰ.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의 판결요지

이 사건의 요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를, 기본권 주

체성이 인정하여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이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

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

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하여 가

능한 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

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

다.126) 

Ⅱ.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의 판결요지

이 사건의 요지는, 초기배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

건이다.127)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통상 출생 후의 인간을 

뜻한다. 다만, 존엄한 인간의 존재와 근원으로서의 생명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출

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태아에 대하여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128)고 하면서 판시하였다. “다만,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125) 이민열, 앞의 논문, 171면.

126) 민법 제3조 및 제762조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의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127) 신동운, 『판례분석 형법각론』,법문사, 2017, 79면.
128) 헌재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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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헌법

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본권의 주체로 배아는 부정하되, 태아는 긍정한다는 것이다.

Ⅲ.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의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의 ⅰ)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 

자기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부의 낙태를 형사 처벌 하는 것 또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

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ⅱ)피해의 최소성을 판단함에 있어, 모든 인간

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태아도 생명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된다며,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조건 및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생명권

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ⅲ)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낙

태죄 조항이 낙태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없어질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인명경시풍조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달성하

려는 공익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사익인 임부

의 자기결정권보다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보호가 우선함으로 임부의 자기낙태죄조항

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처럼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

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129) 또한 임신 기간과 관계

없이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낙태죄의 위헌 사유로 하고 있다. 이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는 낙태를 허용하자는 취지

로 볼 수 있다.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4장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방안

제1절 서론

낙태 허용여부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까

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하지만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또 생명이란 무엇

인가라는 자연적인 문제에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낙태 허용 여부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130) 

이러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나뉜다.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 의견들은 분분하였다. 특히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종교계를 중심으

129) 재판관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4인의 반대의견. 

130) 성낙인, 앞의 책, 1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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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립되었다. 종교계는 태아의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범위’, ‘법률로서 보호받

는 생명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며 인간과 생명에 관하여 본질적 이슈를 제기하였

다. 그러던 중 의사면허를 취득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어 2017. 2. 8. 

위 조항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상태이므로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2020. 

12. 31.까지 법개정을 하여야만 한다.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대립되어 온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낙태의 권리간의 다툼에서 두 개의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권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법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절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태죄라는 법률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131)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중 ‘결정가능기간’이란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 

결정가능기간이란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부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뜻한다.132) 

산부인과 및 학계에서는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133) 134)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는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에서 이 시기에 태어난 태아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법안이 없다면 이 또한 

의료적․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태아를 생존시킬 수 있다. 이런 사후적인 처리가 

미흡하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태아를 보호하는 

사회보험법상의 지원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낙태죄 조항에서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낙태허용시기를 입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학적인 

근거로써,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135) 이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인공임신중절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쟁점이 되어, 해당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조사였다. 이 조사를 통해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임신중단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임신중단의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비록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연구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여 

131) 박남미, 앞의 논문, 28면.
132)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 127결정.

133)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 127결정.

134)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시기가 22주라고 정도라고 하지만, 이는 모든 의료장비 및 최상의 의료진을 갖춰야
하며, 심지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성과재생산포럼, 앞의 책, 107

면.

135) 가임기여성(만15-44세)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9
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만15-44세 여성을 비례할당하여 추출하였다. 이소영 
외, 앞의 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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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통계자료로서 기존 조사한 자료보다 표본의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통계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136)

또한 주요국가의 낙태 허용시기 및 허용 사유를 검토하였고, 이 근거로 필자의 

주장에 뒷받침 하려고 한다.

제2절 낙태 허용시기 및 허용사유에 관한 입법례

Ⅰ.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형식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형식에는 기간방식, 적응방식, 결합방식이 있다.

기간방식이란 임신 후 일정기간 동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형식이다. 

프랑스형법(제223-11조 제1항 1호)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는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였고, 모체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의 낙태를 금지하였던 텍사스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이 판결 이후에도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 및 미성년자의 

낙태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는 임부의 권리를 인정하였다.137)

적응방식이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적응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일본(모체보호법 

제14조, 우생보호법 제14조), 스칸디나비아 제국, 영국 낙태법(1967) 등이 채택하고 

있다. 낙태가 허용되는 적응으로는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 

사회적‧경제적 적응 등이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 의학적 적응만 허용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적 적응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138)

결합방식이란 기간방식과 적응방식을 결합한 입법형식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형법이 채택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218조a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그 

이후의 낙태는 의학적 적응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의 임산부 

동의 및 의사의 상담을 거친 경우 낙태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97조도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고, 3개월 이후의 낙태는 의학적 우생학적 

적응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139)

136) 이소영 외, 앞의 책, 8면.
137)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1면.
138)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1면.
139)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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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가별 낙태허용시기

1. 한국

우리형법은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형법은 태아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것이다. 제27장 낙태의 죄로 제269조(낙태)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

의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

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140)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의 사유는 다음

과 같이 5가지 사유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며 국가의 처벌을 제한하고 있다(제14

조제1항). 또한 낙태죄는 형사법의 영역이지만, 모자보건법은 모성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법영역에 속한다.141)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

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일

독일 1차 낙태판결에서 임신 12주까지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개정법률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낙태죄 제정시 예외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불가벌 사유를 규정하여 낙태죄의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즉 예외규정에 해당할 때만 22주로 시기를 정하고 그 외에는 12주로 

제한하였다. 또한 2차 낙태판결에서는 상담의무를 지킨 임산부도 12주까지의 낙태는 

위법이라 하였다. 이유는 헌법은 생명을 보호하고자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담을 

통해서 낙태를 시행하기 때문에 문언상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12주라는 

시기에 대한 위법이 아닌, 상담의무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태아를 법이론적으로 파악할 때 수정 후 출생까지 명확한 구분점이 

없는 한 잠재성 논증과 연속성 논증으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설명할 수 있다. 잠재

140)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141) 신동일, 앞의 논문,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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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논증이란, 수정 이후부터 출생까지 태아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갖춘 존

재이므로 인간과 동일하게 존중한다는 주장이다.142) 연속성 논증이란 같은 종으로서 

개체의 연속적 지위를 인정하여 태아를 인간과 같은 유사한 법적 보호대상으로 보

는 관점이다.143) 두 논증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국가의 태아 생명보호 의무

에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제시한다. 잠재성 논증에 따를 때 태아는 수정에 의해 인

간으로 발전하는 존재이고, 연속성 논증에 따를 때는 태아는 이미 수정 후부터 출

생단계 전의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한다.144)  

3. 미국

다음은 미국의 Roe v. Wade 판결 및 Planned Parenthood v. Casey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다르다. 낙태죄에 관한 규제도 예외는 아니다. Roe v. 

Wade판결의 취지에 따라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낙태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주들도 있다.145) 하지만 Roe v. 

Wade판결에서도 3개월의 기간구분법을 명시하면서 초기 3개월(12주)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낙태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이후 Roe 

사건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재확인하는 사건이 Planned Parenthood v. 

Casey판결이다. Planned Parenthood v. Casey판결에서는 태아의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여 판결하였다. 현재에도 미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화당의 주도로 2015년에 이어 2017년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 

보호법’을 입법 제안하여, 20주 이상의 후기 낙태를 제한146)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4. 영국

영국은 관습법상으로 태동이 있기 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개인침해법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에서 낙태를 위한 약물 복용 및 도구 사

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낙태를 시술한 의사가 동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Rex v. 

Bourne 판결90)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의사인 Bourne이 강간으로 임신한 14세 여성을 낙태시술을 하였다가 기소된 사건이

였다. 법원은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낙태는 합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때 건강에는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도 포함되었다. 낙태가 허용된 것은「낙

태법(Abortion Act 1967)」을 통해서였고, 이 법은 2명의 의사가 낙태 허용 사유를 

142) BVerfGE 39, 1.
143) BVerfGE 88, 203.
144) 이소영 외, 앞의 책, 23면.
145)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146)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앞의 책, 2019,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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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면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임부의 생명에 위험을 수반하거나, 임부 또는 가족 중 

다른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낙태의 위험보다 더 클 경우이거

나, 태아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고통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이

다. 이후 「인간수정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을 통하

여 낙태 허용 사유가 확대되었다. ① 임신 24주 이내, 임신 지속이 임신 종결에 비

하여 임부 또는 가족 중 다른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손상의 위험을 

더 많이 수반하는 경우, ②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하고도 영구적

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 종결이 필요한 경우, ③ 임신 지속이 임신 종결에 

비하여 임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더 많이 수반하는 경우, ④ 태아의 출생하였을 

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고통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에는 의사 2명의 확

인을 받아 낙태할 수 있다. 결국, 임신 24주 이후에도 임부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생명의 위험, 태아의 장애 가능성을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낙태시술을 위하여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또한 

16세 이하의 임부는 낙태수술이 해당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동의할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다.147) 

5. 일본 

일본은 1880년 구 형법과, 1907년 현 형법에서 낙태죄를 제정하였고,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948년 우생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우생

보호법」에서는 의학적 사유, 우생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 한다. 1996년「우생보호법」은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으로 명칭을 변경하

였고, 장애인 차별에 문제로, 구법 중 우생학적 사유에 대한 문언을 삭제하였다. 

「형법」상 자기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의사, 조산사, 약사, 의약품판매업

자가 임부의 촉탁․승낙에 따라 낙태하는 경우 업무상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로 3

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부동의낙태죄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 업무상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 죄, 부동의낙태죄 

각각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모체보호법 제14조 지정의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본인 및 배

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술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신 후에 배우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

의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제14조). 

147) 박선영․구미영․한지영․황의정․김주연․김진․김정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
구(Ⅰ) :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68면.



- 29 -

제1항 임신의 지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제2항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또는 저항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 간음하고 

임신한 것.

6.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낙태규제법」에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며, 상담을 거쳐

야 한다. 임신 12주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즉, 임신 및 출산, 양육

이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담을 줄 경우, 유전적인 사유, 질병 또는 

임신 중의 유해한 영향으로 태아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그 밖에 친족 간의 임신 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의 낙태

는 합법이다. 또한 16세 미만의 임부는 임신 24주 까지도 낙태가 허용된다.148) 

7.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임신 후 90일까지는 산모의 결정으로 낙태시술

이 허용된다. 하지만 90일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산모의 생명 

및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태아의 기형을 발견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

된다.149) 또한 낙태허용기간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실시

할 수 있다(모체보호법 제2조). 통상적으로 그 기준은 22주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22주 이상이 되면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150)151) 

낙태를 규정하는 법(모성의 사회적 보호 및 자발적인 낙태 적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국가는 책임감 있고 계획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모성의 사

회적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에서 허용하는 낙태는 피임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제2조는 가족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족상담센터에서

는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역할을 통해 임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첫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노동법 입법의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모

148) 박선영 외, 앞의 책, 73면.

149) 이소영 외, 앞의 책, 85면.
150) 이소영 외, 앞의 책, 54면.
151) 모체보호법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불임 수술 및 낙태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불임수술이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않고, 생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술로, 후생노동
성령에서 정한다. ② 이 법률에서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인공적
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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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기관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넷째, 

낙태를 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법률 제194호에서는 임신 시기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에서는 임신 90일 

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 90일까지는 건강, 경제, 사회, 가족 환경의 관점

에서 임신, 출산, 모성의 지속이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경우에 허용한다. 또한 임부가 낙태를 원하는 경우 상담을 청구하여 지역 내의 가

족상담센터나 인가된 사회‧의료기관 및 임부가 원하는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제

6조에서는 임신 90일 이후의 낙태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 90일 후에는 엄격한 조건

에서만 허용이 가능하다.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심각한 이상이나 기형을 진단받는 등 임신과 출산이 임부에게 심각한 위협

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부는 상담을 한 이후 7일간의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낙태가 가능해진다.152)

8.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75년 이래로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규한

규제와 사유규제의 혼합한 형태로, 낙태의 처벌과 허용 요건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

는 방식이었다. ① 임신초기에는 의사의 사전조언에 따라 의사가 낙태한 때, ② 임

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태 

가 필요한 경우, 태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되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임

부가 수태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이 모든 경우에 의사가 낙태한 때, ③ 직접적이

고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가 행해졌으며 적시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때에는 낙태가 허용 된다(제97조제1항). 의사는 직접적이고 달리 피할 수 없

는 생명의 위험에서 임부를 구하기 위하여 낙태가 지체 없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는 낙태를 실행하거나 협력할 의무가 없다(제97조제2항). 

임부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영업적으로 낙태 한 자, 

의사 아닌 자의 낙태는 3년 이하로 처벌하며 자유형에 해당한다. 의사 아닌 자 가 

영업적으로 행위하였거나 임부를 치사하였다면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

다(제96조).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하나, 임부의 동의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위험으로

부터 임부를 구하기 위하여 낙태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제98조제2항).153) 

9. 핀란드

핀란드는 1970년 낙태죄가 제정되었고, 낙태 허용 사유로서 의학적 사유, 사회‧경

152) 이소영 외, 앞의 책, 84-85면.

153) 박선영 외, 앞의 책, 69-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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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사유, 윤리적 사유를 규정하였다. 규정사유를 살펴보면 ① 임부의 질병 및 신

체적 기형이나 허약함으로 생명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② 출산 또는 육

아가 임부 및 가족의 생활조건 등 기타 상황에 부담을 주는 경우 ③임부가 강간,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미성년자 추행, 근친상간으로 임신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경찰 조사로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④ 임부가 수태시 만17세 미만이거나 40세 이

상이거나 이미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⑤ 태아가 지적 장애, 심각한 질병,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질병, 정

신적 불안 등 아이를 돌볼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임부의 요청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 

위 사유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는 임신 12주까지다. 12주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및 전국의료법문제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154)

10. 기타

위에서 열거한 나라 이외에도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 임신 14주,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 산모의 요청으로 

낙태가 가능하다.155) 

Ⅲ. 주요국가의 낙태 허용 사유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97%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

용하고 있다. 즉 산모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156) 이중 2/3는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울 때 낙태가 허용되며, 강간・근친상간 또는 태아의 장

애에 의한 허용은 절반정도의 국가만 해당된다. 그 밖에 1/3의 국가들은 경제적・사

회적 사유와 본인의 요청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칠레, 도미니카공화

국,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157) 

【표 1】을 살펴보면 OECD 국가에서도 산모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체의 

생명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국가인 칠레는 낙태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었다. 또 보수적인 국가로서 아

일랜드 국가는 ‘모체생명보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낙태를 금지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향후 허용사유범위는 입

법화를 통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산모의 건

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허용사유로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54) 박선영 외, 앞의 책, 73-74면

155) 성과재생산포럼, 앞의 책, 107면.

156) ‘여기서 포함하는 국가는 197개국으로 United Nations에 가입한 193개국과 바티칸 시국, 팔레스타인, 쿸제도
(Cook Islands), 니우에(Niue)가 해당된다.’ ; 이소영 외, 앞의 책, 30면에서 재인용.

157) 이소영 외, 앞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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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회원국 낙태 허용 사유

(단위:1,000명당 건수) 

출처)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옥

주, 이근덕, 한정열,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35면 

‘OECD 회원국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및 인공임신중절률에 대한 내용.

국가명

모체

생명

보호

모체의

신체적

건강

모체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

간

태아의

장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1. 캐나다 o o o o o o o
2. 미국 o o o o o o o
3. 영국 o o o o o o x
4. 덴마크 o o o o o o o
5. 아이슬란드 o o o o o o x
6. 노르웨이 o o o o o o o
7. 터키 o o o o o o o
8. 스페인 o o o o o o o
9. 포르투갈 o o o o o o o
10. 프랑스 o o o o o o o
11. 아일랜드 o x x x x x x
12. 벨기에 o o o o o o o
13. 독일 o o o o o o o
14. 그리스 o o o o o o o
15. 스웨덴 o o o o o o o
16. 스위스 o o o o o o o
17. 오스트리아 o o o o o o o
18. 네덜란드 o o o o o o o
19. 룩셈부르크 o o o o o o x
20. 이탈리아 o o o o o o o
21. 일본 o o x o x o x
22. 핀란드 o o o o o o x
23. 오스트레일리아 o o o o o o o
24. 뉴질랜드 o o o o o x x
25. 멕시코 o o o o o o o
26. 체코 o o o o o o o
27. 헝가리 o o o o o o o
28. 폴란드 o o o o o x x
29. 한국 o o o o o x x
30. 슬로바키아 o o o o o o o
31. 칠레 x x x x x x x
32. 슬로베니아 o o o o o o o
33. 이스라엘 o o o o o x x
34. 에스토니아 o o o o o o o
35. 라트비아 o o o o o o o
36. 리투아니아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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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회원국은 2018년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현재 36개국임.

2) 아일랜드의 경우,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규정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임신 12주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엔 특정 사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

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BBC뉴스〔웹사이트〕(2018.5.29.)URL: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한편,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산출되고 있

지 않으나, 보조 수치로써 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의 낙태률은 보고되고 있음.

3) 낙태를 경험한 비율은 만15〜44세 여성 천명 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며, *는 만15〜49세 

낙태를 경험한 비율을 뜻함.

제3절 낙태수술 결정단계

Ⅰ. 태아의 주수별 발달단계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158)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는 태

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

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신초기의 시기는 태

아가 인간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의학계에서는 일

반적으로 이 시기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임신 

초기의 태아는 감각을 분류하거나 감각의 발생부위 또는 그 강도 등을 식별할 수 

없고,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비교적 임부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159) 또

한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며 “낙태”에 ‘임신12주 이

내의 낙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

다160)라고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필자도 이 내용에 동의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임신 후 12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

용이 되는 것이고, 12주 이후의 낙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161) 결국 산모와 

태아의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12주 이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어야 하고, 낙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또한 활성화가 되어서 낙태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적절한 제

공의 필요성도 있다.162) 

158)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159)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 402결정.

160)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 402결정, 재판관 이동흡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61) 이재상 교수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에서는 낙태의 자
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즉, 임신3개월까지는 임부에게 낙태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임신10주 이전에
는 낙태를 허용하는게 타당하다고 한다.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7면.

162) 박남미, 앞의 논문, 43면; 이재상 교수는 낙태를 허용하기 하기 전에, 상담절차와 적응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거친 후, 판단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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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낙태수술결정시까지의 소요시간

1. 낙태 관련 의료기관 상담 여부 및 상담 이후 낙태결정까지의 소요시간

1) 낙태수술 당시 임신주수 및 10주 이상이었던 이유

아래【표 2】를 살펴보면, (낙태수술 관련 의료기관 상담 여부 및 이후 낙태수술

까지의 소요기간)에서 확인 하였듯이 상담 이후 낙태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

주일 미만으로 짧다. 하지만 수술시 임신주수가 10주 이상인 대상자도 10%가 넘었

다. 응답자들에게 10주 이후 수술을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한 바, 가장 많은 응답은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서’가 47.3%였다. 그 다음은 ‘수술비용을 마련하느라’

가 25.8% 등 순차적으로 사유는 있었다. 여기서 수술비용을 마련하느라 10주 이상 

지체 된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낙태죄 규정의 절실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낙태허용가능 한 시기를 12주 이내로 제한하고, 이 시기에는 낙태수술 또한 합법적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낙태수술을 하는 당사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임부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강화

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557명의 참가자로 연구를 진행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도 있겠지만, 임신중단을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2주의 범위를 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즉 12주 미만의 태아에 있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3)

심층면접을 통한 참여자의 응답으로 현행법 및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사

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필자의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만 막연하게 낙태를 엄격히 금지할 수는 없다.

【표 2】낙태수술 당시 임신주수 및 10주 이상이었던 이유

163) 박남미, 앞의 논문, 42면.

구분

수술 시 임신 주수 수술 시 임신주수 10주 이상이였던 이유(복수응답)

평균

임신주수

(표준편

차)

범위 계
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당

시

연

령

24세 

이하

7.1주

(±4.55)
1-30주 217

6.139

(***)

50.7 28.3 17.1 10.2 57.0 0.0 3.0 23.7 3.0 4.8 0.0 38

25

-29세

6.4주

(±3.52)
2-26주 219 9.9 16.7 30.8 6.3 54.7 0.0 9.7 9.7 0.0 6.6 11.1 29

30

-34세

5.7주

(±2.38)
1-16주 169 17.7 30.6 6.3 12.6 31.4 6.3 6.8 6.8 0.0 12.8 12.2 16

35세 

이상

5.9주

(±2.89)
1-20주 131 0.0 30.0 15.0 8.0 22.9 0.0 8.3 8.3 0.0 30.9 0.0 13

당

시
미혼

6.7주

(±3.85)
1-30주 347

3.663

(*)
39.0 26.1 9.3 11.9 58.0 0.0 22.0 22.0 2.3 7.5 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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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  

  옥주, 이근덕, 한정열,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35면.

주:1) 10주 이상 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2) *p＜0.05, ***p＜0.001

3) 복수의 낙태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4)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낙태수술 당시 임신주수가 10주 이상이었던 대상자는 총97명이다. 전체(735명) 중에 13.2%를 차지한

다.  

2) 적응사유별 낙태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이후 낙

태수술 결정까지 소요 기간

【표 3】은 의료기관 상담을 한 이후, 적응사유별 낙태 허용에 관하여 분류하였

다.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태수술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길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와 같이 상담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임신을 종료하

고 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이유를 확인 한 바, 낙태수술

을 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낙태수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

술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수술환경이 비위생적이여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

의를 하지 못한다.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게 어려운 난관이 된다면, 

임부가 겪는 심리적 부담감은 더 가중되기 마련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임부가 낙태

허용시기에 낙태수술을 할 경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낙태죄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혼

인

상

태

기혼(

법률

혼․이
혼․사
별)

5.9주

(±3.09)
1-26주 295 8.7 27.3 21.2 9.1 31.7 0.0 3.4 3.4 0.0 16.0 12.8 33

기혼(

사실

혼․동
거)

6.7주

(±3.89)
2-20주 93 20.0 19.0 46.8 0.0 46.5 6.9 14.3 14.3 0.0 6.9 0.0 15

계
6.4주

(±3.59)
1-30주 735 25.8 25.4 19.1 9.1 47.3 1.1 14.5 14.5 1.2 10.3 5.4 97

①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②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및 가족과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서

③ 처음에는 낳으려고 했으나 상황이 변해서 고민하다가

④ 일부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술을 거부해서(수술기관을 못 찾아서)

⑤ 임신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서

⑥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고민하다가

⑦ 법적 처벌 때문에 고민하다가

⑧ 낙태를 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다가

⑨ 다른 낙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서

⑩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기를 기다리느라

⑪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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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낙태수술 주요 사유별․ 낙태수술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이후 낙태수술 결정까지 소요 기간>

출처)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  

   옥주, 이근덕, 한정열,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18면   

   참조.

주:1) 상기 그림은 각 사유별로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의 응답비율이 미제시

된 것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2) 복수의 낙태수술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3) 낙태의 방법

낙태를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 방법 또한 문제가 된다. 아래 표4.를 살펴보면 자연

유산유도약(미프진등 인공임신중절약)이나 유사약을 이용하는 방법과, 의료기관을 

통한 수술방법이 있다.164)165) 약물을 복용한 여성은 2.8%(21명)이고, 약물을 복용하

였으나 실패하고, 낙태수술을 다시 한 여성은 7.0%(53명)이다. 낙태수술만 한 여성

은 90.2%(682명)로 나타났다. 약물의 경우 전체 임신중단 경험 여성 중 9.8%(74명)가 

경험하였고, 이 중 53명은 71.6%가 실패하여 낙태수술을 하게 되었다. 즉, 28.4%(21

명)만이 약물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66)167) 168)

164) 약물은 비수술적인 방법이다. 그중 ‘미페프리스톤’은 태아가 자궁 안에서 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인 프로제
스테론 생성을 억제하여 임신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자궁 수축 유도제인 ‘미소프로스톨’을 추가적으로 복용
하면, 그 진통으로 인해 태아가 자궁 내막의 조직에서 떨어져 밖으로 배출된다. ‘미페프리스톤은 WHO에 의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다. 성공률이 90-98%에 달할만큼 신뢰가 가는 약물이다. 이후 1990년 2월 ’미프진‘이
라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었다.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에서 승인을 받았다. 성과재생산포럼, 앞의 책, 70

면.

16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신 12주 전의 낙태시술을 할 경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경구피임약(미페프리스톤)을 
권한다. 임신 10주까지 경구피임약의 성공률은 96,6%라고 밝혔다. 만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오
동스트롤을 추천한다고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Medical_abortion(검색일 2019. 11. 02.)

166) 본 실태조사는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이나 유사)’으로 범위가 넓고, 임신중절을 위해 싸이
토텍(성분명:미소프로스톨)이라는 유도분만제도를 사용하였고, 수일 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방법도 임신주수에 따라 달라져 임신중단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167) 낙태가 허용된 국가로서, 약물을 사용하는 국가의 약물사용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미국 30%, 영국 62%, 

프랑스 64%, 스위스 72% 스웨덴 92%, 핀란드 96%에 달한다고 한다. 성과재생산포럼, 앞의 책, 72면.

낙태적응사유 3일미만 3일-1주미만 1주-2주미만

나의건강상태 22.2 22.2 34.9

태아의 건강문제 29.6 28.2 31.0

학업, 직장 등 사화활동지장 41.0 33.7 18.0

자녀계획 41.8 27.1 20.9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2.0 37.1 21.1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25.8 33.9 25.8

파트너와 관계 불안정 34.5 35.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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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낙태수술은 부작용이 있다. 임신초기(임신1주-12주)의 낙태에 비해 임신 

중기(임신13주-24주)의 낙태는 자궁천공, 출혈패혈증, 양수전색증 등의 합병증 우려

가 크고, 모성사망률의 위험도 급격히 커져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가한다.169) 이처럼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를 12주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낙태에 대한 부작용 때문이라는 사유를 들 수 있다. 

국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참작하여, 낙태 방법 또한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유산유도약의 도입 또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또한 12주

라는 시기 이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부분이다.

【표 4】낙태의 방법

출처)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

옥주, 이근덕, 한정열,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20면.

2. 낙태결정 전 상담의 필요성

아래【표 5】는 낙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게 상담을 

한 이후의 낙태결정까지의 소요기간에 관한 통계이다. 상담 후 낙태 결정까지의 소

요된 시간을 파악한 결과 전체 낙태경험자 756명의 73.7%인 557명이 낙태 전 상담

을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거나 혼인상태가 법률혼‧별거‧이혼‧사별한 경

168) 미소프로스톨은 식약처에 등재되어 사용 가능한 약물이지만 실제 선택하는 여성들은 적다. 이는 낙태가 불
법이기 때문에 낙태 시술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약물로 인한 낙태를 결정 하는 이유가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받는 대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단시간에 낙태할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현정,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제8집 제3호, 2016, 243면.
169)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구분 약물복용
약물복용→임신중단

실패→낙태수술

낙태수술 

선택

(약물 미복용)

계

당시

연령

24세 이하 2.7 6.3 91.0 223

25-29세 3.5 7.9 88.5 227

30-34세 2.3 5.2 92.4 172

35세 이상 2.3 9.0 88.7 134

당시

혼인

상태

미혼 2.3 6.5 91.3 355

기혼

(법률혼·별거·이혼·

사별)

2.6 6.6 90.8 303

기혼

(사실혼·동거)
5.1 10.2 84.7 98

계 2.8 7.0 90.2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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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좀 더 많았다. 이들은 상담 후 낙태를 결정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67.5%는 1주일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170) 

여기에는 3일 미만에 해당하는 자가 36.9%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응답

자들을 분석 해 본 결과, 법률혼‧별거‧이혼‧사별(32%)보다 연령이 낮고(24세 이하 

41.5% vs. 35세 이하 26.0%) 사실혼‧동거(43.7%)와 미혼(39.4%)이  상대적으로 많았

다. 대체로 낙태를 빨리 결정하는 부류는 연령이 낮고 미혼인 경우가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산모의 윤리의식이 산모 뿐만 아니라, 태아 또한 고통이 

적을 시기에 낙태수술을 결정한다는 것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낙태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은, 상담가의 조언 및 사후관리에 대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낙태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제안하는 낙태 전 상담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

유이다. 

【표 5】낙태 관련 의료기관 상담 여부 및 이후 낙태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출처)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

옥주, 이근덕, 한정열,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17면.

주:1) 복수의 임신중단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 중 하나로 낙태를 결정하기 전 상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선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

과 고민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염두하고, 고민의 

과정을 거친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상담을 제안하고 있다. 상

담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간략한 지침이라도 제공할 것을 요

170) 이소영 외, 앞의 책, 216-217면.

구분

의료기관(의료인) 상담 여부 의료기관(의료인) 상담 이후 임신중단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상담했음
상담하지

않음
계 3일미만

3일

이상

-1주일

미만

1주일

이상

-2주일

미만

2주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계

당시

연령

24세이하 73.1 26.9 223 41.5 30.5 15.9 7.9 4.3 163
25-29세 68.7 31.3 227 37.2 30.8 23.7 7.1 1.3 156
30-34세 77.5 22.5 172 39.8 29.3 18.0 9.8 3.0 134
35세이상 78.2 21.8 134 26.0 31.7 33.7 4.8 3.8 104

당시

혼인

상태

미혼 71.8 28.2 355 39.4 30.3 19.7 7.5 3.1 254
기혼

(법률혼․별거․이
혼․사별)

76.5 23.5 303 32.0 33.8 23.4 7.8 3.0 231

기혼

(사실혼․동거)
72.4 27.6 98 43.7 21.1 25.4 7.0 2.8 71

계 73.7 26.3 756 36.9 30.6 21.9 7.6 3.0 557



- 39 -

구한다. 상담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후관리‧피임방법‧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낙태시술의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

후 피임방법이나 산모의 건강상태 또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 직후 

심리적 변화에서도 죄책감이나 우울감 등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의할 

점은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상담을 의뢰하는 산모도 신빙성을 얻을 것이

다. 171)172)

독일, 영국 그리고 호주 등 낙태 전 상담제도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상담기관과 

지정된 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이원

화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낙태 시술을 예방하고 있다.173)

제4절 법률개정안

Ⅰ. 형법

1. 낙태죄의 입법취지

형법 제27장은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제정 당시, 부녀의 

낙태행위(자낙태)를 형벌로서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개된 바 있다.174)

입법당시 낙태죄의 의도는 낙태 자유화를 통한 인구억제였다. 하지만 절대적인 

빈곤이 지배하였던 1960대와는 달리, 현재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대변되고 있다.175)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낙태죄 처벌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존중, 임부의 

건강보호, 성풍속 유지, 국가의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불법 낙태시술을 방지함으로써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부의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일이 많아지며,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양육하기가 곤란해질 경우도 생기며, 성풍속 유지로 낙태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 번의 실수 보다는, 부녀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6)

171) 이소영 외, 앞의 책, 87면.
172) 엄주희‧양지현은 낙태를 결정하기 위해 상담절차가 선 이행 되길 바란다며, 상담의 기본원칙과 상담의 방식

이 생명 존중을 요건으로 법령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충분한 상담으로 인해 결정을 하였다는 설
명동의서가 작성되면, 그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고 한다. 엄주희‧양지현, 앞의 논문, 82면 참조. 

173) 엄주희‧양지현, 앞의 논문, 74면.

174)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614면.
175) 배종대, 앞의 책, 110-111면.

176) 문한나,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생명윤리』 제18권 제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7, 61면; 신동운, 앞의 책(2018), 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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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점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낙태죄(자낙태)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처벌하기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낙태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하고, 태아가 생존할 경우 낙태 미수에 해당하지만 낙태미수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다. 177)한편 형법 제270조 업무상동의낙태죄 조항의 주체인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낙태시술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자격정지를 병과함으로써 낙태에 대한 빈발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178)

2. 현형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

우리 형법은 제269조 ①항 자기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 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항 낙태치사상죄는 제2항의 죄(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 죄는 태아의 생명이 주된 보호법익이고,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보호법익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 생존 

영아를 다시 살해하였을 경우, 낙태죄의 살인죄(또는 영아살해죄)의 경합범이 된다.179)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 

1) 행위의 주체

본 죄의 주체는 부녀이며, 부녀는 임부를 뜻한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이다.180) 임부가 아닌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부동의낙태죄의 정범만 될 수 있다.181) 이 죄는 임부 자신의 

낙태행위이므로 일종의 자상행위라 할 수 있다.182) 

낙태죄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협의설)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광의설)한다.(통설‧판례)183) 

이하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269조①항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2) 행위의 객체

177)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대학교 출판부, 2018, 104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SKKUP, 2015 ,114면; 

신동운, 앞의 책(2018), 617면.

178) 신동운, 앞의 책(2018), 614면.

179) 김성돈, 앞의 책, 105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103면.

180) 김성돈, 앞의 책, 107면.

181) 김성돈, 앞의 책, 108면; 배종대, 앞의 책, 113면.

182)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3면.

183)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3면; 김성돈, 앞의 책(2018), 108면; 신동운, 앞의 책(2018), 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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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의 객체는 살아 있는 태아이다. 태아의 시기에 관련하여서 수정설과 착상설이 

대립한다.184) 수정설은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수정란 단계에 이를 때부터 낙태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반면 착상설은 수정란이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였을 때 

낙태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착상설에 따르면 임신초기의 착상을 저지하는 

행위로 사후피임약의 복용 등은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185) 헌법재판소는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낙태죄의 객체로 인정하며, 착상은 수정 후 

14일 경에 이루어지므로 착상 이전의 생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착상설을 지지한다.186) 형법상 태아의 정의는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분만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수정란은 수정 후 2주 내에 

자궁에 착상이 되거나 배출되므로, 수정이 되었다고 반드시 태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한 때로부터 수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태된 이후에는 

임신기간동안 발육정도나 생존능력은 묻지 않는다. 단, 수태이전에는 낙태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수태조절의 대상만 될 뿐이다. 수태의 원인 또한 묻지 않는다. 사실혼, 

강간에 의한 임신 등도 모두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있는 태아만을 보호하므로 

사태는 객체가 될 수 없다.187)

3) 실행행위

낙태는 자연분만기가 되기 이전에, 아직 분만개시상태에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 

인위적 방법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면 낙태죄가 성립이 된다.188)낙태 행위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모자보건법에서의 인공임신중절개념에는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189) 현행 형법은 낙태미수를 처벌하지 규정이 없고,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되면 낙태의 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구체적 위험범) 그러므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된 이후 살해하면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또한 법문상에는 “약물 기타의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형적 방법으로 

약물‧수술‧안마‧기구사용 등이고, 무형적 방법으로 화학적 작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임부가 타인에게 의뢰하여 낙태를 할 경우에도 임부는 자기낙태죄만 성립이 되고, 

동의낙태죄‧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 190)  

184) 신동운, 앞의 책(2018), 616면.

185) 신동운, 앞의 책(2018), 616면.

186) 신동운, 앞의 책(2018), 616면.

187) 배종대, 앞의 책, 114면; 신동운, 앞의 책(2018), 617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3면.

188) 김성돈, 앞의 책, 109면; 배종대, 앞의 책, 114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4면.

189) 배종대, 앞의 책, 114면.

190) 김성돈, 앞의 책, 108면; 배종대, 앞의 책, 114면; 신동운, 앞의 책(2018), 617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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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시기는 제한이 없다. 즉,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시기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낙태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즉, 낙태의 고의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모체로부터 

분리‧배출시킨다는 것,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한다는 인식 및 의사를 가지는 것이다. 

협의의 낙태에 있어서 사망에 대한 인식‧의사는 필요없다. 또한 본인의 과실낙태는 

죄가 되지 않으며, 타인의 과실에 의한 낙태는 부녀에 대한 과실치사상죄가 된다. 

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부를 살해할 경우 살인죄와 부동의낙태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191)

3. 소결

과연 형법 제269조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합헌인가, 위헌인가에 관한 의구심은 

낙태죄 폐지 및 존치의 주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낙태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아에 대한 생명침해의 금지인 것이다.1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까지도 낙태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하는 

법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자기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덧붙이는 

입법개정을 원한다.193)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신 후 일정기간 안의 낙태를 

자유로히 허용하는 기간방식의 입법형식이라 할 수 있다.194) 

Ⅱ. 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의 일반적 요건

낙태는 긴급피난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대부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낙태수술을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195)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수술의 허용한계에 허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14조(낙태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91) 신동운, 앞의 책, 61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4면.
192) 신동일, 앞의 논문, 59면.
193) 본 연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에 관한 입법개정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다만 낙태죄 조항의 제대

로 된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 항은 물론, 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낙태허용이 가능한 시기를 주된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하겠다. 

194) 신동운, 앞의 책, 61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1면.
195) 김성돈, 앞의 책,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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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를 받아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

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

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제①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수술이 행하여 져야하며, 정확

한 진단과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중절수술이 행하여져야 한다.196) 또한 의사가 아닌 

자가 시술한 때에는 동법에 의한 적법한 낙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의사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조1항). 동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낙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

는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 것을 요한다.197) 

제②항에서는 배우자의 부재시 동의요건을 인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배우

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

의 동의로도 족하다(동조2항)며 명시하고 있다. 

제③항 또한 배우자의 동의요건에 결격사유가 되었을 때, 부차적인 방법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후견인

의 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동

조3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되면서, 배우자의 동의를 요해야 한다는 것이

다. 배우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형법의 보호법익인 산모의 생명 및 신체, 태아

의 생명이라는 점 이외의 법익이라 할 수 있으며 다소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198) 

또한 배우자의 동의규정에서 배우자는 잠재적 부의 권리라고 해석 할 수 있다.199) 

하지만 문제점이 제기된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면서 배우자의 동의는 무엇

19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1면.
197)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1면.
198) 임정호, 앞의 논문, 42면; 최현정, 앞의 논문, 241면.  
199) 임정호,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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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 하는가? 이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낙태허용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배우자

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합법적인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된다.200) 배우자의 동의여부로 인해 낙태죄의 가벌성을 좌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201)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임부가 자기 몸에 대한 통제 권한

을 배우자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다.202) 즉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를 남성의 통

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203)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하여도 무방

하다.

배우자의 동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장한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불륜

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륜

을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앞서, 이혼 및 위

자료 소송 등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동의규정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법리의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중 3목과 4목에 해당

하여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여성은 충분히 수치심 및 심적인 변화

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동의를 요

한다는 것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로 배우자에게 가부장적인 규정체계를 지닐 

수 있다 생각된다.204)205) 그러므로 배우자의 동의규정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삭제됨이 옳다 생각된다.

2. 모자보건법의 개별적 적응요건

모자보건법의 개별적 적응요건으로 의학적 적응․우생학적 적응․윤리적 적응이 있

다. 의학적 적응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예컨대 임

신중독),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를 위하여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희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즉, 임신의 지속이 생명이 

산모의 생명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모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침해하는 것도 포함되며, 현재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

태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의학적 적응은 모체의 정신건강과 현재와 미래의 

생활관계도 고려된다 할 것이다.206)의학적 사유에 관한 낙태는 보통 기한 없이 허용

된다.207)

200) 문한나, 앞의 논문, 73면; 최현정, 앞의 논문, 241면.

201) 문한나, 앞의 논문, 73면.
202) 최현정, 앞의 논문 241면.
203) 최현정, 앞의 논문, 241면.
204) 최현정, 앞의 논문, 239면.
205) 문한나, 최현정은 배우자의 동의요건은 배우자의 존재를 가정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의할 수 없을 때, 차

선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동의로 갈음한다며 비혼여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문
한나, 앞의 논문, 67면; 최현정, 앞의 논문, 241면.

20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2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5면.

207) 배종대, 앞의 책,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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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적 적응은 태아가 출생 이후 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독․임신중의 충격 등 

으로 인하여 저능아․기형아 기타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출산일 경우, 중

절수술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정신적․육체적 손상도 고려대상이 된다. 그 원인

으로는 유전적 소질, 임신중독․질병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자보건법은 본인 또

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

이 있는 경우에만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제한적이다.208) 

윤리적 적응은 부녀가 강간․위계에 의한 간음 등 불법한 성행위, 반윤리적 성행위

로 인하여 수태된 경우 임신의 강요나 출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질서에 반하는 것

으로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은 윤리적 적응의 예로서 ① 강간 또

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②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및 인척간의 임신

의 경우만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간음으로 임신한 경우는 윤리적 적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209)

3. 모자보건법 쟁점의 검토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살펴보

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적 적응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학업 및 직장

생활 등 사회활동의 제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상대와 결혼의사가 없는 경우, 미

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필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원치는 않는

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그 개념과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210) 또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 

경우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아 성 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211) 필자는 낙태여부의 결과를 숙고하여 결

정하기 이전에, 성관계라는 원인부터 숙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박탈권을 창설하

는 것이다’며 비판212)하면서 성관계라는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정신

에도 맞다고 하였다.213)

또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문제는 그 바탕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에 대한 고려

가 선행되어야 한다.214) 예를 들어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열악

20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2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115면.

209) 배종대, 앞의 책, 105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93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115면.

210) 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11) 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12) 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13) 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14) 문한나, 앞의 논문,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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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육 여건․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인 문제․가부장적인 문제 등 근본적인 문

제이지, 낙태를 금지 및 처벌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215)

필자는 이 내용에 동의하므로 모자보건법상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

기를 바란다.216)217)218)

한편 배종대 교수는 모자보건법 자체가 낙태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법률이라며 비

판한다.219) 그는 생명은 보편적이며 자연적인 가치로서, 생명가치가 법률규정에 좌

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생명존중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미 그 자체로

서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이라 하였다. 낙태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며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보호 없이는 태어난 사람에 대한 

보호도 될수 없다며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낙태로 생명을 쉽게 지

운다면 결국 산 사람의 생명도 그런 취급을 받는 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 220)

제5장 결론

태아의 생명권이나 임부의 낙태의 권리는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앞 세울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런 전제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

는 이러한 권리들에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낙태를 허용하되, 정당화 사유없이 낙태허용가능시기를 12주 이내로 제한 

하여야 한다. 이 시기에서 하는 낙태는 산모의 권리이므로, 산모는 최상의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낙태방법 중 낙태수술 이

외에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 또한 합법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태허용시기를 12주 이내로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아와 산모 모두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산모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낙태수술시 태아도 가

장 작은 고통을 주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임신12주 

전후가 대부분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개정이 되면, 임신 12

주 이내의 초기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고, 12주 이후의 낙태는 형법

과 모자보건법이 적용된다 할 수 있다. 결국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12주 이

215) 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16) 고봉진 교수도 사회‧경제적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법규범의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사
회의 미혼모와 아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부족한건 사실이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기초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므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 상담을 통해 태아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고봉진,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2, 187면.

217) 신동일 교수도 사회‧경제적 사유는 범죄학적 적응사유 및 윤리적 적응사유보다 위험한 발상이라며 여성의 
사회적 생존권과 태아 생명은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며 개념자체가 다르다고 하였다. 사회적 생존을 위하여 타
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의 신설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일, 앞의
논문, 64면.

218) 배종대 교수도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닌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사회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비판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장 먼저 복지
정책에 사용해야 하며, 국가의 미흡한 복지정책이 해결되기 전에는 사회적 정당화사유의 신설은 안 된다고 하
였다. 배종대, 앞의 책, 106면.

219) 배종대, 앞의 책, 112면.

220) 배종대, 앞의 책, 112면.



- 47 -

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221) 

둘째, 낙태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요소로 제안한다. 독일의 임신갈등법

과 같은 내용으로 낙태 전 상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이 활성화가 

되어 낙태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제도를 도

입할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선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

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고민의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산모의 낙태결정을 위해서 상담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마땅하

다 생각된다. 이는 상담의 근거로 하여 낙태시술의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학적인 배경이나, 건강보험의 체계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상담을 제안하고 있다. 

상담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사후관리 및 피임방법 등 충족되

지 않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 직후 심리적 변화에서도 

죄책감이나 우울감 등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도 보호법익이라는 점을 인정한

다면 국가는 생명의 주체인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태아는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여도 보호할 수도 없고,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그

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국가만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는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여야만 할 것이다. 국가는 하루속히 산모

의 건강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21) 대검찰청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낙태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즉 낙태죄에 관하여 재판 중인 사안의 처분은 임신 12주 이내는 기소유예, 임신 12-22주는 기소중지로 처분하
고 있다. 또한 대검 관계자는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보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입법재량이 있
다고 한 것과,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www.naver.com에서 “임신 12주 이내” 검색 
https://www.nocutnews.co.kr/common/popprint.aspx?index=5170478(검색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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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Alternatives of the Decree on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Abortion Law  

Kim Mi Jung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11, 2019 decided the Article 269 (1) of 

the Abortion Penalty provision of the Criminal Law constitutional discord. 

Because the provision that prohibits abortion, except for the exceptions 

prescribed by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pregnant women by limit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is though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careful constitutional disagreements over the past decades on abortions that 

are not resolved at home or abroad.

The National Assembly shall comply with the deadline for improvement 

legislation and shall implement it. If the law is not revised, the penal 

abortion provision will be invalidat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compromise to protect the fetus's right 

to life and to prot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To improve this, allow for abortion but limit the allowable time for abortion 

to within 12 weeks without justification. However, abortions after 12 weeks 

should be subject to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t also suggests consultation with experts as an essential element 

before abort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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