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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 형법은 제241조에서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네 차례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서는 합헌의견인 재판

관이 4인,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의견인 재판관이 1인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국가나 사회마다 어느

정도 성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는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므로 이러

한 비교법적인 고찰에서 얻은 시사점도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간통죄 규정에 대해서는 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다. 간통죄

존치론은 간통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는 점, 일부일처제의 혼인

제도와 건전한 성도덕의 유지를 위하여 간통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미약한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규정이 필

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반면, 간통죄 폐지론은 간통죄 규정은 개

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가정의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는 점, 외국의 입법례도 간통죄가 폐지되는 방향으

로 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간통죄 규정과 관련 되는 헌법적 가치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36조 제1항, 평등권,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하는데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는 견

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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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36조 제1항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형벌 규정이

다. 또한, 간통죄 규정은 그 예방적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

통죄 규정의 폐지는 형법이 아닌 다른 법영역에서의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나 법적용을 동반하여야만 할 것이다.

주요어 : 간통, 간통죄,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위헌성

학 번 : 2005-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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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될 당시 간통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간통죄 처벌 규정은 그 후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까지 11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개정되지 않고 그

대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볼 때 폐지되는 추세

에 있으며 중혼죄 등 다른 규정으로 간통에 대하여 규율하거나 제재하고

있다.

간통죄 규정은 형법 제2편 각칙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배우자가 있

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성교를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친고죄이지만 그 고

소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배우자의 종용 또는 유서를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10일에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이 내려진 이래로 1993년 3월 11일,2) 2001년 10월 25일,3) 2008

년 10월 10일4)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서는 합헌의견

1)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2) 헌법재판소 1993. 3. 11. 90헌가70.

3)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4)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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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판관이 4인,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의견인 재판관이

1인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5)

간통죄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있은 이후 현재에도 그 존

폐 및 실제적 적용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여성보다는 우위에 있으며 남성의 외도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며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유

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통죄 규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간통죄 존치론도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아니한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념적

으로 남녀평등 의식이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

상되고 성개방풍조가 일반화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간통

죄 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간통죄 폐지론

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에 비추어 간통죄 규

정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그 중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외에 간통죄 규정과 관련되는 다

른 헌법적 가치들을 침해하거나 그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자 한

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려면 현행법에서 간통 행위 및 상

5) 또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나 침해가 문제되는 형

법상 처벌 규정인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2. 10. 31. 99헌바40․2002

헌바50 결정에서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2009

헌바191 결정에서는 위헌결정을 하여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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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위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간

통죄 규정은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를 형법상으로 금지하고 이를 범할

경우 처벌할 것을 규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공소제기의 요건들도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미국, 독일, 프랑

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고 간통죄

에 대한 대안적인 규정으로 중혼죄 규정이 있는 바, 그 시사점을 검토한

다.

또한 간통죄의 폐지는 법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통죄 규정의

존치론과 폐지론 및 그 근거를 검토해 본다.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은

이념적으로 형법의 기능, 형사정책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경우 일

어날 수 있는 현상, 여성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바,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고 간통죄 폐지

론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법정책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간통죄 규정이 그와 관련하

여 제한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들을 침해하거나 위배되지

는 않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헌법 제17조), 헌법 제36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죄형법

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를 침해하거나 위배되지 않는지를 논증한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이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

어서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

적 근거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라는 두 가지 기본권 모두를 간통죄 규정이 침해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통죄 규정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헌법적 가치들을 제한하거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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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의 경합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경합이 문제되는데 그 해결방식도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간통죄의 입법 연혁과 현행법의 체계에서 간통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형사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법영역에서의 규율을

살펴본다. 특히 간통죄는 형사법적 측면에서 친고죄이면서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데, 배우자는 타방

의 간통 행위를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혼인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가 선행되어야 고소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아울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는데, 세계 주요 국가의 간통죄에 대한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

점을 검토한다.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

으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통제장치로서 중혼죄 등을 두고 있음

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69년 6월 25일의 제1차 형법개정

법률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의 입장과 그 근거를 알아본

다. 간통죄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론은 형법이 과연 성인 남녀의 성생활

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간통죄 규정이 있

음으로 인하여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되는가, 간통죄

규정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에 있는 여성이 보호되는가 등의 측면에

서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간통죄 규정은 형법의 역할을 어

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및 집

행의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반드시 여성에게 유리할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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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간통죄 폐지론이 간통죄 존

치론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주로 법적인 관점에

서 특히 헌법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에 비추어 간통죄 규정이 어떠

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들을 침해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방법론으로서 형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반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수한 문제점, 과

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경합의 문제 등

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아가 간통죄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헌법 제36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

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간통죄 규정의

위헌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방법으로 하게 되므

로 간통죄의 입법목적 내지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

게 되는데 간통죄 규정이 구체적인 헌법적 가치들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앞서 이러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5장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정리하고 간통죄

규정을 폐지할 경우 민사적인 규율로서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에 대하

여 제재하여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 현행법상 간통에 대한 규율 및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간통에 대한 입법 태도

성형법의 탈윤리화와 비범죄화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간

통죄이다. 간통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주의가 나누어진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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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의미의 간통죄에 대한 규정을 분류해 보면, 남녀불평등처벌주의, 남

녀평등처벌주의, 불벌주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남녀불평등처벌

주의는 개정 전 프랑스 형법이나 이탈리아의 구형법과 같이 남편과 부인

의 간통에 대하여 처벌을 달리하는 경우와 일본의 1947년 폐지되기 전의

구형법이나 이를 의용한 우리나라 구형법과 같이 부인의 간통만을 처벌

한 예가 있다. 다음으로 남녀평등처벌주의는 남녀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입법주의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과 미국

의 일부 주에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벌주의는 간통 행위 및 상

간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남녀불

평등처벌주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를

비범죄화하여 불벌주의를 택할 것인가에 있다.6)

제2절 간통죄의 입법 연혁

간통죄가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난혼의 시기를 거쳐 일부일처

제를 확립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함무라비 법전, 로마시대의

법률, 대명률,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였지만 이들의 처

벌 규정은 가부장의 소유물로 인정되던 부인의 간통을 처벌하여 가부장

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7) 그러나 오늘날의 간통죄 처벌 규정은 사회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638면.

7) 이에 대하여는 과거 간통죄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에 많은 여권운동가들은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였고 간통죄가 존치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었는지

는 실증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권운동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는 간통죄의 존치는 입법부에서 우먼파워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도 간통죄의 오랜 역사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만을

처벌하는 일벌주의나 남편의 부권에 도전하는 범죄로 발달되어 왔다는 점에 대하여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신동일, “간통죄”, 안암법학 9호, 세창출판사,

1999, 131-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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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적 지위가 미약한 여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인 목적을 가

지는 것으로 인식된다.8)

우리나라의 경우 유부녀의 간통을 일반적인 간통보다 가중하여 처벌

하였다.9)10)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 제

265조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다. 일제시대인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제11호 조선형

사령으로 의용한 구형법 제183조에서는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되고 남자

는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해방 후에도 1945년 11월 2일 법률제법령의 존

속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21호와 1948년의 제헌헌법 제100조의 과도기적

조치에 의하여 현행 형법이 시행될 때까지 남녀불평등처벌주의에 입각한

일본형법의 간통죄 규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11)

1953년 제정형법의 간통죄 규정 입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948년 형법기초요강에서는 간통죄는 공익을 그 죄질로 하는 풍속을 해

하는 범죄이며, 남녀평등의 이념에 비추어 남녀를 동일조건으로 처벌하

기로 하였고, 친고죄의 규정을 두었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형법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궁극적인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단 조문을 규정하고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정

부초안은 현행 간통죄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

하는 과정에서 간통죄는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국회에 상정되자 유부녀의

간통과 그에 상간한 자만 본부(本夫)의 고소를 기다려 논한다는 내용의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대한 연구”, 1991, 137면.

9)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대명률 형전편에서는 화간을 범한 자에 대하

여는 장(杖) 80대, 화간을 범한 유부녀에 대하여는 장(杖) 90대로 다스렸다. -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2010, 45면.

10) 원혜욱, “간통죄의 입법적 검토”, 젠더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젠더법학회, 2010, 6면.

11) 박찬걸, 앞의 논문,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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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이 제출되었다. 1953년 6월 5일 제1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원

안이 상정되었는데 그에 대하여는 간통죄 존치의 주장으로 정부 측의 주

장(남녀쌍벌주의),12) 방만수 의원의 주장,13) 김봉조 의원의 주장14)이 제

출되었고, 간통죄 폐지의 주장으로 엄상섭 의원의 주장,15) 조주영 의

원16)의 주장이 제출되었다.17) 간통죄에 대한 표결에서는 의결정족수에서

한 표의 차이로 정부초안으로 확정되었다.1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형법에 규정된 간통죄는 1985년부터 시작된

형법 개정 작업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 형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소

위원회가 제66차 및 제67차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검토하여 표결에 붙인

12) 정부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남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축첩이 횡행하던

분위기에서 특히 여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함으로써 혼인한 남자들의 축첩이나 외도

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세계문명국가에서 간통죄를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교육정도가 높지 않는 나라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아내가 실

행(失行)하는 경우 남편이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 규정

이 있음으로써 재판을 위하여 법원에 드나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조관념은 세계 제일인데

이러한 미풍양속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13) 방만수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관행에 비추어 여

성만을 처벌해야 한다. 둘째, 여성 단벌주의가 어렵다면 쌍벌주의를 취해서라도 간통

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14) 김봉조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현재 간통죄는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해

지기 때문에 남성만을 처벌해야 한다. 둘째, 남성 단벌주의가 어렵다면 쌍벌주의를

취해서라도 간통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15) 엄상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간통죄를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간통

죄는 폐지해야 한다. 둘째, 남녀평등의 사상에 의해 쌍벌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기존

에 이중혼을 유지하였던 남성을 처벌하게 되어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셋

째, 부부 간의 문제는 부부 자체에 맡겨야 할 것이며 법률은 남의 집 문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16) 조주영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형법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한다면 부부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 가정은

불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

서는 부부 간에 서로를 애지중지할 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17) 원혜욱, 앞의 논문, 9-10면.

18) 재석의원 수 112명 중 57표를 얻어 가결되었다. - 조현욱, “간통죄 폐지에 관한 소

고”, 사회과학연구 제17집,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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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폐지 의견 8명, 기권 2명으로 존속에 찬성하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어 간통죄의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1992년 6월 1일의 형법개정법

률안 수정안에서는 간통죄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그 처벌만 징역 2년 이

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택형으로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 29일에 통과된 개정 형법

도 여성계와 유림 등의 반대에 의하여 폐지나 개정 사항 없이 그대로 존

치되었다.19)20) 또한 2010년 3월에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

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아 존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21)

제3절 간통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1. 서설

형법은 제2편 각칙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간통 행위와 상간

행위를 간통죄라는 죄명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간통죄는 남녀

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

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 다시

19) 이에 대하여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

17 결정의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에

서는 “이와 같이 간통죄가 다시 부활된 것은 입법예고 후 각계 각층에서 간통죄의

폐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하자 존치론과 폐지론의 조화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20) 조현욱, 앞의 논문, 43면.

21) 이지현, “간통죄 존폐론에 관한 헌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15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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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 행위를 종용(慫慂) 또는 유

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22)

2. 형법상의 간통죄에 관한 규정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하여

야 한다. 여기서 간통이란 성기의 결합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에 국한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단순히 동거하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며 그 반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마

친 법률상 배우자이면 간통죄 규정이 적용된다.23)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24)

간통의 상대방에게도 즉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중간통

이 성립한다. 이중간통의 경우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의

간통죄가 되고 각 죄는 두 개의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된다.

행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는지 여부는 간통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25) 성적 쾌락

22) 이주희, “간통의 형사 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법과 정책 연구 제8집 제2호, 동광

문화사, 2008, 330면.

23) 허일태,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107-108면.

24) 이희훈,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

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496

면.

25) 이지현, 앞의 논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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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윤락행위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간통을 구별하여 대가를 지

급하는 성행위를 간통에서 제외하고 정분이 있는 성의 교환 행위만이 형

법상의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

의 해석상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진다.26)27)

고소의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종용(慫慂)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

의를 말하고, 유서(宥恕)란 간통에 대한 사후의 승낙을 의미한다. 유서

(宥恕)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

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宥恕)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28) 이에 대하여 대법

원 판례는 부부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동의 의사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하였고,29) 배우자끼리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상태에 들어가거나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이혼합의가 내부적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때에는 비록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

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30)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비록 부부가 형식

26) 이주희, 앞의 논문, 330-331면.

27)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4, 231면에서는 “간통은 유흥업소에서 1회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28) 이재상, 앞의 책, 641면.

29) 대법원 2006. 5. 11. 2006도1759.

30) 대법원 1997. 2. 25. 95도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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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허용 또는 인정한 것으로 보는

바, 실질적 관점에서 부부의 혼인상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31)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부부 간에 합의이혼서를 작

성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배우

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가졌다면 여전히 타방은 간통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 있어서32)3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용(慫慂)

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형사소송법상의 간통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의 해

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를 그 유효요건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

주한다. 이는 또한 동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법률상의 배우자와 상간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

소하지 못하지만,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34) 또한, 간통죄의 고소

에도 다른 일반적인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사소송

법은 제232조 제1항에서 고소 취소의 시점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31) 이희훈, 앞의 논문 496면.

32) 대법원 2002. 10. 8. 2002도3208.

3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여성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다퉈오던 중 남편의 요구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재산권을 포기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혼합의 각서

를 작성하였으나 위자료와 재판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서에 서

명․날인하지 않는 등 이혼 절차를 미뤄오다 다른 남성과 정교를 맺은 것이 드러나

고소를 당하였다. - 조국, 앞의 책, 233면.

34) 이희훈, 앞의 논문,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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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동법 제233조에서는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35) 형사소송법은 제232조 제2항에

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소

송이 취하간주되어 간통에 대한 고소가 취소간주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하여 통설과 대법원 판례는 이

혼소송의 취하에는 이혼소송에서의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경우,36) 이혼소송이 기각 확정된 경우,37) 이

혼소장이 각하된 경우38) 등에 있어서도 고소취소가 간주된다고 보고 있

다. 또한, 고소취소간주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소취하시 소급하여

소제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

에도 최초의 고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이혼소송의 제기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이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이 흠결되어 고소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라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다.39)

35) 이를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

범자 간의 불가분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고소의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객관

적 불가분의 원칙도 인정되고 있다. -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

판부, 2013, 172면.

36) 대법원 1975. 11. 25. 74도2577.

37) 대법원 1985. 12. 10. 85도2139.

38) 대법원 1994. 6. 10. 94도774 판결에서 대법원은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

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

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9) 대법원 1997. 5. 23. 95도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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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판례는 이혼소송이 취하간주되어 간통한 자에 대한 공

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선고된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

에 대하여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혼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전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에도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에 따라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40)

문제는 상간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혼소송이 취

하, 취하간주, 이혼소장이 각하되는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간통고소가 취소간주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41)의

다수의견은 “간통피소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

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

고 간통의 상간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위 이론에 소장을

가져갈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소수의견은 “이혼소송의 취하로

인하여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범위 내인 간통죄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상간자와 간통을 한 배우자 사이에 처

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됨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

하간주시키고 재결합하고자 함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관철시켜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간통죄를 친고죄42)로 정한 취지에 반

40) 대법원 1997. 5. 23. 95도477.

41) 대법원(전원합의체) 1975. 6. 24. 75도1449.

42) 간통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간

통죄를 친고죄로 하는 데에 찬성하는 견해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에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점에 주목하여 친고죄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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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제4절 간통에 대한 그 외의 법적 규율

간통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도덕적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상당한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다. 간통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동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간통을 한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43) 다만 동법 제840조에서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기간에 대하여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

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44) 그리고 간통을 한 자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45) 간통은 전형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이는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한다. 특히 간통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 간의 의무

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므로 간

통을 한 배우자의 타방은 간통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 및 제

다. 덧붙여서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기관이 모든 숙박업소를 단

속하여 간통죄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사법역량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현

실적으로 어떤 지역과 업소는 수사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는 불균형이 초래된다

는 지적도 제시된다. 반면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 데에 반대하는 견해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파악하는 한 처벌 여부를 개인이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 원혜욱, 앞의 논문, 5면.

43) 다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하여 배우자로서 한

것을 가리키며, 그 이전의 것은 설사 약혼단계에서 한 행위라도 제1호의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 1991. 9. 13. 91므85.

44) 민법 제841조의 6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부정한 행위가 계속적인 때에는

그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한 행위가 종

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1770면.

45) 위의 책, 17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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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상간자도 간통

한 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간통한 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46) 이러한 경우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 될 수 있다.

간통을 범하여 간통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처분이 내려진 피고인

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 결격 사유47)48)에 해당하거나 당연퇴직 사

46) 대법원 2005. 5. 13. 2004다1899.

47)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48)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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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49)50)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박탈될 수 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51)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

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위헌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52) 지방공무원53) 뿐만 아니라 군무원54)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55)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49)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50)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

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

51) 간통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의 재판

관 2인(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에서도 “징역형은 각종 자격의 제

한이 따르며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가지의 형의

종류 중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에 속하며 그에 따라 각종 공민권의 제한을 받는

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52)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684등.

53)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마788등.

54)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7헌가3.

55)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14, 1293-1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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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이 결

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은 개정되었다.56)

제5절 비교법적 고찰

1. 서설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20세기의 산업화 물결을 타고 개인주의와 자유

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으면서 간통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

부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북유럽에

서의 간통죄 폐지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형법의 탈윤리화라는 이념

적․정책적 고려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

정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들이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57)58)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한 시점을 살펴보면,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59)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

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였다.60) 또한 미국모범형법

56) 성낙인, 앞의 책, 1295면.

57) 1964년의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는 간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간통불벌주의의

조류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인류 사회의 모

든 구성원은 고유의 존엄성의 권리를 향유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 4

월 10일 가입서를 기탁하여 같은 해 7월 10일 조약 제1006호로서 국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 최영승,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1, 28-29면.

5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37면.

59) 1937년 스웨덴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1913-1932년 사이에 15-25건 정도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 절반 이상은 가벼운 벌금형이었다고 한다. - Simson, Zur

Strafbarkeit des Ehebruchs, NJW 1969 Heft 21, S.963. - 위의 논문 188면에서 재

인용.

60) 그 외에 구소련은 1926년, 노르웨이는 1927년, 네덜란드는 스웨덴과 같이 1937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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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1964년 국제형법회의에서도 간

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서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간통죄를 비범죄화하여 불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61)

간통죄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과 동 규정에 대한 2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3. 3. 11. 90헌가70 결정의 재판관 2인(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의 위헌의견에서 처음으로 비교법적 견지에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거나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간통죄를 유지하고 융통성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대처하고 있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62)이 있었으며, 동 규정에 대한 3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의 다수의견에서는

판단의 전제로서 간통죄에 관한 입법연혁을 설시하면서 비교법적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입법자에 대하여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요구

하면서 그 첫 번째 논거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

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고, 동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

통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간통죄의 폐지 이전에 그 처벌 형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다. 일본의 구형법 제183조, 우리나라의 구형법 제183조, 중국의 구형법 제256조

는 처의 간통 행위만을 처벌한 반면, 1810년의 프랑스 형법 제337조 및 제339조,

1931년의 이탈리아 형법 제559조 및 제560조의 경우 부의 경우 범죄화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인정하였다. 특히 이탈리아 형법의 경우 처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으나, 부에 대해서는 부부동거의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든가 또는 공연

히 첩을 둔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

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형법은 간통 행위에 대하여 부부 모두 처

벌하는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 최영승, 앞의 논문, 26-27면.

61) 이지현, 앞의 논문, 16면.

62) 위 결정의 재판관 2인(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위헌의견에서는 “우리나라는

1990. 7. 10. 발효한 세계인권규약 에이(A) 및 비(B) 규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제

부터 기본권의 문제는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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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서는 판단의 전제로서

입법 연혁 및 외국 입법례를 설시하였다.

2. 간통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영국의 보통법에서는 간통이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되지만 형사적 제

재는 가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교회법에서만 18세기까지 이를 처벌하였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관할법원에 따라 영국의 보통법의 태

도에 따른 것과 캐논법의 전통에 따른 것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간통처럼 도덕에 관계되는 범죄는 시대에 따른 도덕관의

변천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랐다. 미국은 청교도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타

인의 사생활이 문화의 주된 흐름과 다른 경우에는 부당하게 간섭하는 특

이한 경향을 띠었다.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범죄에 특별한

관심이 쏟아졌는데, Massachusetts Bay에서 가장 빈도 높게 처벌된 죄

는 간통이었다고 한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간통은 아직도 법전에 엄

존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예는 많지 않게 되었다. 간통죄의 개념을 재

정의(再定義)한 주도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Indiana주에서는 공공연

하고 악의적으로 행하여진 간통만 처벌하기도 하였다. 법은 비밀스러운

죄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 악의라도 다른 장소에 전파되지 않는 한

죄로 삼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한다.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다시 반도덕범

죄(反道德犯罪)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다분히 반동

적인 도덕재무장운동(道德再武裝運動)은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최

근에 와서는 그 기세가 예전 같지 않다. 그리하여 많은 주에서는 간통죄

규정을 형법전에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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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에 대한 처벌 경향을 살펴보면,

미국모범형법전과 Louisiana주, Missouri주, New Jersey주, Ohio주,

Pennsylvania주, Washington주, Texas주 등 대부분의 주의 형법전에서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 다만 몇 개의 소수 주에서 간통죄를 처벌

하고 있으며, 간통죄를 처벌하는 주 중에서도 공공연하고 악의적인 간통

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주도 있다. 그러나 이들 주에서도 신빙할 만한 간

통의 증거가 있더라도 행위자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서 미국에

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한다.64)65)

(2) 독일

1) 독일의 간통죄 규정 및 해석론

독일은 1969년 개정 전 형법 제12장 신분, 혼인 그리고 가정에 대한

범죄의 장 제172조에서는 제1항에서 “간통은 이로 인하여 이혼한 때에

유책한 배우자 및 공동책임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고소에 기해서만 기소한다.”라고 규정하여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당시 독일의 통설은 간통죄의 보호법

익을 ‘남성과 여성의 합법화된 생활 및 성 공동체로서의 혼인의 추상적

인 존재’라고 보았다. 즉 단순한 풍속범죄로 보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간통죄를 형법 제13장의 ‘풍속에 관한 죄’에서 분리하여 제12장으로

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59-160면.

64)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는 “입법자로서는 그것을 폐기하고 싶어도 불리한 여론

을 의식하여 거론하지 않으며 또 다른 한편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자도 시대착오

적인 사고를 갖는 자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우려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라

는 분석이 있다. -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 19면. - 최영승, 앞

의 논문 29면에서 재인용.

65) 이희훈, “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

로 -”,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1,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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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온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보았다. 간통죄의 구성요건으로는 두

사람의 성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유효한 혼인생활

을 하고 있어야 한다. 혼인은 형식적으로만 유효하면 충분하다. 행위의

본질은 성행위를 실행함에 있으므로 성행위 유사의 행위 또는 기타 부정

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폐지되기 전 독일에서의 간통죄는 현행 우리 형법의 내용과 비교하

여 별로 다른 점은 없었다.66)

2) 법개정에 관한 논의

라드부르흐의 형법안과 1930년의 형법안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대형법위원회(大刑法委員會)에서는

11:9로 간통죄 규정의 존속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의 형법개정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제193조 1) 자신의 혼인 또는 타인의 혼인을 파괴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단기구금형(1주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행위는 고소에 기하여서만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하였을

때에만 기소된다.

또한 Hellmuth Mayer67)는 혼인파괴자만 그것도 변호사가 서명한 경

고장을 송달한 후에만 처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형법개정안 대안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55-156면.

67) Hellmuth Mayer, Strafrechtsreform für Heute und Morgen, 1962, S.92. - 위의 논

문 15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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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이 간통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정말로 적합한가는 간통

죄 존치론자들조차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을

할 것 및 특별한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포기하였을 때에나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대단히 의심스러운 방

식으로 혼인의 내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법규정이 의도하는

혼인유지의 목적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형벌 규정이 간통에 의하

여 침해되고 위태화된 혼인을 간통 행위자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

는 것도 아니다. 간통죄 규정을 통하여 혼인을 파괴하는 행위의 가

장 중한 경우가 반드시 규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1962년

초안에 대한 정부이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간통 피해자의 복수

심으로 인하여 위험한 소송이 제기되고, 이혼절차상 저열한 공갈을

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존엄이나 그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이나 변호사가 사전에 발

하는 경고에 따라 간통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자는 Hellmuth

Mayer의 견해에도 따를 수 없다.

62년안은 간통죄 규정이 국민들에게 도덕형성 및 도덕유지적 기

능을 가지고 있어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혼인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비중

을 두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예컨대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것처럼, 국가가 공동체의 기본단

위로서의 혼인제도를 유지함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간통죄를 처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제도의 유지를 향한

국가의 선언을 위하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형벌 규정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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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국민들의 도덕적 이해 또는 배척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

에서의 형법의 기능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무에서 가볍게 처벌하여

간통죄가 경징범죄화(輕徵犯罪化) 되는 인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한 처벌에 대하여 1962년 초안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에서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경징범죄화(輕徵犯罪化)

하는 데에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더구

나 간통죄의 폐지가 국민들의 오해를 살 것이라는 해석은 국민들이

갖는 도덕적인 힘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간통이 어떤 이유에서이

건 자주 행하여지는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간통 행위를 범죄로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깊은 확신에 근거하는데 이는 형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없고 또 제재할 수도 없다. 간통죄 규정이 현실적으

로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부터 이를 쉽사리 알

수 있다.

1969년 독일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은 총칙에 중점을 두고 형법을 개정

하였는데, 각칙에서는 풍속범죄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풍속범죄

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특히 형법개정안 대안과 1968년 Nürnberg

에서 있었던 독일법률가대회의 평가 및 결정이 기준이 되었다.68) 간통죄

는 1969년 6월 25일의 제1차 형법개정법률에서 대체규정(代替規定)없이

삭제되었다. 형법개정특별위원회는 앞에서 본 형법개정안 대안의 의견을

널리 따랐는데, 제1차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69)

68) R. K. Heilbronn, Die Reform der Sittlichkeitsdelikte durch das Erste Gesetz zur

Reform des Strafrechts, Kriminalistik, 196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58

면에서 재인용.

6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57-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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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을 하여야 하고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 규정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오히려 유해한 것이다. 이혼과 고소가 실제 행하여

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열한 동기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적

지 않다. 간통죄를 존치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상대방이

복수심의 만족을 위한 소송을 할 우려가 있고 금전적인 요구를 실

현시키는 데에 있어서 공갈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

의 존엄과 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법위원회(大刑法委

員會)가 형법적 보호를 철회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혼인에 대

해서 이전과 같은 비중을 두지 않는구나 하는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간통죄 처벌의 실제와 중혼죄 규정

1969년 독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

람의 수는 1959년과 1960년에 각각 125명, 193명이었다고 한다.70)

다만 독일 형법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에서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형법 제172조는 “혼인 중에 있는 자로서 혼인한

자 또는 기혼자와 혼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1)

(3) 프랑스

프랑스는 로마법을 계승하여 처의 간통은 남편의 간통과는 달리 가문

70) Simson, 앞의 논문, S.96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88면에서 재인용.

71) 이지현,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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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통을 혼란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처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였

다가 프랑스 혁명 초기인 1791년에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였

다. 프랑스의 경우는 1870년까지는 여성이 법적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아

내에게 폭행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간통에 대해서도 다른 유럽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아내의 간통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프랑스는 남성의 변태적인 성행위도 경계하였지만, 아내의 일탈적 성행

위는 훨씬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884년까지 아내의

간통 행위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이에 비하여 남편은 간통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내연의 여자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에

만 중혼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았다.72) 이후 프랑스는 나폴레옹법전의 영

향 하에 프랑스 구형법 제337조에서 간통한 처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했고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동법 제339조에서 남편은 동거하

는 가옥에 첩을 데리고 와 살게한 때에 한하여 100프랑 이상 2,000프랑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들은 1975년 프랑스의 형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73)

이후 프랑스는 현재 형법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중혼죄를 규정하여

일부일처제주의를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은 제433-20조(중혼) 제1

항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전혼을 해소하기 전에 또 혼인계약을 맺

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혼인을 증명한 공

증인은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4)

72) 이지현, 앞의 논문, 17면.

73) 이희훈, 각주65)의 논문, 64면.

74) 이지현,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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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1) 일본의 간통죄 규정 및 해석론

일본은 명치 41년인 1908년부터 1947년의 개정 전까지 형법 제183조

제1항에서 “유부(有夫)의 처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간자도 역시 같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전항의 죄는

본부(本夫)의 고소를 기다려 이를 논한다. 단, 본부(本夫)가 간통을 종용

한 때에는 고소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

을 두었지만, 1947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

법에서 삭제되었다.75)

일본 구형법상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성립하고 있

어야 하며 이러한 혼인관계는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은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필요하고 법률혼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

한다는 점은 현재의 우리 형법과 같다. 그러나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남녀 2인의 행위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자는 반드시 유부(有夫)의

처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간통죄의 주체가 배우자 있는 여성에 한한다

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 형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간통죄는 본부(本

夫)의 고소를 기다려 이를 논한다. 고소할 수 없는 경우로는 종용(慫慂)

만을 들고 있는데, 사후의 용서를 의미하는 유서(宥恕)가 규정되지 아니

한 점이 우리 형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10여년 동안 간통의 발생 건수는 대략 200-300건 정도였다고 한다.76)

2) 형법의 개정에 의한 간통죄의 폐지

일본에서는 대일본제국헌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에 일본국

75) 이희훈, 각주65)의 논문, 64-65면.

7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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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변경되면서 남녀평등조항77)을 두게 되자 유부(有夫)의 처만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을 그대로 둘 수가 없게 됨에 따라 간통죄의 폐지

가 제안되었고,78) 1947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본에서는 형

법 제184조에서 종혼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대방이 되어 혼인을

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9)

일본은 1987년 개정 형법 심의 과정에서 중혼죄 규정에 대하여 법률

혼주의를 취하는 일본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대로 존치하였는

데, 이는 이미 폐지한 간통죄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혼죄의 존

치는 위조의 이혼신고를 제출한 후에 다시 혼인을 한 경우라든지 외국에

77) 1946년에 공포된 현재의 일본국헌법 제24조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1)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기

하여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

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지 않

으면 안 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64-165면.

78) 이에 대하여는 양벌론과 폐지론의 대립이 있었다.

양벌론의 근거로는 주로 높은 도덕의 지표를 형법전 중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 다음으로 도덕이 황폐한 시기에 폐지를 하면 간

통이 공인된 것으로 오해되어 좋지 않은 행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특

히 여성의 입장에서 남녀 간의 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부양료, 위자료 등의 민사상의

구제를 확보를 위하여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폐지론의 근거는 우선 남녀 간의 성행위라는 것이 인간성의 근본에 입각한 심오한

것인데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인간성을 유린한다는 점, 또한 간통이라는 것은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형벌이 폐지된다고 하여 간통이 늘어날 것이라

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견해라는 점, 그리고 간통이 발생하는 부부관계는 이미 병들

어 있는 관계이고 간통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남녀의 관계는 민법상 사실혼으로 보

호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관계가 혼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

가 많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위의 논문, 165-166면.

79) 이지현, 앞의 논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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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자가 영사(領事)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거듭하여 혼인을 한 경

우 등 혼인제도의 형식적인 면을 보호하기 위한 규율유지의 필요성에서

현행법의 방식을 택한 것이지 혼인의 내용적인 측면인 성적 성실의무 내

지 순결의 보호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80)

(5) 중국

중국은 단순히 간음을 한 것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간

음 행위만 있으면 처벌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다만, 중국에서도 직권

이나,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 군인의 처를 간음한

자에 한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다.81)

(6) 대만

대만은 현재에도 우리나라처럼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대만 형법 제239조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간통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또한 같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82)

(7) 북한

북한 형법 제270조(비법혼인죄)는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다

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

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80) 최영승, 앞의 논문, 29-30면.

81) 이희훈, 각주65)의 논문, 65면.

82) 위의 논문,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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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전형적인 간통죄의 성립요건과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첫째, 간음 행위가 있던 것만으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둘째, 비열한

동기가 추가되어야 하며, 셋째, 가정을 파탄시켜야 비로소 비법혼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간통 행위와 그 이외의 다른 요소인

비열한 동기 등에 의한 가정파탄이라는 법익침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

여 처벌하고 있다.83)

3. 검토

이상에서 보았듯이,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하는 국가는 유교 문화권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의 극소수의 국가만이 처벌하고 있

을 뿐,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간통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간통

행위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법

상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입법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일부일처제도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

혼죄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다. 간통죄가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보호하는

반면, 역설적으로 중혼죄는 혼인관계의 실질을 보호하거나 이를 허용하

는 결과가 된다. 즉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

되었더라도 간통에 대한 종용(慫慂)이나 유서(宥恕)가 없는 한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상의

혼인을 거듭하는 중혼만을 처벌하게 되면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종료되거

나 파탄에 이른 경우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

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혼인이 해소되는 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정이기도 한데 이러한 과정을 형법이

라는 수단을 통하여 규제하지 않고 다만 법률혼의 성립만을 저지하는 중

83) 박종남,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2009,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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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죄는 간통을 일률적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하는 간통죄 규정에 비하여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제3장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제1절 간통죄 존폐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최선의 법

률을 제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국회

가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바탕으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이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네 차례나 합헌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것을 유권적인 해석을 통하여 확인한 것일 뿐, 입법권자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는 별개로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여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84)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은 간통죄 규정에 대한 법률적 위헌 여부를

떠나서 간통죄를 유지시킬 것인가 즉 남녀평등처벌주의의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여 불벌주

84) 이에 대하여는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간통죄를 존치할 것인

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간통죄를 존치시키거나 폐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일반적 효력에

따라 당연히 간통죄 규정은 폐지될 것이므로 간통죄 존폐론은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인 경우에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는 지적이 있다. - 이효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34호, 대검찰청 검찰

미래기획단, 2012,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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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85) 간통죄 규정의 입법론적 태도에 대하여

는 간통죄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론 이외에도86)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문화적․윤리적 환경과 인식이 아직까지 간통죄를 폐지

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기상조론도 주장되며, 이러한 간통죄 규정 폐지에

대한 시기상조론은 간통죄 존치론에 가까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론이 대립87)하는 이유는 간통 행위가

85)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간통죄가 반드시 위헌이라는 것을 이유로 삼

고 있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이흥용․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

학연구 13집,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135면.

86) 이에 대하여 입법론으로 형법 제2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누구에게나 간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

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해자가 재발방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기왕의 간통을 용서한 경우

2. 양 당사자가 구두나 서류 등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절차상 미신고기간 혹은

이혼숙려기간 등의 절차로 인하여 미확정기간에 간통한 경우

3. 양 당사자가 구두나 서류 등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나 양육비 등의 문

제로 절차진행기간 중에 간통한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연락을 무단 혹은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두절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간통하는 경우

5. 상대방의 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이혼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기간에 피해자 측이

양가에 구두나 서류 등으로 이혼의사를 명백히 밝힌 후에 간통한 경우

6. 가해자 측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6개월 이상 별거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피해

자 측이 이후에 간통한 경우

7. 가해자 측이 먼저 불륜적 외도를 행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측이 경고 후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간통한 경우

8. 특정한 공간에서 가해자 측이 타인과 알몸 등의 형태로 있어 간통의 의심이 가지

만 결합단계까지 간 증거가 없을 경우

9. 특수한 상황들로 인하여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간통을 사전에 승낙한 경우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다만 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③ 간통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할 경우

결혼기간 전체수입의 50% 및 양육비 등은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다. -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1990년 제1차 헌재의 합헌

결정[간통죄Ⅰ] : 헌재결 1990.09.10. 89헌마82”, 사법행정 제48권 제11호, 한국사법행

정학회, 2007, 14면.

87)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간통죄 존폐론에 있어

서도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존하는 간통죄의 존치론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간통죄의 폐지론을 분석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배분 원리에 부합한다는 견해

가 있다. - 이효원, 앞의 논문,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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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윤리와 형벌이 갈등하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윤리 문제에 대하여 형법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 필요하다. 간통죄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론의 논점으로는 대체로 윤리

와 형법의 관계 설정, 우리나라에 있어서 혼인제도의 공고성 정도, 국민

들의 간통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에 대한 평가, 간통죄를 존치함88)으

로써 여성의 지위 보장에 대한 영향의 정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89)

제2절 간통죄 존치론 및 그 근거

1.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존치론은 간통죄는 윤리와 형법과의 중첩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윤리의 범주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관점을 기초로 한다.90) 과

거 여성계에서 주장되었으며 형법학자들 중에도 존치론을 주장하는 학자

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3차 합헌결정91)과 4차 합헌결정92)에서 간통 행

위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법자에게 장차 국민들의 법의식 변화 및 사회적 여건 그리고 간

통죄의 현실적인 규범력 등을 고려하여 간통죄 존폐에 대해 판단할 것을

88) 이에 대하여 간통죄 규정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이분론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1단계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존치론에 수긍하고, 2단계로 과도기

적 시기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존치는 하되 개정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안을

도입하며, 3단계로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폐지론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 - 고시면,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2001년 제3차 헌

재의 합헌결정[간통죄Ⅲ] : 헌재결 2001.10.25. 2000헌바60”, 사법행정 제49권 제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14면.

89) 박종남, 앞의 논문, 9면.

90) 위의 논문, 11면.

91)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92)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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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현재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결정하지만, 입법론적으

로는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93)

2. 간통죄 존치론의 근거

간통죄 존치론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통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간

통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판단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

법 제17조)를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국가가 개입하

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94)

둘째, 간통죄의 규정은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처벌이 전

제가 된 간통죄 규정은 성생활에 있어서 심리적인 억제력을 동반하게 된

다. 다른 성풍속범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도 이러한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효과적인 입법이라는 지

적을 하기도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간통 발생률이 급격

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통은 성도덕상 합리화될 사항이 아님에

도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다가 어느 시일에 갑자기 폐지될 경우 그 일반

예방적 효과가 한 순간에 무너지며 이는 간통 행위를 장려하는 듯한 인

상을 주게 되어 간통 행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93) 이주희, 앞의 논문, 335면.

94)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의 재판관 2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단순히 도덕률에 맡겨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형벌권을 행사하여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형사적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우리는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아직은 단순한 도덕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형사적 제재인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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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간통죄 규정은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재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미약하며 특히 이혼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함은 물론 자립할 만한 경제력

이 없는 여성이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한 경우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법적 보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식이 강하지 못

하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게 된다.

다섯째, 간통으로 인한 실제적 피해를 들 수 있다. 가족들이 입는 피

해는 물론 가정이 파탄되는 현상이 공공연히 발생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여섯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위반됨을 들고 있다. 우

리나라의 미풍양속은 부부 간의 신의와 성실을 미덕으로 삼아왔으며, 전

통적인 의식 속에 뿌리 깊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미덕과 풍속은

우리 스스로가 승화․발전시켜야 할 가치이다.

일곱째, 성개방풍조에 대한 올바른 선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

회현상 가운데에는 성개방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형성하도록 노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개방풍조는 일부의 현상일 뿐 전체적

현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전한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

다고 본다.

여덟째,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간

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의 법환경

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더군다나 간통을 사회적․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일부 국가에서는 간통죄를 규정하

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간통죄를 다루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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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95)

제3절 간통죄 폐지론 및 그 근거

1. 간통죄 폐지론

간통죄 폐지론은 간통에 대한 비범죄화의 요청,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간통에 대하여 불법주의로 간통죄가 폐지 추세에

있는 점, 간통이 국민의 성에 대한 자유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

도 그 규범적 의의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법학계의 다수 견

해이며 형법개정 작업을 할 당시에도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

었다.96)

95)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35-136면.

96)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1601

호)에 의하여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전체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되었다. 소위원회는 1985년 6월 21일 서울고등

검찰청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76차례의 회의 결과 요강심의를 완료하여 1988

년 11월 14일 제4차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심의결과 형법 제241조는 폐지되는 방

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간통 행위의 불벌은 세계적인 입법 추세이다.

둘째,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을 요청하고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자유주의 사상은 간통죄의 폐지를 요청할 것이

다.

셋째,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 질서, 특히 성에 관계되는 사적 윤리에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동의하는 간통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다. 다만, 혼인 중의 당사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 족할 것이다.

다섯째, 간통죄를 존치시킴으로써 양순하고 선량한 배우자는 배제되고 복수심 많은

자만을 보호하게 되어 법 집행상 헌법의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여섯째, 암수(暗數)가 많고 따라서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일곱째,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 형벌의 범죄 억지효(抑止效)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

의 없다

여덟째, 간통죄를 존치시킴으로써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생각이지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

아홉째, 간통에 대한 형벌은 행위자의 전부를 실추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일생을 파멸

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 등 가족의 장래를 파멸로 몰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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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 폐지론의 근거

간통죄 폐지론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개인은 성

적 행복추구권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헌법상 보

장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적 생활의 일부분인 간통에 대하여 국가

가 간섭함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간

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간통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혼을 감

수하면서까지 고소하기는 어려우며, 현행법은 간통죄를 친고죄로 규정하

고 있는 관계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간통죄는 수사와 재판 과정

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

는 예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97) 이러한 실증적인 논거 뿐만 아니라 심리

적으로 볼 때, 간통은 어떤 이유에서이건 자주 행하여지는데 이는 간통

행위를 범죄로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애정에 근거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열째, 실제로 형벌에 의한 위하(威嚇)를 악용하는 자에게는 간통죄는 공갈의 합법적

인 수단이 되고 따라서 재력있는 범인은 처벌이 면제되고 재력없는 자만이 수형(受

刑)하게 되어 그 결과 헌법상의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

열한째, 간통죄의 폐지가 여자 배우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위

구심(危懼(心) 때문에 존치론을 펴는 자에게는 오늘날 그 존치로 말미암아 여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한다. - 최영승, 앞의 논문,

19-20면.

9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에서는 “간통죄 처벌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 경향도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 간통 고소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

칙적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종래의 관례는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 대법원 2008. 7. 10.

2008도3599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

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慫慂)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간통으로 인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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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통죄가 있다고 하여 간통이 방지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물

론 심리적인 강제력으로 작용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간통률(姦

通率)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간통은 개인의 윤리․도

덕의식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간통률(姦通率)의 저하를 목

표로 할 경우 법보다는 윤리의식이나 성관념에 대한 교육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지위도 예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열

악하였으나, 현재는 지위가 향상되었다. 특히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

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권리의식 또한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혼녀를

대하는 태도도 개선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큰 제약이 없으며 경제

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직업 선택의 폭과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여

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은 간통죄 규정으로 여성을 보호할 필요

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통죄 규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여성의 젠더적 지위는 정조관념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데 간통죄의 존치는 여성이 새로운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다섯째, 간통죄는 부부 간의 화해와 포용을 제약하며 상대방의 복수

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오용 내지 악용되기도 한다. 이는 법이 경계

하여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단

순한 법집행에서 오는 사실적인 문제나 불이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가정생활은 원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며, 이로 인하여 당하는 가족 전체의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 자녀의



- 39 -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성도덕과 성풍속의 변화에 주목하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성풍속이나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무시한 채 일방적

성관념을 강요하는 것은 한계성을 띠게 된다. 성생활에 관한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를 형법적

으로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입법정책은 비례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분

명히 문제가 있다.

일곱째, 외국의 입법례도 폐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오늘날까지 간통죄가 있는 국가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며, 기존에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간통죄를 거의 폐지

하였다. 또한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에서 다시 간통죄를 입법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

여덟째,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되

어 있는 바, 이는 형법 제2편 각칙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98) 중 재산

98)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성풍속에 관한 죄는 공연성(公然性)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행

위태양의 공연성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치원에서의 침해 내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 하에 이

루어진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친상간(近親相姦), 수간(獸姦), 계간(鷄姦), 스

와핑, 하드코어 포르노 시청 등을 공연히 행하지 않고 비밀리에 행한 경우, 현행 형

법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즉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의 가치를 두지

않고 또한 보호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성풍속에 관한 죄는 방법론적

인 측면에서 모두 비범죄화의 결단을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

하여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한정하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유형에 포

함되지 않는 유형만이라도 비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법익

으로서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개념은 도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간통죄나 성매매는

특별히 공연성(公然性)을 수반하지 않으면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다.

- 박찬걸, “성풍속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

으로”, 법무연구 3권, 대한법무사협회, 2012,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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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택형으로 하지 않은 유일한 범죄로 법의 체계적 정당성에 위반되

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지나치게 과한 형벌로서 실질적 죄형법정

주의에도 위반된다.99)100)

제4절 검토

간통죄 존치론에서는 윤리의 문제는 법의 문제와 완전히 구별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소중한 윤리적 가치는 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

다고 한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바탕이 된 사회제도가 법적으로 승인

될 경우 그 제도의 보호는 이미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되므

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단순한 성도덕의 보호에서 더 나아가 헌법상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점에서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한다.101)102)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윤리적인 문제라도 법적으로

규율되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

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간통죄의 경우와 같

이 현재보다는 장래에 있어서 그 규율의 강도가 약화되어야 함을 시사하

는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103)

99) 간통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과 동 규

정에 대한 2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3. 3. 11. 90헌가70 결정의 재판관 2인(재

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위헌의견, 동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

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1인(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에서도 이

와 같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100)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36-137면.

101) 간통죄의 문제는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위반으로서 이는 혼인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민사법적 제재 이외에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하여,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하여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히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전형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계약 위반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 송

기춘․이정원,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0권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354면.

102) 이희훈, 각주24)의 논문, 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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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형법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간통죄 폐지론의 논거가

간통죄 존치론의 논거보다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간통 행위를 처벌해

야만 성도덕이 향상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도덕이 문란해진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 윤리와 전적으로 무관계한 것은 아

니고 상호협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여러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

는 것이지104) 사회의 윤리․도덕을 공권력으로 강제하거나 고양시키는

것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05)

그 밖에 간통죄 존치론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법 체계 하에서 간통죄

로 처벌하기 위하여 혼인의 해소나 이혼을 전제로 고소하여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부부 간의 관계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재결합의 여지를 거의 없게 한다는 점, 간통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인격의 파괴, 간통죄가 수사되고 재판되

는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고통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데에 역효과가 더욱 두

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106) 특히 간통죄는 성교행위를 구성요

건으로 하는 바, 간통죄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할 목적으로 간통

103) 이에 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 BVerfGE 22, 180 판결을 제시하면서 성도덕이란

시대에 따라 보수적 또는 개방적일 수 있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므로 현재 성

도덕이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성에 대한 전통과 문화는 극

단적으로 반인권적이 아닌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도덕

과 윤리의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되어야 하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는 점

과 결혼의 성립이나 유지가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일 뿐 이것을 사회

적 해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간통은 도덕의 문제이지 형법으로 규제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이희훈, 각주24)의 논문, 504면.

104)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보호법익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회적․국가적 법익도 궁극

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으로 간주된다.”라는 지적이 있다. - 차

용석, 앞의 논문, 28면. - 이주희, 앞의 논문 337면에서 재인용.

105) 박종남, 앞의 논문, 18면.

106) 이희훈, 각주24)의 논문,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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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배우자를 미행하고 현장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의 인권 침해는 다른 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체에서는 있기 어려운 해악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07)

간통죄 폐지론의 주된 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통죄 규정은 개인

의 성적 생활에 대한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

의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만 비로

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

한하는 것”이다.108)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간통죄의 처벌이

성문란의 방지, 혼인질서의 유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보호책으로서

107)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이혼을 통해 종식시키고, 새롭게 혼

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새로운 혼인 및 가정에 대해 소위 이혼의 서류 정리를 깨

끗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정을 느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결합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간통죄로 처벌함으로써 전과자 남편 또는 아내를 만들고, 전과자 아빠 또는

엄마를 만드는 바, 이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에 의하여 보

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혼인 및 가족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데에 큰 어려

움을 겪게 하거나 해체시키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희훈, 각주24)의 논문, 506

면.

108)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에서는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

게 해치고 비도덕적이며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근친상간(近親相姦)․수간

(獸姦)․혼음(混淫)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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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

하여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심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다.109)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의 고

소 자체가 복수심의 발로이므로 간통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도덕적인

해태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간통죄 폐지론에 대하여는 간통 행위에 대한 기소 비율이나 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이 줄었으므로 그 규범력이 약화110)되었다는 논거를 비판

하면서 이는 간통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

상이라는 지적이 있다.111)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는 여전히 전과

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당한

인권의 침해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간통죄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거나 그

적용을 완화하는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부작용112)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간통죄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간통죄 규정은 여성의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실제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드러나고, 여성의 경우는 이혼을 주저하면서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더 많이 받아내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간통죄가 있으므로 해서 여성이 처벌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109) 박종남, 앞의 논문, 15면.

110) 이에 대하여는 간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간통을 하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고, 국가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고소가 없어도 간통 행위에 개입하여 수사하면

서 간통 행위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발각되지 아니한 간통 행위도 발본색원하

여 처벌할 때에서야 비로소 간통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면

서 이러한 역설적인 결론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다. - 허일태, “간통죄 폐지

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112면.

111) 박종남, 앞의 논문, 15면.

112) 그 밖에 간통죄의 역기능으로는 재결합의 여지가 말살되고, 간통 행위에 대하여 책

임이 없는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탈선한 부녀자에 대하여 제비족 등 폭력배들의 협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허일태, 앞의 논문,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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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하고,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여성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부

인이 간통한 경우 그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볼 수 있

으므로, 일률적으로 간통죄가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고

정관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113) 따라서 간통죄의 처벌이 가져오

는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존치시키자는 근거는 설득력이 떨

어진다고 보인다.

간통죄 존치론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현재

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시기상조론이나 단계적

인 폐지론에서도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기상조론에

대하여는 장래에는 간통죄 규정의 폐지라는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인데 그 시점에 관하여는 단순히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론에 기댈 수 밖

에 없다는 근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또한 간통죄 규정은 형법이 과연 개인 간의 윤리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명제를 차치하고서도 헌법상의 성행위에 대한 기본권

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며, 가정의 파탄을 가

속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정의 화목을 저해하며, 부모의 간통 행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녀들의 행복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그 수

사 과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규정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이

덜 개방되었다고 여겨지는 아시아에서도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고 중혼죄

로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유지함을 볼 때 간통죄 폐지론이 더욱 설득

113)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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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114)

간통죄의 규제 대상인 성행위는 성의 개방이라는 사회적인 경향과 관

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이다. 즉 국가나 사회마다

어느 정도 성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랑

하는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므로

간통죄에 대한 폐지론은 그 논의의 일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4장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제1절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방법 및 그 효과

1.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방법

(1) 서설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심

사규범과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강도가 문제된다.

먼저, 심사규범이라 함은 어떤 법률 조항이 그에 부합하거나 혹은 제

한하지만 그 정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혹은 마지

막으로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

준이 되는 재판규범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이

114)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에서는 폐지되기 전에 간통죄가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간통죄의 존폐 논의가 활발한 현

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로 입건되는 숫자가 연간 2만건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것은 외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일본에서는 간통 행위가 있더라도 당

사자들이 이를 부끄러워하여, 이사를 하는 등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간

통죄 폐지 전의 독일에서는 간통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게

되면 고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간통죄

규정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188-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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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규범으로 헌법상의 가치, 즉 헌법전문을

포함한 헌법 명문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제도 뿐만 아니라, 헌

법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들에 비추어 해당 법률 조항이 위

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모든 헌법상의 가

치를 나열하거나 망라하는 것은 헌법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일응 관련

이 있다고 판단되는 헌법상의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리

고 헌법소송의 객관적 성격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법원이나 위

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제시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115)에서 거론된 헌법상의 가치 뿐만 아니라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상의 가치라도 그 법률 조항이 제한하거나 침해한

다는 의심이 있으면 이를 심사규범으로 하게 된다.

심사기준이라 함은 위헌의 의심이 있는 해당 법률 조항이 어떠한 헌

법상의 가치들을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논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기본권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의 형식으

로 ‘법률’을,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

리’를, 기본권 제한의 대상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 제

한의 필요성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116) 여기

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위헌성 심사의 대상이라면 ‘과잉금지의

115)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례의 합헌결정,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2차례의 결정

에서는 이유의 서두 부분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그 신청 기각의 요지,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요지를 설시하고 있다.

116) 성낙인, 앞의 책, 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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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는 ‘본

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헌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이 문제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심사강도는 위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

항),117)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118)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

117)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자의금

지의 원칙에 따라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을 정하여왔다. 자의금지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

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의금지의 원칙

에 따른 평등심사를 통해서는 입법자의 구속을 실효성 있게 관철할 수 없다는 비판

이 제기됨으로써, ‘인적 평등’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비례성의 심사기준을 적용하

고(비례성 심사), ‘물적 평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

하려는 ‘새로운 정식’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인적 평등의 침해와 물적 평등의

침해를 서로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신의 정식’

을 통해서 일반적 평등원칙은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에 따라서 각각 단순한 자의금지

로부터 비례성의 요청에 이르기까지 입법자를 구속하는 다양한 한계가 도출된다고

한다. 한편, 미국연방대법원은 전통적인 2단계기준, 즉 워렌 대법원 이전의 합리적

심사기준과 워렌 대법원 이후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

사해 왔다. 합리적 심사기준이란 입법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가 발생

하더라도 정당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악의적 차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엄격한 심사기준이란 당사자

의 기본적 권리와 대립하는 연방정부나 주의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 그러한 차

별조치가 그 목적수행에 ‘필수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런데 1976년

크레이그 판결에서는 성별에 의한 구분은 정부의 중요한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

한 수단 사이에 실질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여, 2단계기준의 중간위치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준 즉 중간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심사기준을 새로 도입한 3단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심사기준은 차별의 목적이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차별취급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주로 사회․경제입법에 대한 합헌성 승인의 경

우에 사용된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주로 인종․출생 등의 문제에 적용된다. 남녀차

별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기준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심사기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 공무원 채용 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에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

결정에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

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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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19) 등 개별 기본권마다 다양한 심사기준이 거론되고 있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법률 조항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지,

즉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법률 조항이 규제하여 제한되는 이익이나 헌

법적인 가치가 그러한 규제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보다 커서 균

형을 잃은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성낙인, 앞의 책, 1003-1005면.

118)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1958년 6월

11일 결정한 약국판결(BVerfGE 7. 377(400))에서 제시한 단계이론이 있다. 독일의

단계이론은 우리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별개의 기본권 제한의 한

계 법리가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이 직업의 자유의 영역에서 특수화․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

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

하다.”라고 판시(헌법재판소 1993. 5. 13. 92헌마80,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

마563)하고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단계이론을 수용한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3단계이론을 간접적으로 인정하

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

된 많은 사건에서 3단계이론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기본권 제한

의 일반원칙을 직업의 자유에 적용시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이론에 따르

면 입법자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 우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방법(1단계 :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으로 목적달

성을 추구해 보고, 그 제한방법만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의 제한방법(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을 사

용하고, 그 두 번째 제한방법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후의 불가피한 경우에

만 마지막 단계의 방법(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을 선택

하여야 한다. - 위의 책, 1248-1251면.

119)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은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헌

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

의 한 특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판단의 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보

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 예로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금지하는

사전억제(prior restraint)금지의 이론, 명확성의 이론(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void for vagueness)과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

칙, 비교형량(balancing test)의 원칙 또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이 있

다. - 위의 책, 1125-1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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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금지의 원칙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의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제한

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그 제한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구현하

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호하려는 법익과 제한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의 부분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

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원칙은 과잉금지

의 원칙의 충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구조상의

서열을 지니고 있다. 즉 심판의 대상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

서 어느 단계에서라도 그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이하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부분원칙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아니

하다. 이에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적 법률의 방법적 한계를 심사하

는 기준이고,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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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의 원칙에서 제외시켜

야 한다는 견해120)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 입법에 있어서의 정당한

목적 이외에도 기본권 제한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

다.121)

3) 방법의 적절성

방법의 적절성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성질상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

미한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제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방법의 적절성 원

칙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시킴에 있어 적

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연관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

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제한의 수

단이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

하는 것이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시키는 유일무이

한 것일 필요는 없다.122) 따라서 방법의 적절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가

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나 방법인 경

우 이외에는 대부분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123)

12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379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468면.

121) 성낙인, 앞의 책, 942면.

122)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123) 정종섭, 앞의 책, 379-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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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똑같이 실현할 수 있으면, 국회는

그 가운데에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제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기본권의 주체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복수의 수단이나 방법이 동일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의 성질이 다르고 서로 간에 있어서의 경중의 차이

가 명백하지 않아 형량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의 피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여러 수단이나 방법 간에 최소의 피해를 가져오는가

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기본권

제한적 입법을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의 최소성

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된다.124)

5)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특정의 기본권 주

체가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이 일반적인 이익이라

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입는 피해와 비교

하여 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5) 즉 기본권

의 제한이 위에서 살펴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을 만족시키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

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124) 정종섭, 앞의 책, 380면.

125) 위의 책,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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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126)

(3)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

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된 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127) 이러한 기

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128)은 독일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서 비롯되었다.129)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하

12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353면.

127) 이에 대하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내용상의 한계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

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은 헌법의 효력상 당연히 인정된다. 헌법이 최

고법이고 헌법에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로써 기본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이러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헌법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든 정하지 않든 관

계없이 헌법의 효력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 - 정종섭, 앞의

책, 386-387면.

128)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의 체계에 대하여는 기본권 제한

의 방법과 정도의 내용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드는 견해(권영성, 앞의 책, 352-354면), 전자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으로 후자

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고 하는 견해(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55-371

면,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3, 350-364면, 성낙인, 앞의 책, 930-947

면),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의 내용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을 드는 견해(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3, 335-341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일

반적 법률유보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파악하는 견해(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2, 513-516면),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

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모두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고 하는 견해(정종섭, 앞의

책, 377-386면), 자유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요청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

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드는 견해(한수웅, 앞의 책, 460-493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의 내용 중 내용상의 한계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방법상의 한계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드는 견해(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290-291면) 등이 있다.

129) 성낙인, 앞의 책, 9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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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이

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영역으로서 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

다는 절대설, 본질적 내용은 개별적 기본권에 있어서 이익과 가치의 형

량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필요에 따라 제한도 가능하다는 상대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되는 것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는 최소한의 어

떤 가치130)에 각 기본권에 특유한 어떤 고유한 가치를 더한 것으로 파악

하는 절충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기본권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131)도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삼으려 하

는 것132)도 있지만, 두 원칙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경향133)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134) 헌법재판소가 절대설과 상대설

가운데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135)

절대설에 따르면 모든 기본권은 제한하고 난 후에도 남는 것이 있어

야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금

지의 요청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에 상대설에 의하면 가령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으

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본질적 내용 침해

130)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들 수 있다.

13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132) 헌법재판소 1990. 9. 3. 89헌가95,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96.

133) 헌법재판소 1998. 2. 27. 97헌마64, 헌법재판소 1999. 11. 25. 97헌마54,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134)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135) 성낙인, 앞의 책, 9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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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경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는 부합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거의 존재하

기 어렵다. 따라서 절대설을 일관되게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136)

2.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의 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결정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구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 헌

법은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에서 그 적법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바, 이를 추상적 규

범통제가 아닌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일반적 효력을 부여하여 이른 바 객관적 규범통

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

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

용되어야 하고, 셋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재판이란 판결․결정․명령 등 형식 여

하를 불문하고,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증거채부결정, 영장발부137)도 재판에 포함된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구

136) 성낙인, 앞의 책, 949-950면.

137) 간통죄 규정에 대한 2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3. 3. 11. 90헌가70 결정에서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

에는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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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

로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하지 못

할 경우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한 것이 된다. 위헌 여부가 문제되

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물론이고 직접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과 내적 관련성을 가져서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

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

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한다.138)139)

위헌결정의 이러한 일반적 효력으로 말미암아 위헌결정이 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은 누구도 그 유효성을 법

적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국

민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헌결정

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40)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헌법재판소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판례 변경을 통하여 자신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141)

138) 헌법재판소 1993. 5. 13. 90헌가10,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4헌가12,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4헌마947.

139) 성낙인, 앞의 책, 754면.

140) 위의 책, 770면.



- 56 -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

건(동종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

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 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

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일반 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42)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 3가지 경우(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이외에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

반사건에도 미친다.”라고 하여,143)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144)

헌법재판소는 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145) 구헌법재판소

141) 성낙인, 앞의 책, 771면.

142) 다만,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0헌마535 결정에서는 “구체적 사안이 병행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일반 사건

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

단도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하여 미리 밝힌 바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

고 판시하였다.

143) 대법원 1993. 1. 15. 92다12377, 대법원 1995. 7. 28. 94다20402, 대법원 1996. 3. 12.

95다40755, 대법원 2000. 2. 25. 99다54332.

144) 위의 책, 7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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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한하여 위

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46)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2014년 5월 20일 제2항 이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전]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후]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

145) 헌법재판소 2008. 9. 25. 2006헌바108.

146)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1헌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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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

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실무적으로는 형벌에 관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사 중

인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이 된 경

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하고 있고,147)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처

리하는데 만약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거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148) 판결이 선

고된 사건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149)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는 바, 이는 구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

으나, 위헌인 형벌 법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

지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

대 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종전

의 합헌결정에 관계없이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

147)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라 하

더라도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1. 16. 90헌마110). 만약 이에 대한 소급효를 인

정할 경우에는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

익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 성낙인, 앞의 책, 775면.

148) 대법원 1992. 5. 8. 91도2825.

149) 위의 책, 772-7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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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형벌 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구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유지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

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감

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검토

과잉금지의 원칙은 결국 최고법인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현이 헌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등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심사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 세부적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

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

는 법률이 위 세부적 원칙을 차례로 충족시키는지에 대하여 단계적인 심

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논증 구조는 일견 합헌으로 보여지는 법률 조항

도 세부적 원칙의 나중의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서 그 법률 조항이 위헌

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시키므로 법률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증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되고 헌법재

판소의 유권적 해석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아가 그 적용에 있어

서 일정한 범위의 구체적 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형

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과 같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소

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미 간통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

우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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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50)

이하에서는 간통죄 규정과 관련되는 헌법적 가치들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간통죄 규정이 그 가치들을 침해하는지 여

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간통죄 규정과 관련되는 헌법적 가치

1. 서설

간통죄와 관련되는 혹은 간통죄 규정이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의심

할 만한 헌법적 가치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

항,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헌법 제

12조 제1항) 등이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에서 청구인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

고 있고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간통죄

라는 협박적 법률을 두어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어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

10조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을 하

여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151) 그러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는 주로 형사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의 국가 공

15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

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1)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

다. - 대법원 1989. 3. 14. 88도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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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행사로부터 신체적 행동을 간섭받거나 강요받지 아니할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있어서의 성적 행위에

대한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헌법 제17조)와는 일반․특별법 관계에 있거나 그 보호영역이 일치하

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대하여는 검토를 생략하고자 한다.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에서는 동조 제1항 제1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선언한 다음 동조 제1항 2문에서부터 사법절차와 관련된 신

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이나 연혁을 볼 때, 형사

절차나 행정 절차 등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신체적 행동의 자율성을 보

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적 자기결정권

(1) 서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자기결정권을 적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자기결정권을 광의로 이해할 경우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

로 개별적 기본권과 상호중첩적일 수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

로서의 자기결정권은 좁은 의미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

다.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기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명문 규정 여하를 불문하

고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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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

가에 관하여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기결정권을 프라이

버시권의 문제로 논의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문제로 보

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행복추구권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고,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152)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인격적 생존의 핵심영역 또는 인격의 발전에 관

계되는 행위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인격적 이익

설), 개인의 인격의 발현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운명이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인격적 가치의 존중과 고유한 개성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결

정권은 일반적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일반적 자유

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153)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독립성의 존중 정신, 즉 이성적이고 책임

감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보호의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형성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의 자유가 보호되고 발휘됨으로써 개

성이 풍부한 인격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

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보다 좋은 선택이 행해질 것이라는

152) 이지현, 앞의 논문, 20-21면.

153)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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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하므로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자기결

정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54)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결혼․이혼․출산․피임 등 인생의 전반에

걸친 설계에 관한 사항(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머리모양․복장․음

주 등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Life style의 자기결정권),

생명연장치료의 거부․존엄사․장기이식 등 삶과 죽음에 관한 사항(생

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혼전성교․혼외성교․동성애 등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에 관한 사항(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논의되고 있다.155)

한편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권을 보장함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의 부담을 전제로 하며 이를 자기책임의 원리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

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은 이성적

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권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

이 자기결정권의 한계 논리로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

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

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 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

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

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

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156)

154) 이지현, 앞의 논문, 21면.

155) 성낙인, 앞의 책, 998면.

156) 헌법재판소 2004. 6. 24. 2002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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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와 성행위의 상대

방을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자기결정권

의 한 내용으로 이해된다.157)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과 혼인빙자간음

죄 규정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독

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에 대한 네 차

례에 걸친 합헌결정의 다수의견에서 공통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

하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1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신변이나 자기 생활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여기에는 성적인 사항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는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

권에 대하여 이처럼 법률적 제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자제를 요

구하는 윤리적인 것인가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

책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57)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성과 관련하여 그 헌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인격권을 부정

하는 견해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자신의 인격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헌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격권을 기본권으로 인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격권은 주관적 개

성의 실현과 관련된 정신적․질적인 것을 보장의 대상으로 할 뿐 행위를 보장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 이효원, 앞의 논문,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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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인 헌

법재판소 2002. 10. 31. 99헌바40․2002헌바50 결정의 다수의견에서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기운

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내용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언급하였고, 혼인빙자간음죄 규정

에 대한 2차 위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2009헌바

191 결정의 다수의견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혼인빙자간음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

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남성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열거하고 있다.

(3)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 서설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은 독자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그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158) 이는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와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

17조)라는 기본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나아가 간통죄 규정

의 위헌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재판규범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모두 그 심사규범으로 삼을 것인

158) 이지현, 앞의 논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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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159)하고 있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 후문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로부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

권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일단 어떠한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

받게 되면 그 근거를 탐색하는 작업에서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존할 여지는 있게 된다. 그러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기본권 규정의 한 내용이나 그로부터 파생되

는 권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헌법체계적 해석에 더 부합한다면 개별적인

기본권의 규정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한다

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에 재판규범을 통일시킴으로써 그

심사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160)

159) 미국연방수정헌법 제9조에서도 “헌법에 어떤 종류의 권리가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0) 헌법 제10조를 초국가적인 천부인권의 실정권화로 보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37조 제

1항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확인․선언된 천부인권의 포괄성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주의적 규정 혹은 확인규정으로 이해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자유와 권리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1항을 헌법 제10조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포괄적

근본규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보고 같은 맥락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유와 권리도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이해하는 견해

이다. 헌법 제10조를 실정법적 권리로 보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창설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헌

법 제10조는 우리나라가 입헌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규정이며,

입헌주의적 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이 법상 존

립․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성낙인, 앞의 책. 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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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으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결론이 동일하다. 즉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

의 자유와 권리라 하더라도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다.161) 또한 헌법의 역사성․개방성에 비

추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갖는 새로운 기본권이

헌법의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창설될 수 있다.162)

이와 같은 논의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모색함

에 있어서 일단 개별적인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연역

해 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만, 개별적인 기본권 규정

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도출할 수 없거나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그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고유한 내용으

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

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2)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

이 견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

161)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적․구체적 이해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을 창설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인권의 현대적 경향과 그에 따른 비교헌법적 이해에 기초한 이론이나 판례

를 통하여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이 될 수

있다.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 기본권으로 평가될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

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라는 지적이 있다.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그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의 문제는 그 기본권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성낙인, 앞의 책, 891면.

162) 위의 책, 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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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한 내용으로 그 용어상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 행동자

유권 또는 자기운명결정권 혹은 자기결정권을 도출하여 자기결정권의 내

용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섭한다. 즉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

의 인격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

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을 명시적으로 그 근거로 들고 있지는 않으나 헌

법 제37조 제1항의 문언과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혹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면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간접적 근거

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서는 “행복추구권이 일반적

자유권을 의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반적 자유권은 개별적 자유권으로

서 구체화된다. 헌법은 일반적 자유권을 구체화하는 개별적 자유권으로

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학문의 자유(헌

법 제22조 제1항),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함께 헌법 제37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우선은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직

접적으로 도출되지만 적어도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의 경우 간접적으로

일반적 자유권을 의미하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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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63)

3)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광의의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권리임과 동시에 성생활이라는 사인의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그 헌법

적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1차 합헌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였다.

4)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이 견해에서는 헌법 제12조부터 개별적인 자유권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은 헌법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된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인간의 행위나 법익에

대해 보충적으로 기본권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일

반적 자유권이라고 할 것인 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에 관련된 인간의

활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규정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한다.164)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이 아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에서 먼저 도출된다고 보거나 또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로부

터 함께 도출된다고 본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

163) 이준일,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4판, 홍문사, 2012, 74면.

164) 김명식,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

호, 20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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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165) 헌법 제17조가 사문화되거나 형

해화되며,166)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 제12조부터 개별적인 자유권 규정

들을 특별히 따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사항이나 사안들이 어느 기본권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을 포기

하도록 만들 위험성이 있어 결국 헌법 제12조부터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자유권들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67)

이와 유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2000. 12. 14. 99헌마112 결정에서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

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

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을 일반적

기본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특별적인 기본권인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

권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헌법 제17조는 일반적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에 대해서 특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적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들 중 특별법적 지위

에 있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여 해결해서, 결국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

권은 일반적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이 아닌 헌법 제10

조에 대하여 특별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으로부터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168)

165) 권형준,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 법학논총 제17집, 2000, 77면.

166) 김명식, 앞의 논문, 40면.

167)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존재 여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제28

집 제4-2호, 2000, 113-114면.

168) 이희훈, 각주65)의 논문,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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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가 규율하는 간통 행위와 형법 제304조가

규율하는 혼인빙자간음 행위는 개인의 인격에 기초한 도덕적 가치에 기

초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기본권의 체계와 경합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고

려할 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 그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간통 행위와 혼인빙자간음 행위를 성적 자

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시킬 수는 있지만, 위헌성 심사의 기준

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169)

나아가 이 견해에서는 간통 행위와 혼인빙자간음 행위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가장 밀접한 사안의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7조 이외에 헌법 제10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사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과

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엄격한 비례성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어서 그 위헌성

심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칙적․보충적 규정인 헌법 제

10조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면서, 간

통죄 규정과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위헌성 심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으로 충

분하다고 한다.170)

5)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과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169) 이효원, 앞의 논문, 337면.

170) 위의 논문,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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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에 대한 1, 2, 3차 합헌결정에서 간통죄 규

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시하였고, 4차

합헌결정에서는 간통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헌법 제10조

에서 도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

조)를 제시하였다.171)172)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의 다수의견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

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

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

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정의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

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헌법

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2차 위헌결정의 다수의견에서 개

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

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171) 간통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차 합헌결정의 다수의견에서는 “간통죄의 규정

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조

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4차 합헌결정에서는 과거의 합헌결정 때와는 달리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서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로서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판단하였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 - 이지현, 앞의 논문, 23면.

172) 헌법재판소의 1차 합헌결정에서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은 간통죄가 사생활은폐

의 권리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생활은폐의 권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이효원, 앞의 논문,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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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고 남성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역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위 결정의 재판관 3인(재판관 이

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에서는 남녀 간의 이성

교제나 정교관계는 남녀 간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

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정리하자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에 대한 네 차례의 합헌결정에

서는 헌법 제10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에서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

17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찾은 바 있고, 혼인빙자간음

죄 규정에 대한 2차 위헌결정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면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를 함께 제한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6)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

법 제17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는 헌법 제10조는 다른 기본

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나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개별적인 기본

권 규정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기본권적인 권리가 문제되었을 경우

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석하여야만 개별적인 기본

권 규정들의 가치가 몰각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법

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에서의 사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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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수반되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문제되는 국면은 특히 간통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지 여부와 누구와 성행위를 할지 여부 뿐만 아니

라 그러한 성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거나 그로 인

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성행위 여부, 성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성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성행위의 상대방 등 단순히 자신이 행하

는 성행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

정한 헌법 제17조에서만 찾는 견해는 개인 간의 성행위가 사적인 영역이

라는 점에만 착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점이 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 행사로 인한 개인 간의 성행위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며, 때로는 가족으로의 결합을 사실적

으로 강제하거나 그 이후의 성관계를 일정 부분 결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이외에도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

16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 성적 자기결정

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첫째,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 그 행사로 인

하여 일정한 책임이나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개인 간의 성행위는

성적 쾌락이라는 산물 이외에 성년자라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 및 자아실

현의 방법일 수 있는 점,173) 셋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라는 공적인 영역

173) 민법은 혼인을 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성년자로 간주하는 이른 바 성년의제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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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것

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적 기본권은 예시적으로 명기되어 있

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권 이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

요한 헌법적 수준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기본권으로 포섭되는 바,174)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헌법에 명문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적 근

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보듯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헌

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는 것이 간통죄 규정이 가지는 위헌성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

37조 제1항에서 찾을 경우 간통죄 규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77·12·31]

174) 이에 대하여 상술하는 견해에서는 “헌법에 명문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인지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인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기본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무엇을 기본권으로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헌법에서는 다양한 가치

와 이익이 보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 이익들이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나 이익 가운데 어떠한 것을 공동체 구성원의 일

신전속적인 것으로 하고 어떠한 것을 공동체의 가치나 이익의 영역, 즉 공적 영역

에 유보하여야 공동체가 유지․존속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 헌법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 않

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와 헌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권 목록에 새로 추가되는 권리나 자유는 항상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권리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

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그것이 비록 자연권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경우에 도출되는 기본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헌법이 개별적 기

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한다. - 정종섭, 앞의 책, 4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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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

적으로 고찰해 보면 간통죄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기본권이 문제되는

국면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성행위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에 대

한 침해, 즉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의 부당성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개인의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공개 과정에서 초래되는 기본권의

침해, 즉 간통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초래되는 인권 침해를 중점적

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4) 간통죄의 경우의 문제점

간통죄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문

제되는 국면은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를 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대하여 징역형일원주의로 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이다. 구체적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

중에서 누구와 성행위를 하고, 어떠한 신분법적 지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즉 성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결정의 자유와 법적․사실

적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행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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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부당하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

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

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 사

생활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원격사진촬영기기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가

대량화․집단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이 현저하게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 과

거 그 어느 시점에서보다 중요하게 되었다.17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로운 사생활의 방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배제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인격권의 일종이

고, 국가권력 또는 제3자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진 자유권이

며,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포함하므

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176)도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

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

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17조가 규

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복합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177)

175) 정종섭, 앞의 책, 624면.

176) 대법원 1998. 7. 24. 96다42789.

177) 위의 책, 645면.



- 78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과 사생

활의 자유의 불가침이 거론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개인

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사생활과 관

련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유지와 외부에 대한 공개거

부,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공개나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

이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함부로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초상 등을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된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이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양심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 정신적인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 영역에 대한 불간섭과 자유로

운 사생활의 형성․영위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중에서 사생활

의 평온의 불가침이란 감시․도청․도촬 등의 방법으로써 사생활을 소극

적․적극적으로 침범하는 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178) 특히 인간의 내면

적 정신생활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기초가 되므로 외부의 제3자로부

터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인간의 내면영역에 대한 침해는 통상 신

178) 그 예로 호텔에 투숙한 여인이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

리인이 무단침입하는 행위, 상점에서 상품 절취의 혐의를 받은 여인의 쇼핑백을 상

점 주인이 불법으로 수색하는 행위, 방에 마이크를 장치하고 옆방에서 도청하는 행

위,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사설탐정이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부부의 동

태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행위, 은행 예금을 관찰하는 행위, 은행 예금을 부당하게

조사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성낙인, 앞의 책, 1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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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침해에 비하여 그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

생활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

(3) 간통죄의 경우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대체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는

달리 대체로 신체적․육체적인 단순한 활동이나 거동 그 자체보다는 인

격적․정신적 영역에서 비롯된 활동에 있어서 그 비밀이나 평온을 유지

하는 것을 방해하는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출발점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인 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을 파악함에 있

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문제되는 국면은 간통 행위의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을 포함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간통죄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의 내용 중에서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에 해당하는 사생활의

평온의 불가침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4. 헌법 제36조 제1항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의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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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결정에서는 “이 헌법규정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

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

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

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는 헌법의 명문에는 규

정되지 않은 민주주의 원리가 천명되어 있는데, 이는 양성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가족의 형성에 있어서 서

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면도 일방이 타방의 자유로

운 영역에 있는 사안을 간섭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

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

법상 비록 사회권의 체계 하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

에 관한 민주적인 헌법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도보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제도

보장설,179) 헌법 조문의 위치상으로나 그 실질적 성격에 비추어 사회권

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회권설,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 및 평

등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사회권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제도․가족제도의 제도보장의 측면도 있다는 사회권설과 제도

보장설180)이 대립하고 있다.

179) 권영성, 앞의 책, 277면.

180) 이 견해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조문의 체계상 사회권 규정에 위치하고 있으

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회권성을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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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부자산합산과세 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헌

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마82 결정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

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

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

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

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실현하

기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 및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 의무

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위 판시 내용 중에서 “혼인과 가족

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혼인이나 가족의

형성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히 가족의 구성181)이나

혼인에 이르는 과정182)이 어떠하냐는 것을 문제 삼아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없다. 또한 제도보장으로서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한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한다.

- 성낙인, 앞의 책, 1370면.

181)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을 형성함에 있어서 친자를 출생할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자녀의 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핵가족으로 살 것인지, 대가족을 형성할 것인

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은 개인의 의사나 가족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정한 형식의 가족 구성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182) 예를 들어 국가는 혼전에 동거를 할 것인지 여부,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비록 도덕적․윤리

적으로 흠이 있는 형태의 혼인 관계라도 혼인 관계에서의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 그러한 혼인 관계의 당사자 일방이나 당사자 모두를 불리하

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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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알맞은 가족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모든 공동

체와 민족은 자기들의 고유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사회공동체에서 전통

적으로 확립된 제도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틀을 구성

하고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수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다.183)

(2) 헌법 제36조 제1항의 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의 내용으로는 혼인관계 형성의 자유와 혼인관계

유지의 자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친자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혼인관계 형성의 자유는 혼인은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어

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 선택과 혼인 시기의 결정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에도 국가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없다. 단지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다. 혼인관계

유지의 자유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해소할 것인가의 자유

의 문제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혼이 허용된다. 혼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민법에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미성년인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민법 제808조), 중혼금지(민법 제810

조) 및 합리적인 범위에서 근친혼을 제한하는 것(민법 제809조) 등이 있

183) 정종섭, 앞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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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일련의 제한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판단 능력과 여성의 생리

학적 근거 내지 우생학적 근거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헌성을 가진

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결정에서는 동

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하여 이는 계승․발

전시켜야 할 전통문화가 아니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

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가족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어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의 평등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

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친자관계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성년의 자에 대하

여는 부모의 공동친권이 인정된다(민법 제909조).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결정에서 호주제(戶主制)에 대하여, 이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

(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直系卑屬)인

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

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헌법 제36조 제1

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혼인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일부일처제의 보

장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내용이라고 하고 있다. 즉 헌법이 정하고 있

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는 모계중심제(母系中

心制)도 아니고 가부장제(家父長制)도 아닌 남녀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

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중혼(重婚) 즉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와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와

축첩(蓄妾)이 금지된다. 또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혼인제도는 혼인 당

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강제결혼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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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다.

(3) 간통죄의 경우의 문제점

간통죄 규정은 그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유지

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간통죄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특정한 혼인관계

나 가족관계가 간통죄의 규정이 없는 상태보다 더 악화됨을 입증한다면

이와 같은 명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통 행위를 처

벌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

건으로 하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소송이나 고소

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파탄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

조에서는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미

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

로 간통죄에도 예외가 아닌데, 이로 인하여 상간 행위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5. 평등권

(1)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의미한다.184) 헌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

184) 근대의 평등사상은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형식적 평등과 자유에 의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독점과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입각한 실질적 평등사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바이마르 헌법이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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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185)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평등권’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 때

문에 헌법해석상 이 규정이 과연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평등권의 성질상 헌법상의 권리

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보호를 정하고 있으므

로 이 조항에서 평등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도출된다고 해석할 것이

다.186)187)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

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

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

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모든 관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인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

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185) 이외에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

회를 균등히 하고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평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

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을 금지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

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헌법 제32

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

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헌법 제41조에서의 평등선거 및 선거운동에서의 균등

한 기회보장,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 등이 있다.

186) 헌법재판소 1989. 1. 25. 88헌가7 결정에서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

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87) 권영성, 앞의 책, 391면, 김철수, 앞의 책, 453면, 김학성, 앞의 책, 404면, 성낙인, 앞

의 책, 1002면, 이준일, 각주128)의 책, 402면, 장영수, 앞의 책, 570면, 정종섭, 앞의

책, 435면, 한수웅, 앞의 책, 559면, 허영, 앞의 책,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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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라고 판

시하여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그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

고 있다.

평등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의 작용에 적용된다.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국가

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언제나 국민

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일반적 평등원칙이 국가권력의 작용을 구

속하는 것은 국민이 평등권으로 주장할 수 없는 영역188)에도 미친다. 불

법행위를 규율하는 이런 경우에도 국가는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평등원칙은 모든 개별적 기본권을 보장함

에 있어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인 기초로서 기능한다. 이는 일반조항으로

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적 평등원칙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189)

나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는데 이는 소

극적인 면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면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이다.190)

(2) 평등권의 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188) 그 예로 불법의 평등 문제를 들고 있는 견해가 있다. - 정종섭, 앞의 책, 435면.

189) 위의 책, 435면.

190) 위의 책,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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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진다.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법’이라 함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인 의

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을 포함하는 성문․불

문의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법 ‘앞에’의 의미에 대하여 집행작용과 사법작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입법작용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는 구속하지 않는

다는 법적용평등설 내지 입법자비구속설과 입법권 또한 구속한다는 법내

용평등설 내지 입법자구속설이 있다. 그러나 평등권은 국가작용의 지침

이자 기본이 되는 법원리이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인정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입법권도 당연히 구속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4 결정에서는 “우리 헌

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

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

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

는 이른 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정한 분

야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특가법이라 하더라도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

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91)

‘평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간의 삶을 재단할 수 없고, 절대적 평등으로 다양한 인간

의 삶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등화․획일화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각기 행복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191) 정종섭, 앞의 책,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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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적으로 평등하고, 기본권 보장의 이념상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느

누구의 기본권도 동일하게 대우되어야 하므로 법 앞의 평등에서 말하는

평등은 인간의 다양한 차이에 무관하게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되 각기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각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상대적 평등이라고

한다. 상대적 평등에서 평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상이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그 법적인 효과가

평등한 대우이거나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차별이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2007. 5. 31. 2006헌바49 결정에서 “평등의 원

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92)

(3) 간통죄의 경우의 문제점

간통죄가 처벌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간통죄는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성의

젠더적인 지위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처벌 과

정이나 그로 인한 타격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간통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

라서 실제로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

192) 정종섭, 앞의 책, 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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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간통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간통 행위를 한

배우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때 배우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넷째, 간통죄의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통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고 상간 행위자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6.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되

어 있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형벌 법규의 소

급효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7. 8. 91헌가4 결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

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 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

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라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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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일사부재리

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연좌제

의 금지와 함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

고 있다.193)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는 구체적으로 성문법률주의(成文法律主義), 형벌소급의

금지(刑罰遡及의 禁止), 절대적 부정기형 선고의 금지(絶對的 不定期刑

宣告의 禁止), 명확성의 원칙(明確性의 原則), 유추해석의 금지(類推解釋

의 禁止), 적정성의 원칙(適正性의 原則), 형벌책임주의(刑罰責任主義)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범죄와 형벌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

을 의미한다.194)

앞에서 살펴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에서 간통죄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형벌 법규의 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

는 정적성의 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의 규정과 헌법상

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해 인정된다. 고전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형

식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의의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 없이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내용의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국가에 의한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으로부터 국민의

193) 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의 내용으로는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

조 제1항 제2문 후단),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구속이유 등 고지․통지

제도(헌법 제12조 제5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헌법 제12조 제6항) 등이 있다. - 성낙인, 앞의 책, 1056-1082면.

194) 정종섭, 앞의 책,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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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죄형법정

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내용이 정

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체적 가치체계

의 근본규범으로 하는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정

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 정의의 요청

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

의 죄형법정주의가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죄형법정주의는 그 의의를 상

실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벌 법규 내용의 적정성의 원칙은 형

벌 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한다.195)

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6헌가13 결정에서는 “평시에 일어난 군

대 내 상관 살해를 그 동기와 행위 태양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형으

로 다스리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고, 형사정책적인 관

점에서 보거나 작금의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한 형

벌의 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범행동기와 죄질에 무관하게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비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

념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행위를 국가가 통제할 때 이를 범죄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비범죄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과 범죄로 처벌하

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19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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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196)

(3)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영역은 사항의 본질과 국회의 본래

적 기능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범죄의 설정 및 법정형에 대한 입법적 규

율은 대표적인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대체로 입법형성의 자유, 즉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이해된다.197)

입법자는 형벌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두 단계의 결정을 하게 된다.

첫째, 그 행위에 대하여 과연 공적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제재당

위성에 대한 판단과, 둘째, 이러한 공적 제재의 내용이 반드시 형벌이어

야 하는가라는 형벌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 특정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행위의 반사회

적 유해성이다. 이는 형벌이 부과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이것을 갖추

었다고 해서 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음으로는 그 공적 제재가 반드시 형벌이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198) 이는 그 형벌의 적정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헌법

196) 정종섭, 앞의 책, 511-512면.

197)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6헌가9 결정에서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

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행

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정한 것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

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

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98)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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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되는 한계를 가진다.199)

(4) 징역형일원주의의 문제점

간통 및 상간 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

많은 경우가 존재한다. 우연한 기회의 일회적, 찰나적 일탈이 있을 수 있

는 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에 대한 유기를 수반하는 지속적, 반

복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통을 저지른 자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에 이른 것으로 믿고 상간한 미혼인 행위자의 경우는 그 법적 책임성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 여하에 따라 책임의 편

차가 매우 넓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규정이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

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의 본질상 인정되는 응

보적 성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

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200)

7. 기본권의 경합의 문제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기본권의 경합(基本權의 競合, Grundrechtskonkurrenz)이란 단일한

199) 이에 대하여는 “어느 행위가 가벌적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일

수가 없으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리, 특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비례성의 원칙의 침해 가능성의 틀 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형법

상 책임주의와 불법성 및 최후 수단성이라는 원칙도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다. -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 헌재(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128면.

200)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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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

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01) 어떤 사

건이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 간에 기본권이 문제되거나 효력을 발하는

경우는 하나의 기본권이 작용하는 경우202)도 있고 둘 이상의 기본권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203)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기본권의 경합에 해당

한다.204)

기본권의 진정한 경합과는 달리 기본권의 유사경합(類似競合)․부진

정경합(不眞正競合)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사안에서 복수의 기본권

이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지위에 있는 기본권만이 문제될 경우

에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니라 부진정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주로 특별법

의 지위와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반드시 명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특별법적 규정, 특별기

본권, 특별관계, 보충적 기본권 등의 표현을 통하여 기본권의 경합으로부

터 부진정경합을 분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05)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일반적․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 그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의 위헌성 여부를 판

단하는 데에 심사규범이 되는 헌법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

201) 성낙인, 앞의 책, 917면.

202) 예를 들면, 토지의 수용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 정

종섭, 앞의 책, 389면.

203) 예를 들면, 강의실 내의 교수의 강제연행에서 학문의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의 침

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종교신문을 폐간한 것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집회에 참

석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한 것에서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예술작품을 파괴한 것에서 예술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

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등이다. - 위의 책, 389면.

204) 위의 책, 389면.

205) 성낙인, 앞의 책, 917-918면.



- 95 -

로 나타나고 있다.206)

(2)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방법

기본권의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기본

권의 효력이 보다 약한 즉 제한의 여지가 보다 더 강한 기본권을 우선시

켜야 한다고 하는 최약효력설(最弱效力說), 기본권의 효력이 보다 강한

즉 제한의 여지가 보다 더 약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고 하는 최강

효력설(最强效力說)이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대체로 기본권 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적은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최강효력설에 따라서만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도 있으

므로, 특정 사안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최강

효력설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207) 또는 여러 기본권 가운데 문제가 된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기본권이 해당 사안과의 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즉 제한이 가장 약한 기본권을 적용하

여 기본권의 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며, 모든 기본권이 해당 사안과의 관

련성에서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효력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206) 예를 들면,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

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한다”든지(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마135,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

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

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든지(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

헌마519), “선거운동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과 일반적 행

동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이 우선 적용된다”든지(헌법재판소 2004. 4. 29. 2002헌

마467) 하는 판시들이다. - 성낙인, 앞의 책, 918면.

207) 위의 책, 9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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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기본권 모두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208)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경합적으

로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

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

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

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

건에서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

고 있고, 입법자의 일차적 의도도 출판내용을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있

으며, 규제수단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

론․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그 헌법적 한계

를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기본권의 경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향후

사회적․법적인 환경의 변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

의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기본권의 출현 등으로 문제되는 법률 규정이

어떠한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어떤 측면에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항상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 경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는 관련되는 기본권 모두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간통죄의 경우

간통죄 규정에 관련되는 기본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

208) 정종섭, 앞의 책,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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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이 있

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모두 간통죄 규정의 위헌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

가 있고 제한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어느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들보다 특

별히 강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간통죄 규정이 위에서 열거한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1. 간통죄 규정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

간통죄 규정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의 세부적 원칙인 목적의 정

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간통죄를 입법한 목적이 무

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간통죄는 형법의 제정 당시 남

성 중심의 봉건적 가부장주의의 영향으로 만연해 있던 중혼 및 축첩, 남

자의 외도를 규제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평등이 실현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보면 간통은 단순히 혼인 당사자 간의 사적인 혼인계약에서 나오는

규범적 의무에 대한 위반을 넘어서서 가족제도에 대한 위협의 문제로 인

식된다.209)

또한 간통죄에 대한 형벌 규정으로서의 그 보호법익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는 형법적인 관점에서 규범적인 비난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

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범적인 비난가능성의 근거를 찾는다면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전에서 지시하는 간통 행위의 범죄 성향은 간통한 자의 일반적인 규범위

209) 이주희, 앞의 논문,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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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 혼인계약의 위배를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간통 행위자가

“배우자에게 성실의무를 약속한 자는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는 규범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210) 즉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에서는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는 비록 타방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의 형벌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급진적인 폐지론에서는 간통죄의 보호법익 자체가 없거나 모호

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된다.211) 간통죄 규정 자체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간통죄를 규정한 입법자

의 의사와 객관적 동기를 살펴보면 간통죄는 성도덕의 확립 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정생활 그리고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

의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

견에서도 간통죄 규정의 보호법익으로 일부일처제 및 가정질서 보호, 부

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 여성의 보호를 들고 있다. 다만 간통죄의

규정이 과연 보호법익을 달성하는 데에 법적․사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210) 신동일, 앞의 논문, 138면.

211) 급진적인 폐지론에서처럼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없다는 근거로 범죄적격성을 부정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물질화된 보호법익만이 형사불법을 근거지우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형사불법의 근거를 찾는

것이지 형식적인 보호법익만으로 형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제화된 법률 규정은 전체 법체계적으로 모순이거나 실질적인 규범의식과 해리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위의 논문,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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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 규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의 영역에 머물

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

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개

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외부적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212)

간통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1인(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에서는

간통 행위와 상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하면

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

기운명결정권이 내포되어 있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음은 틀

림없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및 그 상대방의 상간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개인의 자

기결정권은 원하는 것은 언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무

제한적 자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기결정이 타인과의 관계

를 결정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또는 사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에 타인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자기결정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인

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의 순수한 보호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 공동생활

을 포함한 공동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일처제에 기

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선택하는 자기결단을 한 자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에 위배하여 간통 행위로 나아가거나 또는 그러한 점

212) 권형준, 앞의 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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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면서 상간하는 것은 간통 행위자의 배우자 및 사회적․법적 제도로

서의 혼인을 보호하는 공동체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과의 공존을 부정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 성희롱 등의 문제 및 배우자 상호 간에 있어서도 일방통행적인 성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에 관련하여서는 핵심적 개념이 될

것이지만,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간통 행위를 처벌함으로 인하여 침해

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자기결정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인격의 실현이라는 고양된 가치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소하지만 내밀한 결정, 예를 들어

머리모양․복장․음주 등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을 의

미하는 Life style의 자기결정권까지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또한 위 의견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성희롱 및 배우자 상호 간의 일방통행적인 성관계는 이를 범하는

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해되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하고, 만일 그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

다고 하여 가해자 측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는 일견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 측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역

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적절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

위의 위헌의견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1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의 재판관 6인의 합헌

의견에서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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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

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

림없다.”라고 판시한 바, 이와 같이 간통죄 규정으로 처벌되는 간통 행위

나 상간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인격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간통죄 규

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다고 볼 것이다.

즉 형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고 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를 비롯하여 각종 성폭력에 관한 특별형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성적 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간

통죄 규정을 존치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형법상으

로 보호하여야 할 보호법익이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간

통죄 규정에 대한 3차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의 재판관 8인의 합헌의견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

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개인의 사생

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통죄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을 긍정하더라도 간통죄를 형법상의 범

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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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형법개정안 대안이 지적하고 있듯이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를 하는 자의 대부분은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내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의한 제재는 간통 행위를 억

제하는 데에 법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다. 즉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는

서로 간의 애정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213)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1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간통죄 규정의 폐지 과정에서는 성도덕의 문란화

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간통죄를 폐지한 후에 간통죄를 부활시

킨 나라는 없으며,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지 않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사실상 간통죄 규정은 사문화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의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에서도 “간통죄는 간통 행위자 중 극

히 일부만 처벌받는 암장범죄화(暗藏犯罪化)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잠재

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그들의 기본권만 제한할 뿐, 혼인제도 및 성적 성

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은 잃게 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

한 간통죄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 그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간통죄 규정은 혼인의 해소를 촉진시키는 면이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이 간통죄의 고소의 유효요건으

로서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가 재판상 이혼을 용

213)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의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

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에서는 “애정에서 비롯된 간통 행위의 경우

에는 어떤 의미에서 확신범 내지 양심범적 측면이 없지 않아서 통제가 어려운 성격

을 가지고 있고, 애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남성들의 성매매에서 보듯이

그 역시 현실적으로 범죄의식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고 하

여 간통을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14) 허일태, 각주23)의 논문,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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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배우자를 공갈하고 상간 행위를 한 자로부터 재산

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간통죄를 친

고죄로 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

고 하여 간통 행위를 친고죄로 하지 않고 일반 범죄로 한다면 부부 간의

간통 행위에 대한 종용(慫慂)이나 유서(宥恕)도 의미가 없게 되어 혼인

관계 유지의 자유 자체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형해화되므로 결국 간

통죄는 친고죄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 처벌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음

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간통죄 규정의 최소한의 심리적 위하력 즉 예방적 기능을 인정하더라

도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간통 행위 자체의 범죄화는 피해의 최소성

에 반한다. 민법의 이론에 의하면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 등은 그에

대한 법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의무의 형태로 이해된다.

즉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이행은 부부 간의 애정에 맡겨야 하는 문

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민법 840조 제1호의 재

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민법 제751조 제1항 및 제750조에 따라 간통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까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고, 가

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

거나 배제하는 등의 민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민사상의

제재의 현실화215)에 의하여 충분히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215)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의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

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재산명의를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여성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간통죄를 존속시킬 명분은 될 수 없

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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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고 할 것이다.216)

3. 간통죄 규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이에 대하여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 제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통 행위가 증거 수집을 포함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데 이는 국

가 권력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제3자

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간통 행위를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인격적 가치에

미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든 알려지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한 집단에게만 알려지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경우나 혹은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

여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에 독일의 인격영역이론217)에서는 인격의 영역을 가장 폐쇄적 성격

이 강한 영역에서 가장 개방적 성격이 강한 영역으로 단계화 하여,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나누고,

관계되는 인격적 가치가 이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사적 영역

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정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특히 내밀 영역은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처럼 핵심적 자아의 영역에 속하는 내심의 상황

216) 이희훈, 각주24)의 논문, 508면.

217) 인격영역이론 이외에도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하는 권리포기의 이론,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

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공익의 이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

고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적 인물의 이론 등도 제시되고 있다. - 정종섭, 앞의 책, 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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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키는 불가침적인 영역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폭로로부터의 보호

는 절대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격영역이론은 비례원칙의 구체화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218)

이러한 인격영역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간통죄 규정은 간통 행위의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을 포함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알려 지게

되는 간통 행위자 및 상간 행위자의 성행위는 이른 바 내밀 영역에 해당

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함에도 이를 폭로하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성범죄

의 수사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측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구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는 자발적으

로 이루어지며 간통죄에 대한 수사는 간통 행위자와 상간 행위자 모두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 할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4. 간통죄 규정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여부

간통죄 규정은 그 보호법익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그러나 일단 간통 행위가 행해지고

간통죄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간통죄 규정은 보호하고자하는 하는

혼인에 대한 권리의 보장 또는 혼인제도의 유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라고 보여진다.

218) 성낙인, 앞의 책, 1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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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친고죄이며 그 고소의 유효요건으로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

소송의 계속을 필요로 하므로 고소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맞게 되고, 나중에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고소 이전의 원만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간통죄로 인하여 일방이 처벌

을 받게 되면 부부 간의 재결합이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 형벌 특히 징역

형에 처하여 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파멸을 초래하므로 간통죄로 처벌받

은 사람이 고소를 한 배우자와 재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미성

년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간

통에 대한 형사 처벌 과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자녀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는

면도 있다. 즉 간통죄 규정은 그 적용의 실제에 있어서 오히려 혼인과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간통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혼인제도를 보호한다는 것은 일

방 배우자가 간통 행위를 하기 이전에 간통을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된다

는 두려움 때문에 간통 행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사전 억제 수단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혼인과 가

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며 형

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간통죄 규정이 혼

인제도와 가족생활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간통죄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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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통죄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평등권과 관련하여 간통죄 규정이 문제되는 가장 주된 논의는 간통죄

규정이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고 고소권도 남녀 모두에게 인정하

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적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를 젠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남편의 간통과 아내의 간

통은 서로 다른 도덕적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 무엇이 불륜인가는 성별

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성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여성과의 섹스는 사회적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한 번의 외도만으로도 이미 불륜이라

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된다. 둘째, 남성에 있어서는 쾌락으로서의 성과

가정에서의 성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남성에 있

어서 쾌락적 성과 가정 안의 성은 이원화되어 파악되지만 여성의 성은

정숙성이나 정조라는 이데올로기의 구속을 받는다.219) 그러나 이러한 남

성과 여성의 젠더적 측면에서의 불일치 혹은 불균형은 간통죄 규정의 해

석과 입법론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간통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적절한 논거가 되기는 어렵다. 간통죄 규정

을 입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젠더적인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

간통죄의 고소 여부는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나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한

쪽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나 능력이 다른 한쪽의 배우자보다 우월한 경우

경제력에서 열세에 있는 배우자로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

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타방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

219) 이호중,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

죄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2011,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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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간통 행위를 인내하고 그의 경제

력에 의존하여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

을 꺼릴 수도 있다. 즉 경제력의 차이가 고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볼 것이다.

간통죄를 존치시킬 경우 양순하고 선량한 배우자는 제외되고 복수심

많은 자만을 보호하게 되어 법집행상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

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220) 그러나 배우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이라는

요소도 간통죄의 고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순수하게 독립된 요소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간

통죄 규정이 배우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

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간자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통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의도적으로 고소인이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

하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대법원 판례221)의 태도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하

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처벌의 불균형

이 초래될 수 있다. 간통 행위와 상간 행위의 죄질에 관하여는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문의 간통죄 즉 간통 행위로 인한 간통죄의 죄질이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의 간통죄 즉 상간 행위로 인한 간통죄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이해되고 있다.222)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통 행위자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처벌

받지 않고, 상간 행위자는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상간 행위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간통죄의 심리에

220) 허일태, 각주23)의 논문, 114면.

221) 대법원(전원합의체) 1975. 6. 24. 75도1449.

222) 형사판결서작성실무, 사법연수원, 2009,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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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간통 행위자와 상간 행위자는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

에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 간통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통죄 규정은 위와 같이 일견 여러 가지 면에서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

하고 간통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불합리한 차별이라

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진다.

6. 간통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간통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2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형법 제2편 각칙 제22장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유일하게 간통

죄 규정만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하지 않고 징역형일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242조에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음행매개죄에서도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의 체계적

정당성에 위배된다.

간통 행위자의 의사나 가정생활의 상태, 행위의 상대방, 행위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간통 행위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부부 사이

에 장기간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

고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거나 이를 이행할 것을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간통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간음 행위 등과

같이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나 가족생활을 저해하지 않고 선량한 성도덕

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사회성이 극히 약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형벌로서 국가형벌권의 과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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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3) 이와 같이 개별적 간통 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반사회성의 유무

나 비난 가능성의 유무 및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

하고 징역형일원주의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

다.224)

또한, 징역형은 개인의 신체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공민권을 상실하게 하는 바,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되거나 임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징역형일원주의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잉처벌이라고 할

것이다.

7. 소결론

간통죄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를 침해하며, 헌법 제36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그

중에서도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벌 규정이다. 다만, 간통

죄 규정이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

각된다.

제5장 결 론

인간의 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점에서 그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국가나 사회공동체마다 성에 대한 의식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도덕적․문화적․제도

적․법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 대체로 세계의 여러 나

223)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의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

224) 이희훈, 각주24)의 논문,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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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은 성도덕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간통죄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그 제정 당시부터 형법 제2편 각칙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그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이 격렬하게 대립하였고 의결정족수에

서 1표 차이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간통죄가 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간통죄 규정은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대만, 미국의 일부 주 정도를 들

수 있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

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였다. 특히 독

일은 우리 형법과 유사한 간통죄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형벌 규정의 도움을 받아 국민

들의 도덕적 이해를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의 기능에 어긋난

다는 점,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혼을 하여야 하고 책임 없

는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 규정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오히려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폐지

되었던 것이다.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10일에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25)이 내려진 이래로 1993년 3월 11일,226) 2001년 10월 25일,227)

2008년 10월 10일228)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단일한 법률 조항이 무려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대상이

225)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226) 헌법재판소 1993. 3. 11. 90헌가70.

227)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228)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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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간통죄 규정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사법적 관점에서도 간통죄

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서는 합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

합치의견인 재판관이 1인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

였다. 또한 간통죄 규정에 대한 합헌의견에서도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입법부의 진지한 접근을 요구한 바 있다.

간통죄를 계속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하여는 간통죄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론이 대립한다. 간통죄 존치론에서는, 간통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 간통죄 규정은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는 점,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간통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반면에 간통죄 폐지론에서는, 간

통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다는 점, 간통죄 규정이 반드시 여성을 보호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간통죄 규정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외국의 입법례도 폐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

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간통죄 규정과 관련되는 헌법적 가치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및 그에 대한 권리를 규

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죄형법정주

의(헌법 제12조 제1항) 등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

하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하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견해도 있으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

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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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

정되지만, 방법의 적절성의 원칙 또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헌법 제36조 제1

항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서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간통죄 규정은 일견 평등

권(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간통죄 규정은 위헌성이 있고 그 예방적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간통죄 규정의 폐지는 형법이 아닌

다른 법영역에서의 간통 행위 및 상간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

나 법적용을 동반하여야만 할 것이다. 최근 2014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

법 제47조가 개정되어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간통죄 규정에 대한 4차

합헌결정이 있은 날인 2008년 10월 10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 사건만이

재심의 대상이 되었는 바, 재심에 의한 형사보상이나 명예회복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 이외에도 의

도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간통 행위나 상간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는 입법이나 사법부 내부의 지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형벌이 아닌 다른 법영역에서의 규

율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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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1 of Korean Criminal Code regulates that "a married person

who commits adulter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ther

participant(clause 1). The crime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prosecuted only upon the complaint of the victimized spouse. If the

victimized spouse condones or pardons the adultery, complaint can no

longer be made(clause 2)".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41 four times, but the arguments that indicat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41 were superior in the fourth decision.

The global trend is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The implication of the comparative study is sufficiently valid, because

the desire for love is general essentiality of human, alth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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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s of the sexual liberality are different in every nation and

society.

On Article 241, the argument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and the argu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are confronted with each other. The

backgrounds for the argument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are as follows.

(1) The adultery is the matter that the national regulation is

needed.

(2) The adultery shall be punished for the maintenance of

monogamy and sound sexual morality.

(3) The punishment for adultery i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females whose social, economic statuses are feeble.

The backgrounds for the argument for the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are as follows.

(1) The punishment for adultery violates the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2) The punishment for adultery causes the failure of family.

(3)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is global trend.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are related to the punishment for

adultery are the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the freedom of

privacy, article 36 clause 1,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argument for the co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in article 10 and article 37 clause 1 is

reasonable.

The provis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violates the righ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the freedom of privacy, article 36 clause 1,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ovision of the punish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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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ery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s function of prevention is

practically extinguished and its side effect is resulted. The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effective

actions in the other legal areas, which are not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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