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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낙태를 한 여성을 색출하려고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취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성명에서 “경남 남해경찰서가 (남해 소재 ㄱ산부인과에서) 20여건 이상 개인정보를 얻어 해당 여성들
에게 ‘낙태를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우회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통지 우편물 확인 후 “출산한 지 얼마 안됐고,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전화한 여성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개인 정보가 어디서 났느냐”는 여성들의 질문에는 “(경찰서에) 나오면 얘기해주겠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민우회는 전했다. 
한 여성은 조사에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됐고 결국 사산해 치료받았다”는 사적인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고 민우회는 
밝혔다. 
 

이 같은 조사 방식에 항의한 여성들에 대해 경찰은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 “민원이 들어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우회는 “여성들이 ‘동네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면 어느 여자가 (거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나’ ‘남편이 
우편물을 보고 나서 계속 (임신중절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의심한다. 가정 불화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등 고통을 
호소했다”고 했다. 
 

민우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반인권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산부인과의사회도 “ㄱ산부인과를 특정 기간에 간 특정 연령대 여성을 무작위 조사하는 건 
반인권적”이라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남해경찰서는 9월 초 ㄱ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서 참고인 26명 인적사항 등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이 낙태받은 사람들과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출석을 요구했다”며 “낙태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과 평범한 여성을 전과자로 만들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ISSUE 

* 진정서에 낙태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아래 기사내용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적사항 얻은 것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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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경남남해경찰서  

(`18.9월초) 
진정인/산부인과 
낙태 시술 관련 
진정서 제출 

(`18.11.29~) 
해당 산부인과 이용여
성 26명 정보 확보 후 
참고인조사 출석요구 

(출석 통지 우편물발송) 

압수수색영장 발부 적정성 
(발부 되었으므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 적법) 

(`18.11.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ISSUE 

A진정인 
1) 낙태한 여성들&병원 지정 
2) A의 피해구제 목적으로 진정 하였을까? 
추정 : 여성1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만큼,  개인의 피해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 의심  
 
1) 상업적 이익목적 (가능성 中下) 
  -> 남해군 년간 15억 수준의 의료시장임, 가능성은 있으나 동종업계이고 불법화에 의한 리스크는 같이 올라감 
 
2) 종교적 신념  (가능성 下) 
  ->진정인의 종교 확인 필요 
      종교적 신념이 목적이라면, 서울의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진정서 제출했을 것 
 
3) 헌법소원관련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  (가능성 中下) 
   -> 최근 연기된 판결 등을 본다면 
       시기적으로 적정함, 진정인 목적 확인 필요 
       특정1인을 지목한건 아니고, 규모가 작은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능성 있음,  
       이 부분은 해당 산부인과 원장과 합의된 경우가 아니면 대형병원을 지목하는것이 파급력이 클 것임 
 
4) 사회혼란 목적 (가능성 中下) 
  -> 전반적인 페미니즘 등 갈등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가능성은 있음 
       단 이부분은 헌법소원 진행중이라 모호함 
 
5) 개인적 원한 (가능성 上) 
   -> 낙태시술과 관련한 진정서를 내는 경우이고, 낙태받은 사람들을 지목한 경우이므로 주변인이 아니면 어려움 
       진정인 및 산부인과 원장 신변 확인필요 (지역 특성 상 진정인의 신원이 바로 공개될 것이므로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됨 
* 사문화 된 법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됨 



ISSUE 



ISSUE 

행복추구권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짐 
  *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임신중절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VS  
    태아의 경우 어느 시점에 국민에 포함되는가? 
     (블랙먼 미 대법원판결 내용 참고, 현재 기준 재설정 필요)  
신체의 자유(12조) 
가족생활/모성보호 (36조)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모성의 보호에는 출산후의 기간도 포함하여야 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약 (37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약 
    * 임신중절의 합법화가 이에 해당하는가?   



ISSUE 



과거와 현재 

언제 만든 법이지? 
(형법 1953년) 



과거와 현재 

√ 



과거와 현재 

√ 

√ 

□ 범죄요건 & 처벌 (65년 된 형법) 
 범죄요건 : 위험발생 방지 의무자 & 위험발생원인 제공자 
               의사 등 & 약물제공자 & 스스로 낙태 
 처벌 : 낙태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주 목적으로 함 * 약물에 의한 안전한 낙태 정보제공자는 법적문제는 없음 

* 위험의 수준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거와 현재 

* 24주일 : 6개월 

모자보건법 
(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6. (생략) 
7.“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
한다. 
8.～11. (생략)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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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
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실질적인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임 



과거와 현재 

어떻게 만들어진 법이지? 



과거와 현재 

조선시대 1392~1897 

조선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형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범죄에 명나라의 형법전(刑法典)인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할 것을 선
언하였다. 이 대명률은 낙태에 대해 '타태죄(墮胎罪)'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다툼(鬪毆)에 있어 낙태를 하게 한 자와 칼로 상해를 입힌 자는 장형(杖, 체벌의 한 종류) 80대와 징역(徒) 2년에 처한다. 다만 보고기
한(保辜期限, 상해의 경중이 결정될 때까지 가해자를 유치하는 기간) 내에 태아가 사망하고 그 사망한 태아가 수태 후 90일을 초과한 
것으로서 형체가 이루어진 것일 경우 낙태죄(墮胎罪)로 처벌한다. 비록 구타로 인하였더라도 보고기한이 지나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와 
수태 후 90일 이내로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아니한 경우이면 범인을 각각 구타 상해의 본 조문에 따라 죄를 논하고 낙태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3) 
 
이것이 명률(明律)에 나온 유일한 낙태와 관련된 조문이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낙태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상해 행위의 결과 
낙태가 될 경우에 한해 가중 처벌하는 정도였다. 또한 상해 행위 결과 낙태된 태아가 약 3개월(수태 후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가중 처
벌조차 하지 않았다. 즉, 적어도 법적으로는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이를 도운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고, 약 3개월(수태 후 90일) 
이내의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타태죄(墮胎罪)' 처벌 



과거와 현재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全) 

조선 말 개화의 바람이 불며 근대적인 형법 체계가 논의되었다. 이 형법초안(刑法草案)에는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 산파, 약상(藥商)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논의를 거쳐 1905년 최종 반포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의 내용은 그 
초안과 사뭇 달랐다.   
 
제533조 낙태한 자는 아래와 같이 처한다.4)  

1. 임신한 여성(婦女)을 구타하여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2년이며, 태아가 90일 미만일 경우 100대의 태형(笞)에 처한다.  

2. 임신한 여성을 위협하여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1년이며, 태아가 90일 미만일 경우 80대의 태형에 처한다.  

3. 임신한 여성, 남편, 또는 그들의 부모, 조부모의 청탁을 받아 약물 혹은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행한 자는 징역 10개월이며, 태아가 90일 
미만일 경우 70대의 태형에 처한다. 
4. 간통한 남성이 약물 혹은 기타 방법으로 간통한 여성이 임신한 태아를 낙태시킬 경우 징역 3년에 처한다.  
5. 1,2,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만약 친족(親屬)이 범할 경우에는 제64조의 친속등급에 따라 죄의 경중을 따진다.  
제486조 임신한 여성의 청탁에 따라 낙태약을 사용하였으나 그 결과 임신한 여성이 사망할 경우 징역 3년에 처한다.  
 
대한제국 시절 반포된 형법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탁을 받아 약물 혹은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타낙태(他落胎)'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낙태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묻는 '자낙태(自落胎)' 처벌 규정은 끝내 포함하지 않았으며, 명률에서와 유사하게 90일을 기준으로 그 죄
의 경중을 나누었다. 형법초안에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낙태 처벌 규정이 빠진 것은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
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타낙태(他落胎)' 처벌 



과거와 현재 

1912년 조선형사령 
(일본 형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대한제국 시절 형법대전을 대신해 일본 형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겠다는 조선형사령이 만들어졌
다. 이에 따라 1912년부터 일본 형법의 '타태죄(堕胎の罪)'가 조선의 낙태를 관장했다.  
 
식민지 조선에 적용된 일본 형법 
  
제212조 임신한 여성(婦女)이 약물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3조 여성의 청탁을 받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 낙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여성을 다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4조 의사·산파·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성의 청탁을 받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 낙태에 이르게 한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여성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 여성의 촉탁을 받지 않거나 또는 그 승낙을 얻지 않고서 낙태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
한 미수 역시 처벌한다.   
제216조 215조의 죄(여성의 촉탁을 받지 않거나 또는 그 승낙을 얻지 않고서 낙태한 경우)를 저질러 여성을 다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이로써 낙태한 여성에게도 죄를 묻는 자낙태 처벌 조항이 도입됐다. 아울러 타낙태를 행위 주체와 동의 여부에 따라 
세분하였다. 특히 행위 주체 중 의사·산파·약제사 또는 약종상을 따로 명시하여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 일본 형법의 낙태죄 
규정은 해방 후에도 미군정기를 거쳐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기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실제 일제시기 신문 기사를 
통해 이 낙태죄에 의해 조선 민중들과 의료인들이 적지 않은 고충을 겪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본형법 원전 – 독일형법 확인필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자낙태 처벌 조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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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해방 이후의 낙태 관련 법규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헌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낙태죄 폐지가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일단 규정해 놓고 국회에서 차후 심의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작성하였다. 
 
제287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케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케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의사, 의생(전통의사-필자), 산파,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케 한 때에는 2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케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한 낙태죄의 원안은 1951년 4월 13일 정부초안으로 국회에 이송됐다. 국회에 이송된 정부초안은 
1952년 8월 29일 수정, 의결되었다. 이 수정 과정에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는 부동의낙태죄(不同意落胎罪) 규정까지 추가되었다. 사실상 일제 강점기의 낙태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돌아간 것
이다.   
 
그러나 정부초안 입안자들도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낙태죄가 봉건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들은 일단 
낙태죄를 두되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특수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항변했다. 또한 의사 등의 시술 행위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도 "형법 제20조 업무상 정당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제정을 주도한 엄상섭(嚴詳燮)은 국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비판에 형법 제20조를 언급하며 낙태죄에 대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모체가 약하다든가 진료상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낙태를 시킨 경우 절대로 죄가 안 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6)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변진갑(邊鎭甲) 외 20인의 국회의원이 낙태죄 전면 삭제를 포함한 수
정안을 제출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7) 그러나 "6·25동란 이후 상당한 인구의 소모도" 있었고, "독립국의 주권을 유지하

고 나갈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국가주의적 주장이 낙태죄 반대 주장을 

압도해8) 결국 정부초안이 통과됐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자낙태 처벌 조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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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대법-“박정희-정권-계엄포고령-위헌으로-무효”-첫-판단/ar-BBRf477?li=AA5a79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이 공포한 ‘계엄포
고령’이 위헌이므로 무효 

대법원은 지난달(2018.11)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때 내렸던 계엄
포고령이 위헌으로 무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8312145125 

임지봉 교수 :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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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한국 
모자보건법 – 예외조항 제시 

낙태죄는 두되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특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1953년의 항변은 20년이 지난 1973년에서야 지켜졌다. 1973년 '모자보건
법' 제정 당시 제8조(현재는 제14조)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5.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 모자보건법은 배경,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한계가 컸다. 우선 박정희 정권이 모자보건법을 제정한 배경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있었다. 즉, 낙태 허용의 배경마저, 일제시기 일본 본토의 낙태죄를 그대로 도입했고 그 낙태죄를 해방 이후에도 존치

시켰던, 바로 그 '부국강병'을 앞세운 국가주의 논리였다. 그 절차 역시 정상 국회가 아닌 유신 체제 하 비상국무회

의에서 처리됐다. 민선 국회에 의한 입법이 아니라 비민선, 비상입법기구에 의한 비공개적 입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 각계의 의견
이 반영되기는커녕 상당부분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비공개로 처리된 법이기에 자세한 논의과정을 파악할 수 없으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본뜬 것으로 추정된다. 참
고로 일본에서 1949년 만들어진 우생보호법의 낙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인 의사회가 지정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정신병이나 지적장애, 정신병질, 유전성 신체 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친등(親等) 내의 혈족(血族) 관계에 있는 자에 유전성 정신병이나 유전성 지적장애, 유전성 정신병질, 유전성 신체질
환 또는 유전성 기형이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병 환자인 경우.   
4. 임신의 지속과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저항과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간당하고 임신된 경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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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한국 
모자보건법 

 
이처럼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일본의 우생보호법에서 나병을 전염성 질환으로 바꾸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사실 이 일본 우생보호법은 
독일 나치의 '단종법(Prevention of Progeny with Hereditary Diseases Act, 1933)'에 영향을 받아 1940년 만들어진 일제 '국민우생법
'을 모체로 하고 있다. 원래 이 국민우생법은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전황(戰況)이 급박해지면서 실현되지는 않았다(그
럼에도 소록도에서는 1935년부터 강제 낙태·단종이 행해졌다). 그래도 일본의 경우 1949년 국민우생법을 우생보호법으로 바꾸면서 낙
태 허용 조건에 (밑줄 그은) "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말의 진전을 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24년이나 지난 시점
에서 이를 본뜨면서도 정작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오히려 전근대적인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다.9)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모자보건법으로 제한적이나마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되는 것도 못마땅했는지, 형법 제20조에 따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던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985년 대법원은 갑작스레 임산부의 촉탁에 의한 의사의 낙태 시술이 정상적
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자보건법이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
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270조 제1항이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모자보건법으로 한동안 위
축돼있던 낙태죄를 일으켜 세웠다.10)  
 
대법원의 이런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워낙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낙태죄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사가 고발의 주체로 나
서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09년 등장한 '진오비(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행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기 무섭게 낙태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다. 그들이 고발하겠다는 엄포만으로도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급감했고, 낙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역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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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나.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다.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
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
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
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
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
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므로 비록 모자보건법이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으면 일체의 낙태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이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의한 처벌을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임산부의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
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판단은 치료행위에 임하는 의사의 건전하고도 신중한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 외에 자격정지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 경우
라도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징역형은 제1심보다 감경되었으나 이에 자격정지형이 추가로 병과되었다면 제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불이
익변경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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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병에 걸린 자손 예방법 (1933 년 7 월 14 일) 

The Nazi regime's conception of politics was exemplified by Rudolf Heß's (1894-1987) pronouncement that National Socialism was 
“applied racial science.” Although the National Socialists rated the Jews as the most dangerous racial “enemy” of the German Volk , 
their racial policies also extended to other biologically-defined groups whose members shared particular ethnic, social, or medical 
characteristics; they, too, were to be combated through eugenics or racial hygien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towards the 
fulfillment of this objective was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Offspring with Hereditary Diseases” (July 14, 1933), which sought to 
prevent the possible transmission of hereditary diseases through forced sterilization. The law identified nine (often vaguely defined) 
groups of people suffering from hereditary diseases. After it took effect, the mentally retarded, schizophrenics, epileptics, and 
chronic alcoholics were subject to forced sterilization. Individual cases were reviewed by so-called Eugenics Courts consisting of 
lawyers and doctors loyal to the regime. Although this program was largely suspended in 1939, the Eugenics Courts ordered the 
“Hitler cut” [ Hitlerschnitt ] to be carried out on about 400,000 individuals up to the end of the war. 

나치 정권의 정치 개념은 Rudolf Heß (1894-1987)에 의해 국가 사회주의가 "인종 과학에 적용되었다"고 선언 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사
회주의자가 유대인을 독일 Volk의 가장 위험한 인종 적 "적"으로 평가했지만, 인종 정책 또한 구성원들이 특정 인종, 사회 또는 의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생물학적으로 정의 된 그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도 우생학이나 인종 위생을 통해 싸워야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가

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유전병으로 인한 자손 예방법'(1933 년 7 월 14 일)이었으며 강제 퇴치를 통한 유전병 전염을 

막으려했다. 이 법률은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9 명 (종종 막연하게 정의 된) 집단을 확인했습니다. 정신 지체인, 정신 분열증 환자, 간질 환자 및 
만성 알코올 중독자는 강제 퇴원을 받았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정권에 충실한 의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우생학 법원 (Eugenics Courts)에 의
해 검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39 년에 크게 중단되었지만, 우생학 법원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40 만 명의 사람들에게 "히틀러 컷트 
(Hitler cut)"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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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ich government has passed the following law, which is hereby promulgated:  
 
§ 1. Anyone suffering from a hereditary disease can be sterilized by a surgical operation if,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medical 
scienc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his offspring will suffer from serious physical or mental defects of a hereditary nature. Anyone 
suffering from any of the following diseases is considered hereditarily diseased under this law: 1. Congenital mental deficiency, 2. 
Schizophrenia, 3. Manic-depression, 4. Hereditary epilepsy, 5. Hereditary St. Vitus' Dance (Huntington's Chorea), 6. Hereditary blindness, 
7. Hereditary deafness, 8. Serious hereditary physical deformity. Furthermore, anyone suffering from chronic alcoholism can be 
sterilized. 
 
§ 2. Applications for sterilization can be made by the individual to be sterilized. If this person is legally incompetent, has been certified 
on account of mental deficiency, or is not yet 18, a legal representative has the right to make an application on this person's behalf 
but needs the consent of the court of guardians to do so. In other cases of limited competency, the application needs to be approv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 . . . ] 

그는 독일 정부가 다음과 같은 법을 통과 시켰는데, 
 
 
§ 1. 유전 질환을 앓고있는 사람은 의학적 경험에 따라 자손이 유전 적 성질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경우 수술로 멸균 될 수 있습니다. 1. 선천적 인 정신 이상, 2. 정신 분열증, 3. 조울증, 4. 유전성 간질, 5. 유전성 성 비투스 
(Huntington 's Chorea), 5. 유전성 정신 장애 6. 유전성 실명, 7. 유전성 난청, 8. 심각한 유전 적 기형. 또한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고
통받는 사람은 모두 멸균 될 수 있습니다. 
 
 
§ 2. 살균 신청은 살균 대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정신 이상으로 인해 인증을 받았거나, 아직 18 세
가 아닌 경우, 법정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역량
의 다른 경우, 신청서는 법정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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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ㆍ철학ㆍ신학 연구자 연대는 '낙태 반대만이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미 
낙태를 통해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을 형법으로 단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며, 이는 여성에게만 가혹한 불공정한 일이고, 또 낙태를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이 헌법소원은 2012년 8월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시에도 9명 정원의 헌법재판관 중 재판관 1명은 공석이었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으로 찬반 동수였으나,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
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3) 원문과 법제처의 해석본(法制處(譯), 大明律直解 卷20, 刑律 鬪毆編 鬪毆條, 法制資料 第13輯, 1964, 418~9쪽)을 토대로 필자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듬은 것이다. 
 
4) 원문(刑法大全, 第五編 刑律下 第九章 殺傷所干律 第二十一節 墮胎律)과 해석본(송병기 외, 한말근대법령자료집IV, 국회도서관, 1971, 205~6쪽, 
195쪽)을 토대로 필자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듬은 것이다.   
 
5) 원문(일본 구형법)과 번역본(신동운·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55쪽)을 토대로 필
자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듬은 것이다.  
 
6) 제16회 임시국회 본회의 제17차 회의(신동운(편), '형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464~465쪽)  
 
7) 그렇다고 국회에서 낙태죄 조항 삭제를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급진적인 논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이 인구증가에 대한 규제장치의 필요성
이나 현실적인 고려였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개선의 맥락에서 낙태죄 조항 삭제를 주장한 국회의원도 있었다.(신동운(편), '형법제정자료
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455쪽) 
 
8) 엄상섭은 제15회 정기국회 제55차 본회의에서 낙태죄가 봉건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6.25동란 이후 상당한 인구의 소모도 있어서 더 좀 많
았으면 좋겠고 흔히 강국으로서의 독립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신동운(편), '형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453쪽)  
 
9) 참고로 일본의 우생보호법은 1996년의 법 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모체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우생학적 사상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던 강제적 단
종 등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었고 '우생수술'이라는 용어도 '불임수술'로 수정되었다.  
 
10) 대법원 1985.6.11, 84도1958, 공 1985.8.1(757), 1025 참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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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예외적 허용조항도 아예 삭제하여 
임신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청원도 있었음 

http://file2.nocutnews.co.kr/nocut_event/research/2017-국회생명존중포
럼-낙태죄%20폐지%20논란과%20생명존중을%20위한%20제안.pdf 

종교(기독교, 천주교, 카톨릭, 불교) 
및 의료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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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le2.nocutnews.co.kr/nocut_event/research/2017-국회생명존중포
럼-낙태죄%20폐지%20논란과%20생명존중을%20위한%20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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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le2.nocutnews.co.kr/nocut_event/research/2017-국회생명존중포
럼-낙태죄%20폐지%20논란과%20생명존중을%20위한%20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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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 
현 모자보건법 예외조항에 
추가검토 : 본인동의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 
삭제검토 : 배우자동의, 우생학적 윤리적 조항 
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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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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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월 한국 
2012년 8월,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 

낙태=범죄=생명권 제약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사익) < 태아의 생명권보호(공익) 

생명권 제약(24주 이후 인정)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사익) >태아의 생명권 (24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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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월 한국 
보건복지부 – 불법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 – 의료법개정안 예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중
절'을 추가하고, 시술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를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 

발의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어느쪽 로비에 의한 것인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보건복지부가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낙태수술
(임신중절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 이
하에서 12개월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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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0월 한국 
낙태죄 폐지 청원 &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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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0월 한국 
낙태죄 폐지 청원 &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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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0월 한국 
낙태죄 폐지 청원 &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11/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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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 한국 
12월 3일 염수정 추기경의 '생명 수호' 미사를 신호로 천주교
의 전국 16개 교구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시

작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17#09T0 

12월 14일 120여 명에 달하는 생명윤리학·
철학·신학 연구자들이 "낙태 반대만이 생명
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
다"는 입장을 밝힌 것 

헌재가 2017년 2월 8일 접수된 낙태죄(형
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심리 중에 있기 때문이
다.2)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id=13013052&board_id=k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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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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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id=13013052&board_id=k1200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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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id=13013052&board_id=k1200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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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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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이탈리아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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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이탈리아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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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http://h21.hani.co.kr/arti/PRINT/42530.html 

1966~1989년 낙태금지법 
1966년 루마니아의 국가원수였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낙태금지법 시행을 결정한다. 그 조치는 루마니아의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기인했다. ‘Decree 770’이라고 불리는 낙태금지법은 1989년 12월 루마니아 혁명으로 법이 폐기될 
때까지 23년 동안 지속되며, 루마니아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상황에 관심을 가졌던 루마니아와 
세계보건기구의 몇몇 연구자는 1966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된 낙태금지법이 루마니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했고, 그 결과를 1992년 미국 공중보건 학회지에 실었다. 결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Decree 770이 시행되고 첫 4년 동안 여성 1인당 출산율은 두 배 증가하고, 인구 1천 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지칭하는 

조출생률은 14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나 출산율 증가는 일시적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법을 피하는 길을 찾아낸다.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 낙태수술이 가능한 거짓 
진단명을 받아내는 사람이 늘어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을 선택한다. 그 
결과 불과 4년 뒤인 1970년부터 조출생률은 다시 감소하고 1985년에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온다. Decree 
770이 낙태뿐 아니라 피임 제한까지 포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낙태금지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 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둘째,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 수가 증가한다. 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원치 않은 아이를 결국 낳게 된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자원도, 스스로의 동기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시설에 맡겨지게 된다. 열악한 시설에서 아이들은 영양결핍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유아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모성사망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여성이 불법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앓으면서 매년 500여 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한다.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3년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비는 7배 높아졌으며, 1989년을 기준으로 루마니아는 주변 국가인 불가리아나 
체코보다 9배 가까이 높은 모성사망비를 보였다. 그리고 1989년 12월 혁명으로 낙태금지법이 철폐된 다음해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비는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낙태금지법이 모성사망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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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http://h21.hani.co.kr/arti/PRINT/42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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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emiwiki.com/ww/임신중절비용#cite_ref-:0_3-3 (추가검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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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복지부 2005년 하루 평균 낙태수술이 1000건 정도 시행  
         (연간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34만2000건) 
 
 
(2017)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약 3000건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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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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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사 건 2012헌마5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을 위한 심판청구 각하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신한 처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여아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3.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
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그런데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태아가 여아라는 사정은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4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 또
한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 2012. 1. 17.] 

* 단지, 모자보건법 상 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위법은 맞으나,  
  위헌에 대한 심판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건임 
  (모자보건법상 처벌은 없음, 형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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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0헌바402, 2012. 8. 23., 전원재판부] 

【당사자】 
청구인    송○주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황종국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업무상촉탁낙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
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조산사에 대하여도 헌법과 연관이 있음 
나.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자기낙태죄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함 판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책임과 형벌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형별체계상 문제없음 판결 

(2010~2012년)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한 조산사 관련 재판건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2010초기2480) 기각 →  헌법소원심판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
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관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
권 중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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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태아의 생명권 & 임산부의 행복추구권 & 국가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약가능 범위여부 
  임산부의 이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 인간의 행복추구권리와  
  우주적 시스템에 의한 생명(태아)자체의 권리는 시스템을 가동시킨(자의던 타의던) 임산부가 시스템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게 타당한가의 질문임,  
  이 부분이 미묘한 것은 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루는 관점에서는 지극히 타당,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적 유기체 기계 시스템으로  
  볼 것인지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경계선 없는 명제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지점에 있다. 
)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
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
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
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
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자기낙태죄의 입법목적은 형법상 위험발생방지목적에 있으나, 1953년 법제정 시와 달리 현 의료수준으로 볼때 매우 안전 
  헌법 어디에 태아를 국민으로 지정한 것인가? 국적법상 출생시점에 국민으로 인정됨 
  결국 “태아의 생명권보호는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 인데,  어떤 공익이 있는것인가?  
)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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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
적 죄질이 가벼운 낙태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
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님 
) 
 
 
라. 낙태는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고,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기는 어려워 대부
분 낙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
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아가 경미한 벌금형은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
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  
  비난가능성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불법화에 따른 무자격의료행위 증가를 우려해야 함 
  * 비용증가, 시술 기술 저하, 사회적 비난에 따른 산부인과에서 의료시술 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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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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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임신 중기(임신 13주-24주)의 낙태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비하여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
가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낙태의 절차를 규제하는 등으로 임신중기의 낙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임신 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낙태로 인한 합병
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
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가
볍게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하여 임신 초기의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임부가 낙태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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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   
 
재판관 4인 분석 필요 -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해외 – 1971.1 미합중국 대 뷔치 사건, 로 대 웨이드, 미네소타 주 호치슨박사으 
상고, 조지아 주 도 대 볼튼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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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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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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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임신 중기(임신 13주-24주)의 낙태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비하여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
가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낙태의 절차를 규제하는 등으로 임신중기의 낙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임신 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낙태로 인한 합병
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
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가
볍게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반대의견을 기반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10헌바402, 2012. 8. 23., 전원재판부] 



과거와 현재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 
 
1973년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확립했던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블럭먼 대법관의 다수의견 검토서 참고 
 
 
당시 미국은 4개주 (뉴욕, 워싱턴,알래스카, 하와이)는 특정기간내 낙태는 형사처분 없음,  
13개주는 낙태의 허용범위 확대, (현재의 한국과 매우 유사한 규정- 임부의 건강, 태아의 건강, 강간 등) 
32개주는 모든상황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보았음 
당시 호지슨 산부인과의사는 “언젠가는 낙태가 중죄가 아닌 인간적인 의료서비스가 될것”이라 예견함 
 
 
블랙먼 대법관 : 1966년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잘 알고있었음 
 
뷔치박사 : 1969년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중 “건강”이라는 정의가 의사들이 스스로  
    법의 주수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정확하게 정의되어지지 못하고 모호하므로 위헌이라 주장 
    => 게아트 A 게실 연방지방법원판사는 이 주장에 동의 적법절차 미충족 판결되었으나 번복(1971.4.21)됨 
뉴욕시 : 1970년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 합법화 
 
APHA(미국공중위생협회) : 낙태는 원하는 자녀의 수를 선택하고 터울을 조절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
로 인정되어야 한다 
 
AMA(미국의사협회) :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주의 의사들을 위한 지침 마련(1970.6) 
                            (조건 :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 두명의 의사와 상담) 
 
ACOG(미국산부인과협회) : 환자의 요청만으로도(AMA 조건없이) 시술허용정책 도입(1970.8) 



바뀌지 않는 이유 

법조&정치&종교 문제 
 

(역사) 역사적으로 독일 유태인 제거법안에서 시작된 낙태죄 제거 필요 
 

(종교) 종교인은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므로 

종교세력 기반의 정치활동 자제하여야 함 
(어떤 결정이 공공의 이익에 가까운지 루마니아의 실험 등을 참고하여야 함 

- 낙태죄에 대한 실질적인 인간의 활동방향은 종교와 다름) 

 
(여성)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는 이미 국민인 성인여성의 헌법적 권리가 우선임을 알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 

 
(세계동향) 이미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팩트 기반으로 각 국가의 현황을 제공하여야 함 



바뀌지 않는 이유 

 
Q) 아래의 헌법가치 중에서 임신중절 결정권을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
엇인가? 
 
 
행복추구권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짐 
신체의 자유(12조) 
가족생활/모성보호 (36조)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모성의 보호에는 출산후의 기간도 포함하여야 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약 (37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약 



기타 검토자료 



경찰진정서 샘플 

ISSUE 















4.57만명(남해군 인구수) / 5147만명(2017년 대한민국 인구수)*100(%) 

= 0.088789% 
4.57만명(남해군 인구수) / 5147만명(2017년 대한민국 인구수)*3000(명 일평균 임신중절 건수) 

= 2.66명 (일평균 남해군 임신중절 시술건수) 
2.66*365 

= 970.9명 (년 기준 남해군 임신중절 시술건수) 
970.9*160(만원) 

= 15억 5344만원 (년 기준 남해군 임신중절 시술 비용) 
   * 비용 :  (1건당 160만원가정) 7주이내 60~80만원, 7주이후 200~300만원 

 
대한민국 임신중절 시술 시장  

    3000(건/일)*365(일) *160(만원) = 1조7520억 시장 



ISSUE 



진정서의 진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뜻함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口頭) 또는 서면에 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할 수 있음 
 
민의(民意)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주주의에 입각해 진정서의 내용은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는 편 
 
*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됨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 
**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진정서임 

청원 

민원 

청원법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非違)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ㆍ명령 ㆍ규칙의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ISSUE 



“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감사합니다 
 

(facebook.com/sangshik, mikado22001@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