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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실무위원회, 모든 이의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정신 건강을 향유

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및 그 원인·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참조 

OL KOR 8/2020 

2020년 12월 29일 

 

각하께,  

 우리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실무위원회, 모든 이의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정신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및 그 원인·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

회 결의안 41/6, 42/16, 41/17에 따른 권한으로 각하 앞으로 연락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서한을 통해 각하의 정부가 우리가 접수한 다음 정보에 대해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하기 정보는 임신중절 범죄화에 관한 정부입법(개정)안에 관한 것입니다.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현행 형법은 낙태를 초래하거나 시행한 임신한 여성과 의료인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제269조, 제270조). 의료인은 또한 최대 7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따라 유도된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가 제한된 상황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이 정한 건강 문제로 임신한 여성 혹은 그의 배우자가 고통받는 경우, 

임신이 강간 혹은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이 건강상 위험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때, 임신한 여성과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헌법불합치]이며 국회

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조항

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7일 정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낙태 예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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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조항을 형법에 통합·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존재하

는 허용사유 외에도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의

사에 의한 임신 14주 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내에서는 상기한 예외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합니다. 더 나아가 개정(안)에는 절차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낙태는 반드시 의학적

으로 인정된 의사가 수술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한 여성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과 상담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 24시간 동안의 숙려시간을 가

져야 합니다. 배우자 혹은 남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요건은 삭제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자보건법은 의사가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하여 낙태 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허용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혹은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낙태법을 개혁하고자 취한 노력에 격려를 보내고 개정(안)에 진일보한 

요소가 담긴 바를 환영하고자 합니다. 초기 14주 내에서 자발적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무릇 

더 진보적인 국제인권기준과 궤를 같이 합니다. 본 실무위원회가 인권이사회에 건강과 안전을 주

제로 제출한 주제보고서(A/HRC/32/44)는 국가로 하여금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의 자유권

을 인정하고, 여성이 임신 첫 3개월 동안 혹은 특정 고통의 상황에 따라 후기에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여성이 감당가능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조치에 지원을 받는, 요청에 따른 낙태권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낙태

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예외경우

를 확장하여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는 조치 또한 진보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귀 정부가 낙태법을 자유화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낙태 규제를 위

해 형법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점에 우려합니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 중절로 인해 형사 처벌되어

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바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체제는 국가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낙태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그 결정례,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이사회 제출 보고서 등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낙태를 택한 여성에 대한 처벌수단을 폐기하고 고 품

질의 낙태 후 돌봄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CEDAW/C/KOR/CO/8; 

E/C.12/KOR/CO/4). 

 

1 CEDAW Committee No. 22/2009, L.C. v. Peru, (4 November 2011), CEDAW/ C/50/D/22/200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YSIĄC v. POLAND, Application no. 5410/03 (2007);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7) Paulina del Carmen Ramirez Jacinto, Mexico, Friendly 

Settlement, Report No. 21/07, Petition 161–01, 9 March 2007; CEDAW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New Zealand” (2012), CEDAW/C/NZL/CO/7; General Comment No. 14, CESCR; General 

Comment 36, Human Rights Committee; WGDAW report on health and safety A/HRC/32/44; SR on 

the right to health A/66/254 and A/HRC/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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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안전 보고서에서 본 실무위원회는 임신중절 범죄화는 보건공직자로 하여금 안전

한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법[예외]인 경우라도 여성의 인권

에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절차에 낙인을 찍어 중대한 손상을 가합니다. 본 실무위원회는 임신중절

을 범죄화하는 것이 낙태의 필요를 줄이지 않고 도리어 은밀하고 안전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는 

여성의 수만 늘릴 뿐입니다. 유도된 임신 중단이 법률로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나라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절은 부유한 자들의 특권인 반면 제한적 자원을 가진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공급자나 관

행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에게 심각한 차별을 야기합니다. 본 

실무위원회는 여성에게만 귀책되는 행동, 즉 임신의 중단을 범죄화한 것도 그 자체로 차별적이고 

영속적인 낙인을 생성한다는 점도 나아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는 법률을 폐기하고 임신

중절을 제한, 금지, 범죄화하는 정책 그리고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파기할 의무를 진다는 점도 짚고자 합니다. 

 낙태를 규율하고자 형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에 더하여 우리는 부모나 후견인 

등 제3자의 승인, 의무적 상담 및 대기 기간을 도입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점을 언급

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양심적 거부권은 여성들이 합법적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일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규제되지 않은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과 함께 이런 요

건들은 임신중절에 대한 적시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성들로 하여금, 건강과 

안전에 해로운 결과와 함께, 전문적 의료적 주의를 구하는 일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규제되는 양심적 거부권은 여성에게 생식 및 성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을 행사할 때 장애물을 구성합니다. 인권조약기구의 결정례는 양심적 거부권이 허가되는 경우, 국

가는 여전히 여성의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고 양심적 거부권이 제도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실천으로서 이뤄질 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실무위원회는 건강

과 안전 보고서에서 많은 수의 나라들에서 양심에 기반한 치료거부의 경우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 보장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반대하지 않는 공급자에게로의 이송, 고용

주 혹은 국가에 등록 혹은 제출하는 서면통지, 환자에게 공급자의 양심적 거부자에 관한 정보 공

개, 긴급상황시의 서비스 제공, 의료개입에 직접연관된 개인들에 제한된 양심적 거부권 인정 및 

약사 등 간접연관자에 대한 불인정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실무위원회는 합법적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대기 기간, 의무 상담과 같은 

의료적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2 차별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의료개입에 직

접연관된 자로만 양심적 거부권을 제한하고,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내에 치료

에 접근할 대안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권고합니다(A/HRC/32/44). 

 상기한 견해의 관점에서 우리는 귀 각하의 정부에게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임신중절을 완

전하게 비범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삼가 촉구합니다. 낙태와 관련하여 형사 법률은 많은 수의 사망, 좋지 

 

2 원문에서 be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임[~ that (are) not based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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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심신건강상 결과, 존엄의 훼손을 초래하며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위반 및 특

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성에 대한 여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낙태접근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접근가능해야 하며 수준이 높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 후 돌봄도 

반드시 모든 청소년 소녀들에게 낙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제공되고 접근가능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의료적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막는 

그 어떠한 차별적 장애물 또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추가적 해명 및 여성 인권의 사안으로

서 여성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지속적 노력으로 지지받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귀 각하의 정부의 처

분에 응하겠습니다.3 

 우리는 본 서한이 국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류중인 혹은 최근 도입된 법률, 규칙, 정책에 대한 논평으로서 이 서한과 귀 각하의 정

부로부터 받은 답신은 48시간 내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들은 또한 인권이사회에 제출되

는 통상의 보고서에서 추후 제공됩니다. 

 각하께 우리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로더릭(Elizabeth Broderick)4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실무위원회 위원장 

틀라랭 모포겡(Tlaleng Mofokeng) 

모든 이의 달성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정신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드브라브카 시모노비치(Dubravka Šimonovic) 

여성폭력 및 그 원인·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3 remain at ~ disposition을 번역한 것임. 

4 한국어 발음은 임의적으로 한 것임. 

https://spcommreports.ohch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