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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曺   國**

1)

Ⅰ. 들어가는 말

‘봉건’을 대체하고 들어선 ‘근대’는 사회질서를 “신분에서 계약으로” 변환시

키며 거대한 역사적 진보를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근대’가 부여한 자유를 누

리는 주체는 ‘비(非)식민지 시민인 유산자 남성’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

의 한계를 비판하는 각종의 이론과 실천이 차례차례 발생한 것은 필연적이었

고, ‘여성주의’(feminism)1) 역시 ‘근대’의 성과를 안으며 또한 넘어서는 프로젝

트의 일환이다. 한편 한국 사회의 경우를 보자면,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한

국 사회의 일차적 과제는 ‘근대’의 과제 중 하나인 ‘정치적 민주화’ 기에 그 

외의 모든 과제는 이 중심적 과제 밑으로 종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

나 ‘1987년 헌법체제’가 들어 선 이후 우리 사회에는 ‘근대’ 및 ‘포스트 근대’의 

과제라 일컬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과제가 중첩적으로 던져져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온 여성주의적 

이론과 실천은 형법분야에서는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1997․1998년 개정, 1997년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이 은 한국법철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2002. 5. 25)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

한 것으로, 초고를 읽고 비판적 논평을 해주신 한인섭 교수님께 감사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여성주의란 개념 아래 포괄되는 철학적․사상적 경향은 그 층위와 폭에 있어서 

다양한데 비해[이에 대해서는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278-180, 304-317면을 참조하라], 우리의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은 초심

자 수준에 불과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능력 밖이다. 따라서 이 에서 사용하는 

여성주의는 우리 사회에 성차별(sex and gender discrimination)이 조직적으로 또한 광범

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려는 이론과 실천 정도의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曺   國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165∼186166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의 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었다. 최근 2001년 8월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에서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강간죄 대상의 중성화(中性化),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남성의 재산관리적 측면을 뛰어넘어 여성의 관점에

서 성폭력을 규율”하려는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하는 견해2)와 형법에 대한 비

판적 성찰이 결여된 “형법의 여성주의적 전략무기화” 또는 “여성편향적 이익

형량”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3)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입장에 동의하

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상돈 교수의 ‘성찰적 법여성주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주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어 한국 성폭

력관련 형법과 그 해석에 뿌리 박혀 있는 남성중심적 이론을 비판한 후, 이어 

성폭력특별법이 갖는 의의와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이상돈 교수의 ‘성찰적 법여성주의’론에 대한 의문

현재 법학계에서는 이상돈 교수가 여성주의 법개혁운동과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전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의 ‘성찰적 법여성주의’

에 대한 비판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 교수는 올바른 여성주의 법개혁은 ‘여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남성만

을 위한 기존의 법’을 해체하거나 남성과 ‘함께’ 특별보호를 받는 평등입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는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여성성’을 고정화하는 문

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성주의가 여성만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면 ‘남

성적 여성주의’라는 새로운 성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성찰없이 형법

을 여성주의 운동전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형법의 법치국가적 원칙은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한다.4) 요컨대, 그는 현재의 여성주의적 법개혁 운동을 ―그가 

주로 의거하는 하버마스의 어법을 빌자면― “의사소통적 행동”(communicative 

2)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편, 법과 사회(1993년 하반

기), 103면.
3) 이상돈, 형법학(법문사, 1999), 68, 79면.
4) 이상돈, 6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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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strategic action)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하며,5) 

이를 자신의 ‘성찰적 법여성주의’와 구별하고 있다.

1. ‘성찰’과 ‘상호성’의 전제로서의 고려되어야 할 참여자의 ‘능력’

이상돈 교수의 이러한 비판은 기존의 여성주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발본적

(拔本的)인 비판이다. 우리는 ‘남성적 여성주의’를 지양하고 ‘상호성 원칙’을 수

용하는 인간주의를 지향하자는 그의 제안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제도와 문화가 강고하게 작동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간

주의로 나아가는 경로가 성찰과 대화를 통해서만 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교수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파라다임”(proceduralist paradigm of 

law), 즉 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들이 협상과 타협 등

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을 조종할 뿐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용하여 

자신의 입론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현실을 직시할 때 “절차주

의적 법 파라다임”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liberal-bourgeois) 법 파라다임”과 

“사회국가적(social state) 법 파라다임”도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6) 사실 

중층적․복합적 모순을 안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파라다임으로 다른 파

라다임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교수의 논지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따르자면, 정

부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은 특정

한 이상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7) 즉, 상황참여자가 질문하고 비판하는 능력, 

즉 “성찰성”(reflexivity)8)과 상황참여자가 다양한 담화행동, 예컨대 주장, 규정, 

재개념화, 다른 수준의 담화로의 이동 등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즉 “대칭적 

조건”(symmetry conditions)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9) 이 교수가 추구하는 ‘성찰’

5) Jürgen Habermas, “Social Action and Rationality,” in Jürgen Habermas on 
Society and Politics: A Reader 156-164(Steven Seidman ed., 1989).

6) 하버마스의 “법 파라다임”의 분류에 대해서는 Jürgen Habermas, “Paradigms of 
Law,” in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13, 19-21(Michel 
Rosenfeld and Andrew Arato eds., 1998)을 참조하라.

7) Jürgen Habermas, “Discourse Ethics: Notes on a Program of Philosophical 
Justification,” in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41, 88(Christian 
Lenhardt & Shierry Weber Nicholsen trans., MIT Press 1990)(1983).

8) Jürgen Habermas, “Moral Development and Ego Identity,” in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93(Thomas McCarthy trans., Beacon Press 197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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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성’의 전제는 참여자의 ‘능력’의 구비이며, 우리의 법․제도․문화가 여성

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이 ‘능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중심적 제도와 문화가 강고하게 존재

하는 현실에서 이 교수가 강조하는 포스트 근대적 ‘성찰’은 ―그가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행동인― 여성의 ‘권리’와 ‘이익’의 적극적 주장과 법적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현실적 의미를 갖기 힘들다. 이러한 주장과 법적 보장 없이

는 그 “비판과 토론의 열린 마당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참여’”10)는 수사(修

辭)로 그칠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만들고, ‘보호’받아야 할 

현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 ‘보호’하는 것은 리얼리즘이지, 기존의 성역할의 

고정화는 아니며, ‘남성적 여성주의’는 더욱 아니다. 여성 억압․지배․차별의 

제도와 문화를 없애는 작업과 동시에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모색하는 일 ―

“성 차이를 반 한 평등주의”11)― 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필요하다.12)

물론 박은정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하 듯이, 이러한 우리의 문제의식 속에

는 ‘평등’과 ‘특별보호’간의 긴장이라는 딜레마가 여전히 엄존하고 있다고 보며, 

우리 모두 앞에는 “평등과 보호의 저 편에서 새로운 정의의 패러다임”과 “배

분적 정의는 실현되면서도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는 잃지 않게 되는 길”을 찾

아 나서는 일, 그리고 “여성의 해방에의 욕구가 단지 자유시장적 사적 지분의 

권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13)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

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이론과 전략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성중립을 표방하는 법과 판례 뒤에 숨어

있는 남성중심적․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

9) Jürgen Habermas, “Towards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13 
Inquiry 360, 371-72(1970).

10) 이상돈, 66면.
11) 이은 ,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편, 법과 사회(1993

년 하반기), 69면.
12) 사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남녀평등과 여성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책이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3항, 제32조 제3-4항 등), 여성채용 할

당제 등 ‘적극적 차별폐지조치’(affirmative action)의 배경이 되는 입론인데, 이상돈 교수

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러한 헌법의 태도 역시 여성만을 위한 것이기에 기존의 여성성

을 고착시키고 법을 도구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13) 박은정,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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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2. 형법의 ‘전략무기화’?

다음으로 “형법의 전략무기화”14)에 대한 이상돈 교수의 비판을 살펴보자. 

이 교수는 “형법의 전략화는 그 전략이 추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형법을 

계속 강화시킬 것”15)이라고 우려한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에 대해서는 범죄

학적으로 볼 때 이 법률을 통하여 성폭력이 감소될 것이라고 확증할 수 없는 

반면, 성폭력범죄자가 ‘인격적 주체’로 대우받을 ‘법적 자유’는 감소되고, 또한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보

충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각종 형사절차법적 원칙과 형사피고인의 절차법적 권

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6) 그의 어법을 빌자면, ‘여성의 성적 자

유’ 때문에 ‘시민의 법적 자유’와 ‘형법의 이성’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지적은 성폭력특별법 이외의 현행 형사특별법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것이다. 각종의 현행 형사특별법에서 구성요건의 과도한 확대와 

중형주의(重刑主義)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일반법인 형법의 공

동화(空洞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18) 그렇지만 여성주의 관점에 서자면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다른 형사특별법과 구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여성주의 법철학은 기존의 개념중심 또는 조문중심에서 벗어나 여성의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가치폄하된 경험”을 중시하고, “성에 기초한 불이익”과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는 법학을 추구하는 바,19)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별법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범죄구성

요건이 확대되고 형량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형법

의 이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이 희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4장에

서 상술하겠으나, 성폭력특별법의 확대된 범죄구성요건이나 상승한 형량

14) 이상돈, 67면.
15) Id. 67면.
16) Id. 78-79면.
17) Id. 80면.
18) 이 점에 대해서는 오 근,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형사정책연구원, 

1996), 15-16, 63-94면을 참조하라.
19) 박은정, 283,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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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의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적 협소함과 형량의 낮

음 ―이는 남성중심적 법관념의 산물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적으

로 고착한 것이다― 을 벌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형사피고인 보호를 위한 근대 형사법의 원칙이 일정하게 약화되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는 그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방

기해왔던 현행 형사절차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의 산물인 바, 이 속에서 수반

되는 형사피고인의 절차법적 권리의 제약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성폭력문제 해결을 굳이 형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 또는 형법을 통하

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우리는 성폭력의 근절이 

형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결코 보지 않지만, 또한 현 시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의 현황20)이 이 문제의 해결을 단지 사회정책에만 맡겨 

둘 수만은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한인섭 교수의 말을 빌자면, “동의적 성

에 대해서는 사회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하겠으나, “강제적 성에 대해서는 국

가개입을 철저히”해야 할 것이다.21)

요컨대 우리는 성폭력관련 형사법에 여성의 경험과 처지를 반 하려는 이

론과 실천은 필연적이며 또한 필요하다고 보며, 여성주의 법개혁운동이 

형법을 “전략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볼 때 남성중심적

으로 전략요새화되어 있는 형법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고 본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의 여성주의 법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상돈 교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판

례․학설 속에 뿌리박은 남성중심적 관념에 대한 이 교수의 견해와 성폭

력특별법에서 신설된 피해자보호규정에 대한 이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20) 이에 대해서는 심 희,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권 제1
호(1990년 봄), 160면 <표 5-1>을 참조하라.

21) 한인섭,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개발연구 제3권 제1호(1996), 201면
[이하 ‘한인섭 I’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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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1.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가부장적 개념정의

(1) 여성으로 제한된 객체

주지하다시피 현행 형법의 강간죄는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형법 

제297조). 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남성을 간음

한 경우는 법정형이 훨씬 낮은 강제추행죄에 따라 의율될 뿐이다(형법 제

298조). 대법원은 현행 형법의 태도가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

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

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고자인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22)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별법 역시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이상돈 교수는 사회적 성차이에 대한 고

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23) 이는 

그가 비판하는 여성주의 법개혁운동 역시 계속 지적해온 바이다. 한국여

성개발원의 1992년 보고서는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강간범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간이라는 남성의 행위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된 딸이나 

아내의 소유주라 볼 수 있는 남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처벌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24) 동 단체의 

2001년 보고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 한정한 것은 여성에게만 처녀

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이중성윤리 통념을 반 한 것”이므로 

강간죄의 대상을 “남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25) 요컨대, 현
행법은 외관상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한 보호의 외관을 갖고 있으나, 

그 강한 보호의 바탕에는 여성의 ‘정조’만을 강조하는 남성중심적 관념이 깔려 있

다는 비판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우 주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중성화

22) 법원은 이러한 형법의 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대판 

1967. 2. 28. 67도1).
23) 이상돈, 70면.
24)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1992), 125면.
2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시안): 성폭력․가정폭력을 중심으로

(2001. 8. 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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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26) 국의 경우는 1956년 ‘성범죄법’(Sexual 

Offense Act) 개정으로,27) 프랑스의 경우 1980년 형법 개정으로 남성이 강

간죄의 객체에 포함되었고,28) 독일의 경우는 1997년의 제33차 형법개정으

로 강간죄(Vergewaltigung)의 객체가 ‘부녀’(Frau)에서 ‘타인’(eine andere 

Person)으로 변경된 바 있다.29)

(2) 아내를 객체에서 제외하는 통설30)

현행 형법의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며, 이 “부녀”가 혼인내의 부녀인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 학계의 통설은 아내에 대한 강간죄

는 성립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할 뿐이라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31)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률상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부부관계의 특수성”32)이라는 매우 모호한 관념만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상돈 교수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 바 없다.

통설의 “부부관계의 특수성” 이론은 혼인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

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irrevocable 

and implied consent)가 포함된다는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하다.33) 그러

26) Wayne R. LaFave, Criminal Law 755(3rd ed. 2000).
27) Smith & Hogan, Criminal Law 454(9th ed. 1999).
28) 프랑스 형법 제222-22조.
29) 독일 형법 제177조 제3항.
30) 이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조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

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1호(2001/7), 18-19
면을 참조하라.

31)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 사, 1999), 141면[이하 김일수 I로 약칭];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222면;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박 사, 2000), 155면; 
임웅, 형법각론(법문사, 2001), 155면; 정성근, 형법각론(전정판, 법지사, 1996), 183면. 
단, 박상기 교수는 별거중인 경우에 한하여 아내강간을 인정한다[박상기, 형법각론(전정

판, 박 사, 1999), 145면]. 이하에서는 해당 교과서의 저자의 이름으로 인용문헌을 대

신한다.
32) 김일수 I, 141면; 배종대, 222면; 이재상, 155면.
33) 이 법리에 대한 최초의 정당화는 17세기 국의 매튜 헤일 판사에 의해 이루

어졌는데 ‘아내강간의 면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 중의 하나인 그의 논

변을 소개하면, “남편은 자신의 법률상의 처를 강간한 것에 대해 유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부 상호간의 혼인시 동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내는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

으며(hath given up), 그녀는 이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Mattew Hale, Th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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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는 민법상의 동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에 강간수인(受忍)의무가 내

포된다는 결코 보지 않는다. 먼저 신부가 혼인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 다거나 성적 폭력에 동의하 다고 볼 수는 없다.34)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혼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혼인 

중의 성교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

며,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성교를 거부할 경우 혼인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

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35)

둘째, 아내강간의 불성립의 근거로 혼인의 프라이버시를 거론할 수도 있겠

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아내구타가 혼인의 프라이버시의 명분 아래 형법

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아내강간도 형법이 개입을 자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실제 대부분의 아내강간은 정상적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성중심적 또는 형식논리적 입론이라고 본다.

셋째, 우리 형법 조문을 1997년 제33차 개정 전과 후의 독일 형법조문 모두

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형법에서 ‘아내강간’의 불성립을 주장할 근거는 없다. 

1997년의 제33차 형법개정 이전의 독일 형법 제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
인외 성교(außerereheicher Beischlaf)”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남

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가 없었다.36) 김일

수, 배종대 양 교수의 경우는 1997년 개정 이전의 독일 형법의 “혼인외” 문구

를 인용하며 ‘아내강간’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한다.37) 한편 1997년 개정된 독

of the Pleas of the Crown, Vol. 1, 634(Sollom Emlyn ed., 1st Am. ed. 1778),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380(1975)에서 재인용]

34) 미국에서 ‘아내강간의 면책’(the marital rape exemption)을 폐기한 지도적 판결

로 유명한 1984년 ‘People v. Liberta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說示)하 다. “혼인증명

서가 남편이 형사면책을 갖고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기혼 여성도 미혼여성과 똑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다.”[474 N.E. 2d 567, 573(N.Y. 1984)]
35) State v. Smith, 426 A.2d 38, 44-45(N.J. 1981); Weishaupt v. Commonwealth, 

315 S.E.2d 847, 854(Va. 1984).
36) 단지 강요죄(독일형법 제240조)로 의율될 수는 있었으나, 그 형량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간죄(2년 이상의 자유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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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형법은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든 바 있다. 그런데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이 애초

에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한국여성개발원의 계획처럼 특별입법을 제

정하지 않더라도 ‘아내강간’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넷째로 1970년 독일의 제4차 형법개혁법률안 심의시에 제기되었던 것처럼, 

‘아내강간의 면책’의 필요성을 소송법적 측면에서도 주장할 수도 있으리라 본

다. 즉, 수많은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해온 부부사이에 강간이 발생하 다는 것

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것이다. 그러나 입증의 곤란이 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는 형법 도그마틱의 임무를 

형사소송 또는 형사정책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강간이 처벌

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내들의 가짜 강간고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강한 설득

력을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짜로 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거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38)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당시 아무런 공명(共鳴)을 얻지 못하 으나, 

통설이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독일 관념론의 향”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분석하면 부부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유기천 교수의 선구적 주창(主唱)에 우리

는 동의한다.39) 또한 통설은 1970년의 대법원 판결을 자신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아내강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부부 사이에 “실질

적인 부부관계”40)가 존재하 는가 여부로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고 있음은 간

과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에 대한 ‘성찰적 법여성주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기대된다.

2.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41)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이른바 

37) 김일수, 한국형법 III [각론 상](개정판, 박 사, 1997), 340면; 배종대, 222면.
38)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

주의 형사법과 형사정책―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동성사, 2000), 199-200면.
39)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전정신판, 일조각, 1983), 124면.
40) 대판 1970. 3. 10. 70도29.
41) 이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조국, 26-29면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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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취하고 있는 바,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

도의 폭행․협박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42) 이는 독일 형법 제177조 제1항에

서 규정된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강간죄’의 표지(標識), 즉, “폭행 또

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에의 협박”(mit Gewalt, durch Drohung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을 수용한 것으로, 일본의 통설

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며,43) 또한 미국에서 ‘강간죄 개혁운동’(Rape Law 

Reform Movement)이 전개되기 이전의 미국법의 입장과도 유사하다.44)

먼저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은 그 정의에서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을 전제

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판례는 피해자가 자신이 지쳐 떨어질 때까

지 모든 육체적 힘을 다하여 가해자와 싸웠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

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45) 이러한 입장은 강간범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와 당혹상태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

되어 있지 않은가 의문스럽다. 여성피해자에게 폭력을 수반하는 강간범죄는 

죽음의 공포와 연결되며, 강간에 대한 공격적 대처방법을 사회화하지 않은 까

닭에 강간범죄에 저항하며 극복할 육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자세가 부족한 경

우가 많다.46) 그리고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은 여성의 ‘필사적 저항’이 있으

42) 판례로는 대판 1979. 2. 13. 78도1792; 대판 1998. 11. 8. 88도1628; 대판 1991. 
5. 28. 91도546 등을, 그리고 학설로는 김일수 I, 142면; 배종대, 224면; 백형구, 형법각
론(청림출판, 1999), 313면; 이재상, 155면; 정성근, 224면을 참조하라.

43) 日本 最判 昭24. 5. 10 集3. 6. 72; 最判 昭33. 6. 6. 裁集 126. 171.
44) 미국 ‘모범형법전’상 ‘제1급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즉각

적인 죽음, 중대한 신체적 상해, 극도의 고통 또는 납치 등의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복종”시켜 간음한 경우를 의미한다[Model Penal Code, §213.1 (1) (a)].
45) 예컨대 법원은 피해자는 공격을 당할 때 거부적 언동으로는 부족하고 “몸부림

을 치고 저항”하여야 한다고 설시(說示)하고 있고(대판 1990. 12. 11. 90도2224), 가해

자가 같이 술을 먹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화장

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관 1층 복도까지 도망하자 다시 끌고 2층으로 와 제대로 저항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여관방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마찰 없

이 성행위”를 하 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판 1985. 10. 8. 85도1537), 가해자가 피해자

를 쓰러뜨리고 성교를 하려하 을 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거절하 으나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 마주친 경찰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법 1984. 8. 9. 84고합604.).
46) 한인섭 I, 180면;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異論)”, 형사법연구 제

10호(1988), 125-126면[이하 ‘한인섭 Ⅱ’로 약칭]; 박상기,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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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왜곡된 관념의 소산으로, 모든 여성에게 균일한 방식

으로 그리고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간에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결과

를 낳게 된다.47) 다른 한편 이러한 이론은 피해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강간시

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 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결

과 자칫 강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

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48)

둘째, 우리 형법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감경적 구성요건이 없으므

로 ‘화간’(和姦)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 사이의 중간지대는 존

재하지 않는다.49) 감경적 구성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

되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통설과 판례는 사용되는 폭행․협박

의 범위를 좁혀 해석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

의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비동의(非同意)간음의 경우 ‘화간’으로 간주되어 처

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50)

47) Susan Estrich, Real Rape 30, 64-66(1987); Susan Schwartz, “An Argument for 
the Elimination of the Resistance Requirement from the Definition of Forcible Rape,” 
16 Loy. L.A. Rev. 567, 568-69(1983).

48) 박상기, 147면. 박상기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임웅 교수는 ‘꽃뱀’이 상

대방 남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무고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증의 문제로 강간성립 문

제를 전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임웅, 155면]. 입증 여부와 범죄성립 여부를 혼동해

서는 안된다는 임 교수의 지적은 타당하지만, 바로 이 점이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지지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꽃뱀’의 무고가능성은 분명 존재하

지만 이 역시 입증의 문제에 불과하며, ‘꽃뱀’ 아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최협의

의 폭행․협박’에 미치지 못하는 폭행․협박으로 얼마든지 침해가능하기 때문이다.
49) 미국 ‘모범형법전’상 ‘제3급중범’으로 처벌되는 ‘중간음죄’(gross sexual imposition)

는 가해자가 “통상의 결의를 가진 여성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위협으로 피해자를 강제

로 복종”시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Model Penal Code, §213.1 (2) (a)]. 그리고 독일의 

경우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않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ein minder 
schwerer Fall)는 6월이나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규정이 있고(제177조 제5항), 1997
년 형법개정은 제177조 제1항상의 행위유형 외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공격에 대하여 보

호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unter Ausnutzung einer Lage, in der das Opfer 
der Einwirkung des Täters schutzlos ausgeliefert ist)라는 표지를 추가함으로써 강간죄의 

범위를 확장하 다.
50) 별도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현재 우리 판례는 강간죄의 고소

가 있지 않으면 단순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판 1974. 4. 27. 
75도3365; 대판 1974. 6. 11. 73도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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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학계의 해석론으로는 (1) 피해자의 “진지한 거

부 의사표시”와 가해자의 ‘협의의 폭행’만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한인섭, 

박상기 양 교수의 주장 ― ‘협의의 폭행․협박설’― 과,51) (2) 법정형이 동일한 

강도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저항’ 개념 자체는 폐기하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

로 수정하여,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진지한 저항’(earnest resistance)52) 또

는 ‘합리적 저항’(reasonable resistance)53)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재

정의하는 나의 주장이 제출되어 있다.54) 물론 입법론으로는 미국과 독일처럼 

강간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행위양태에 따라 형벌을 세분

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이상돈 교수의 경우 ‘비동의간음죄’의 입법주장에 대하여는 “강간개념의 여

성중심적 확장”55)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남성중심적 법해석의 전형인 ‘최협

의의 폭행․협박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지 않고 있다.

3. ‘항문성교’ 등에 대한 강간죄 적용문제56)

우리 형법학계에서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속에 삽입될 것을 요구하며, ‘항문성교’(anal sex) 등 그 이외의 강음(强淫)은 

강제추행죄로 규율된다고 본다.57)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피해자 ―여성이건 

남성이건― 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의 무결성(bodily integrity)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에도, 이를 강

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성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는 행위가 남

51) 박상기, 146-67면; 한인섭 I, 181면; 한인섭 II, 130면.
52) State v. Lima, 643 P.2d 536, 540(Haw. 1982); State v. Archuleta, 747 P.2d 

1019, 1022(Utah 1987); Powe v. State, 597 So.2d 720, 721(Ala. Crim. App. 1991).
53) People v. Dozier, 85 A.2d 846(N.Y. 1981); McQueen v. State, 473 So.2d 

971(Miss. 1985); State v. Marlow, 888 S.W.2d 417, 422(Mo. Ct. App. 1994).
54) 조국, 26-29면 참조. 이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최협의의 폭행․협박’과 ‘협

의의 폭행․협박’ 사이에 있는 중간개념으로 재정의하여, 강간죄가 ‘비동의간음죄화’되
는 것을 막으면서도, 현재의 통설과 판례가 ‘화간’으로 치부해버리는 행위양태를 포괄하

여 처벌하려는 시도이다.
55) 이상돈, 84면.
56) 이에 대해서는 조국, “미국 강간죄의 법리에 대한 반추 ―한국 형법상 강간죄

의 재구성을 위한 전설(前說)”, 인도주의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동성사, 2000), 183-184면을 참조하라.

57) 김일수 I, 141면; 백형구, 313면; 이재상, 156면; 정성근,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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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성관계의 핵심으로 기술되는 남성성기중심의 성문화가 반 ”58)된 결과라고 

보인다.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미국 ‘모범형법전’ 제213.0조는 강간죄에서의 ‘성교’(sexual 

intercourse)는 구강․항문 성교(per os or per anum)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59) 그리고 뉴저지 형법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적 삽

입’(sexual penetr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기결합 외에, 항문성교, 구강

성교, 그리고 주먹, 손가락, 이물질의 성기 또는 항문삽입을 모두 포괄하여 규

율하고 있다.60) 프랑스 판례도 강간죄의 “성적 삽입”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여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61) 독일의 경우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하

여 강간죄의 행위태양에 “간음”(Beischlaf) 이외에 “유사한 성적 행위”(ähnliche 

sexuelle Handlungen)를 포괄하여 강간죄를 확장한 바 있다.62)

4. 친고죄폐지의 문제

현재 여성운동단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은 중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다. 남아 있는 문제는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로 통설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

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데서 찾고 있는데,63) 이 근거에는 강간에 의한 

성침해를 사회적 인격의 훼손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관념이 깔려 있다는 

이상돈 교수의 지적에 우리는 동의한다.64) 한인섭 교수의 말을 빌자면, “성폭

력의 경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도 감추어야 하

58) 심 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1990), 204면(강조

는 인용자). 또한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한국여성사회연구회, 
여성과 사회 제8호(1997), 61면 참조.

59) Model Penal Code, §213.0.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경우는 폭행․협박에 의한 

항문성교(sodomy)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Cal. Penal Code §286(West, 
1997); New York Penal Code, §130.40-51(West, 1997)]. 

60) N.J.S.A. 2C: 14-1.
61) Catherine Elliott, French Criminal Law 176(2001).
62) 독일 형법, 제177조 제2항.
63) 김일수 I, 144면; 배종대, 230면; 이재상, 157-158면; 임웅, 158면 등.
64) 이상돈,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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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이며, 친고죄 규정은 이러한 “오도된 성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65)

그런데 이상돈 교수는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지 않으며 반대로 친고죄 유지

를 강력 옹호한다. 친고죄를 폐지하면 가해남성과 피해여성의 “관점교환”과 이

에 기초한 인간주의적 용서의 여지가 봉쇄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66) 이 교

수의 지적처럼 가해남성의 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피해여성이 이 남성이 형

사처벌로 입을 좌절과 고통을 고려하여 진정한 용서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동

의한다.

그러나 실제 강간사건에서는 가해남성의 반성과 “관점교환”이 일어나는 경

우는 드물고 오히려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 교수는 여성단체의 친고죄 폐지 주장에 대

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의 여성상을 과잉으로 일반화하는 것”67)이라고 비

판하지만, 이 교수야말로 실제 강간 사건에서 소수의 사건에 불과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교수가 상정

하는 “관점교환”과 인간주의적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도 처벌의 위협은 피해

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항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여러 범죄학적 연구는 친고죄 폐

지주장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현재의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조장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고 성폭력의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질시

하는 잘못된 강간문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68)는 점, 

친고죄 규정 때문에 “오히려 강간사실이 숨겨지거나 강간범들이 강간범죄를 

쉽게 생각할 가능성을 야기”69)시킨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

락에서 한인섭 교수는 “친고죄 조항의 최대 수익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다”라고 결론짓고 있다.70) 김선복 교수가 논증하 듯이, 친고죄는 “법관철의 

65) 한인섭 I, 191면.
66) Id. 83-84면.
67) Id. 84면.
68) 심 희, 206면.
69) 최인섭,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191면.
70)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한국피해자학회, 피해

자연구 제3호(1994), 38면(이하에서는 ‘한인섭 Ⅲ’으로 약칭).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에 



曺   國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165∼186180

공통의 이익보다 형사소추의 회피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는 것인데,71) 우리 법현실에서 강간죄의 친고죄화는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남아있는 문제는 강간죄가 비친고죄가 될 경우 침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인데, 이는 제4장 제2절에서 검토할 별도의 형사절차상의 

조치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또 보호되어야 한다.

Ⅳ. 성폭력특별법의 ‘과잉’과 ‘여성편향’?

한편 이상돈 교수는 성폭력특별법이 (1)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범죄목록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무겁게 하 으며, (2) 성범죄자의 처벌절차를 효율화․간소

화하고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여성편향적 이익형

량”을 하 다는데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72) 형사특별법의 양산과 

이에 따른 형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바, 성

폭력특별법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성폭력특별법상
의 성폭력범죄 규정을 형법상의 강간 및 추행의 죄 속으로 통합․재정비하고, 법

정형 역시 총체적으로 하향(下向)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이 

당시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황급하게 이루어

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분명 존재한다.

1.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

첫째, 성폭력범죄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형법에서 미

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보다 세 하게 구성요건화하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이 ‘성풍속에 관한 죄’에 속

한다고 보아야 할 음행매개․음화 등의 반포․제조 및 공연음란죄 등을 성폭

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2조 제1항 제1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행위(제

14조)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촬  행위(제14조의2)를 성

대한 보다 상세한 비판은 한인섭 I, 191-194면을 참조하라.
71)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173면.
72) 이상돈, 74,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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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특별법에 포괄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73)

둘째, 전술하 듯이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이 형벌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

는 점은 분명 문제이지만, 성폭력특별법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

량상승을 평가할 때 별도로 고려할 점이 있다. 형법에서 강도죄에 비하여 과도

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재조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강간과 강도 모두 폭행․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재산

적 법익의 침해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비교하면 후자의 불법이 분명 높

다.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강간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강도관련 범죄의 법정형

과 동일하게 또는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강도죄

의 형량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책정되어 있지만(형법 제297, 

333조),74) 강간상해․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고(형법 제301조),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

로(형법 제337조)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특별법이 특수강간 또는 합동강간의 죄(제6조 

제1항)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 것,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제8조의2)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

기징역으로 한 것, 특수강간상해․치상의 죄(제9조 제1항)의 법정형을 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 것 등이 단지 중형주의적 사고의 결과라고 비

판받을 것은 아니다.75) 단,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하면 사형․무기 

73)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희롱, 포르노그래피 등으로 확대

하여 이해하는 여성주의 입장이 있다고 보인다[강진철, “성폭력, 페미니즘, 그리고 법이

론”, 법학연구(2000), 239-240면]. 이러한 입장의 문제의식에는 일정 정도 공감이 가지

만, 일단 우리 형법각칙의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힘들며, 또한 ‘성폭력’의 내포와 외연을 

오히려 흩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여성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A. Dworkin,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1981); C. A. MacKinnon, 
“Pornography, Civil Rights and Speech,” 20 Harv. Civ. Rts.-Civ. Lib. L. Rev. 1(1985); 
A. Dworkin & C. A. MacKinnon, Pornography and Civil Rights: A New Day for 
Women's Equality(1988)를 참조하라.

74) 강간살인․치사(형법 제300조의2)와 강도살인․치사(형법 제338조)의 법정형은 

역시 동일하다.
75)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제11조 제1항)의 벌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벌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것에 비하여 과도하며, 공중

집장소에서의 추행죄(제13조)의 벌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가 200만 원 이하인 것에 비하여 형벌이 과도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의 경

우 벌금이 300만 원 이하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제243조 음화 등의 반포죄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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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5조 제2항)에 처하도록 하여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즉각적인 재고를 요한다.

물론 바람직하게는 강간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강도관련 

범죄형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러한 형법개정을 통한 총체적 형

량재조정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단 양 범죄의 법정형을 동등하게 조정하

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오랜 시간을 요하고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

르는 형량재조정작업이 성취될 때까지 강도관련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강간관

련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남성중심적 사고가 

아닐까?

셋째, 성폭력특별법이 장애인여성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

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제8조, 제15조), 이상돈 교수는 장애여성은 범죄인

을 용서하고 고소하지 않을 의사능력이 없다고 전제하는 규정으로 “열등한 장

애인상의 이데올로기”의 반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76) 이 교수의 지적처럼 

“장애여성 피해자도 가해남성을 용서할 자유가 있고 또 그런 의사를 형성할 

능력도 있”77)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

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음은 사실이고, 그 장애를 이

용한 강간 또는 추행은 단순강간이나 추행보다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단, 입법론적으로는 이 조문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에 통

합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편향적 절차규정?

한편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소송절차상의 특례 외에 새로운 특례규정을 두었다. 즉, 형법상의 

강간죄에 해당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제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

지 못하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금 40만 원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이 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연구 제3호(1994), 25면]. 그러나 형법 제정 당시 책정된 벌금형

은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므로 성폭력특별

법에서의 벌금형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76) 이상돈, 77면.
77) Id.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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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제22조), 법원이 성폭력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

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

록 하고(제22조의2), 성폭력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제22조의

4),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23조-34조).

그러나 제22조와 제22조의2에 대하여 이상돈 교수는 성폭력범죄자를 확정짓

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박탈한다고 비

판하고 있다.78) 이러한 비판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어떠한 심리적․육체적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지 ― “강간피해증후군”(Rape Trauma Syndrome)79)―, 그리

고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또한 소외되고 있는

가80)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한인섭 교수의 지적처럼, ‘근대’ 

형사절차에 피해자는 한낱 “주변적 지위”를 갖는데 지나지 않았고, 성폭력 피

해자는 남성위주․권력위주로 짜여진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

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범죄 못지 않게 형사절차를 꺼리게 되어 제2차, 제3차

의 피해자를 겪어 왔다.81) 이러한 “남성중심의 재판”속에서 가중되는 “여성의 

고난”82)을 해결하는 것은 ‘포스트 근대’ 형사절차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

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처지가 ‘근대’의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부당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보호조치로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일정하게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화는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의식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의 것이라고 본다.

사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피해자 보호규정은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

78) Id. 79-80면.
79) 이에 대해서는 Ann Wolbert Burgess & Lynda Lytle Holmstrom, “Rape 

Trauma Syndrome,” 131 Am. J. Psychiatry(1974)의 선구적 업적이 있다.
80) 이에 대해서는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한국형사

정책학회, 형사정책 제4호(1989), 300-321면을 참조하라.
81) 한인섭 Ⅲ, 34, 42면.
82) Vivian Berger, “Man's Trial, Women's Tribulation: Rape Cases in the Courtroom,” 

77 Colum. L. Rev. 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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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문제이다.83)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최근 국회의원 28명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반복으로 제2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상물로 녹화하고 이를 증

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

록 하고,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엔 이를 의무

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84)

또한 우리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비디오(CCTV) 중계를 통한 증인신문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리고 우리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의 양형이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

우)”85)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들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반대신문과정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연방과 주에 걸쳐 제정된 “강간방지법”(rape shield law)을 참조하여 성폭력범

죄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履歷)과 성향(predisposition)이 형사재판에서 사

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86)

83)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한국형사정채연

구원, 1993), 104면 이하; 서보학,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4호(1996 겨울호), 200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
절차상 피해자보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36-137면; 한인섭 I, 194-197면 등을 

참조하라.
84) 동아일보, 2002. 5. 19(일); 한겨레, 2002. 5. 19(일).
85) 박선미, 305면.
86)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2조가 있

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과 성향은, (1) 피해자에게서 채취된 정자가 피

고인의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이 피고인에 의해 가해진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과 성향 증거의 배제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C.B. Mueller & L. C. 
Kirkpatrick, Federal Rules of Evidence, 98-103(1995)을 참조하라]. 그 외의 미권 국

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고[Sexual Offences(Amendment) Act, 1976, 
§2 (Eng.); Criminal Code §§276-277, R.S.C. 1985, ch. C-46(Can.); Crimes Act, 1900, 
§409 (Austl. N.S.W.)], 프랑스의 경우는 판례를 통하여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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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주의 이론과 실천 속에 “법에 대한 비판

적 성찰”과 “여성주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상돈 교수의 

지적은 경청해야 할 소중한 비판이다.87) 성폭력특별법에서 발견되는 국가형벌

권의 확대경향을 경계하면서,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들을 총괄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는 현시점에서 남성중심적 법․제도․문화를 비판․해체하고, “억압받고, 지배

받고, 그리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88)을 법제정과 법해석에 반

하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즉,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남성

편향적으로 해석되고 발동되고 있는 국가형벌권의 논리와 메카니즘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또한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외면되어 온 여성피해자를 고려하

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여성편향’

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한국 형사법의 구조적 ‘남성편향’을 중화(中和)시키는 의

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중화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

리는 형사사법에 공정하게 반 될 수 있을 것이다.

(Elliott, supra note 61, at 176). 이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조국, “강간피해 고소여성

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미국 “강간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
티스 제69호(2002/10 발간예정)를 참조하라.

87) 이상돈, 65면.
88) 이은 ,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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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Sexual Violence Law Viewed from 

Feminist Perspective

Kuk Cho
*

89)

The Act for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was legislated in 1994 thanks to the Korean women's rights 

movement. While women's organizations applauses for the Act, some criminal 

law professors including Professor Sang-Don Yi keep a critical standpoint of it 

for the Act is a “female-biased” legislation, violates the defendant's procedural 

rights.
This Article begins with a critical review of Professor Yi's “reflective 

feminism,” which is strongly influenced by Jürgen Habermas' theory. In 

pointing of Professor Yi's ignoring that Habermas' “ideal speech situation” 

presupposes “reflectivity” and “symmetry conditions,” this Article takes position 

that Korean women's rights movement further need “strategic action” as well 

as “communicative action.” Second, it criticizes the marital rape exemption and 
the utmost resistance requirement in the Korean rape law. It argues that 

marriage must not be viewed as giving a husband the right to coerced 

intercourse on demand, and what matters is not whether the victim resisted 

but whether the victim's right to sexual autonomy was infringed. Third,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victim's complaint for 

punishing rapists has not succeeded in achieving its alleged objective: to 
respect victim's privacy, rather to serve only to exempt the criminals. Finally, 

it firmly stands by the newly-established procedural shield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by the Act for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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