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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밀(J. S. Mill)의 命題와 基本權으로서의

自己決定權

밀(J. S. Mill)은 그의 ‘自由論(On Liberty)’에서 公權力 行使의 正

當化 根據로 다음과 같은 命題를 제시했다.

“문명 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자신의 행복은 권

력행사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좋다든지 혹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한다든지, 또는 타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

이라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

하지 않다”.1)

위 命題를 제시하는 까닭은 그것이 憲法 第10條와 관련한 自己決

定權과 國家 公權力行使의 限界를 검토함에 있어서 論議의 출발점

으로서 意義를 갖기 때문이다.

憲法 第10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

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1) 김형철 譯, 自由論(J. S. Mill, On Liberty의 번역서), 서광사, 23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only purpose for which power can rightfully be exercised over any member of a

civilized community against his will is to prevent harm to others. His own good either

physical or moral is not a sufficient warrant. He cannot rightfully be compelled to do or

forbear because it will better for him to do so, because it will make him happier, because

in the opinions of others, to do so would be wise or eve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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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라고 規定하고

있고, 한편 憲法 第37條 第1項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列

擧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바,

憲法 第10條와 第37條 第1項의 관계 및 그 法的 性格 등에 관하여

는 學說상 많은 論難이 있지만 學說은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

本權 가운데 自身의 문제를 自身의 自由意思에 따라 決定할 수 있

는 權利, 즉 自己決定權이 포함됨을 인정2)하고 있고, 憲法裁判所의

判例도 이를 肯定3)하고 있다. 그렇다면 自己決定權과 밀(J. S. Mill)

의 命題를 결합시킬 경우 自己決定權에 포함된 領域의 문제 중에서

도 自己 自身에게만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國家의 干涉을 받지

않을 權利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自己決定權과 道路交通法上 運轉者의 特別

遵守事項의 强制

그런데 道路交通法 第48條의2는 다음과 같은 운전자의 특별한 遵

守事項을 規定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處罰4)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① 내무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

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

2)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1994, 법문사, 334쪽 ; 김철수, 전정신판 헌법학개론, 박영사, 327～

328쪽

3)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4) 도로교통법 제113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4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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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

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5)

③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내무부

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6)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

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法律이 정한 義務 중 자동차나 2륜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벨트’라고 한다)를 매거나 승차용안전모(이하

‘헬멧’이라고 한다)를 착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운전 중 일어날 수도

있는 事故로부터 運轉者의 生命․身體의 安全을 保護함을 基本的인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고 理解되므로 直接的으로는 他人에 대한 危

害의 防止 또는 善良한 風俗(이른바 道德律)의 維持7)와는 관계가

5) 고속도로 등의 경우 특칙(도로교통법 제62조)이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한

다(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도로교통법 제62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

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13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5. ……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승차용 안전모, 즉 오토바이용 헬멧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7) 도덕률의 법적 강제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핀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도덕의 수호를 위한 법의 강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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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보인다.

3. 論点의 整理

그렇다면, 오로지 個人의 安全 또는 幸福을 위하여 國家가 특정

行爲를 계도하고 권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刑罰로 이를 强制하는 것

이 正當化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는 國家는 國民

의 生命과 身體에 대한 安全을 그의 意思에 반하여서라도 보살펴야

할 家父長的인 責任이 있다는 생각(paternalism)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國家가 個人의 健康을 위하여 일정한 운동을 할 것, 또

는 飮酒나 吸煙 나아가서는 夫婦間의 지나친 性行爲를 하지 말 것

을 法으로 强制하고 處罰하는 것도 許容되는가?8) 그러한 個人의

內密한 私生活에까지 公權力에 의한 干涉이 許容된다면 헉슬리

(Aldous Huxley)가 경고한 “멋진 신세계”가 이루어져도 좋은 것인

가? 그렇지 않다면 그 許容 與否를 決定짓는 基準은 무엇인가? 등

많은 의문이 잇따른다. 이는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할

自由’도 憲法上의 基本權이라 할 수 있는가, 즉 憲法에서 導出되는

自己決定權이 미치는 領域은 어디까지인가(自己決定權의 範圍 문

제), 이를 憲法上의 基本權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어

8) 걸리버여행기 중에는 “현 국왕의 할아버지가 소년이었을 당시 전통적 방법대로 계란의 넓고

둥근 쪽을 깨다가 손가락을 베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의 국왕이던 그의 아버지가 새로운 법

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계란을 깰 때에는 좁은 방향의 끝부분을 깨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라는 부분이 있다(신현철 역, 걸리버여행기, 문학수첩사, 55쪽). 계란을 어떻게 깨어 먹

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만 속하는 문제임에도 국왕은 안전을 이유로 특정방법으

로 계란을 깨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문제와 도로교통법상의 좌석안전띠, 승차용안전모 착용

강제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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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限度에서 위 自由가 制限될 수 있는가(國家의 公權力 行使의 限

界 또는 自己決定權 制限의 正當化 事由)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自己決定權의 槪念과 根據

1. 自己決定權의 意義

가. 槪 念

(1) 自己決定權이란 自己의 私的인 事項, 즉 ① 結婚․離婚․出

産․避妊․落胎 등 人生의 全般에 걸친 設計에 관한 事項, ② 生命

延長治療의 拒否․尊嚴死․自殺․臟器移植 등 삶과 죽음에 관한 事

項, ③ 머리 모양․服裝․登山․水泳․吸煙․飮酒 등 個人의 生活

方式(life style)이나 趣味에 관한 事項, ④ 婚前性交․婚外性交․同

性愛 등 成人間의 合意에 의한 性的 行動에 관한 事項 등에 관하여

스스로 自由롭게 決定하고 그 決定에 따라 行動할 수 있는 權利9)

를 말하는바, 뒤에서 검토할 안전벨트나 헬멧을 着用하지 아니할

權利도 “危險한 生活方式으로 살아갈 權利(Risk-Taking)”10)라는 槪

9) 권영성, 전게서 334쪽; 김철수, 전게서 327쪽;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範圍, 法學敎室

No.158 36쪽;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측면에서 다룬 논의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치료를 받을지 여부, 치료의 방법이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민법적

측면에서 논의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대구대 법정

논총 93.12 103쪽 이하; 전상훈, 의료과오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부산대학교 법학논집

1, 52쪽 이하).

10) L.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nd ed. 1371쪽 이하, 山田卓生, 私事と自己決定,

11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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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으로 위 ③에 포함된다.11)

(2) 日本에서는 佐藤幸治교수와 山田卓生교수 사이에 自己決定權

의 槪念, 性格 등을 둘러싸고 論爭이 있었는바,12) 위 槪念 정의는

山田卓生교수類의 定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하여 佐藤幸治교수

는 自己決定權을 幸福追求권의 일부로 설정하고, 이를 人權體系 全

般을 통합하는 原理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自己決定權을

첫째, ‘人格的, 自律的 存在로서 自己를 주장함에 있어 必要不可缺

한 모든 自由와 權利-自由權이나 參政權, 社會權 모두-를 포함하고

통합하는 包括的, 主觀的 權利’를 뜻하는 基幹的 人格的自律權, 둘

째, ① 人格價値에 해당하는 權利(名譽權, 프라이버시權, 環境權) ②

最狹義의 自律權(自己決定權) ③ 適正節次의 保護를 받을 權利 ④

參政權的 權利로 유형화할 수 있는, 日本 憲法 第13條13)에서 도출

되는 個別的 自律權의 總稱, 셋째, ‘自己의 生命․身體의 處分에 관

한 事項(治療拒否나 尊嚴死)’, ‘家族의 生成․維持에 관한 事項’, ‘生

殖 등에 관한 事項(生殖․姙娠․出産․養育)’, ‘그 밖의 事項(服裝,

性的 自由, 吸煙, 飮酒, 스포츠 등)’을 내용으로 하는 最俠義의 自律

權(自己決定權)이라고 하는 3층 구조 내지 유기적 관계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佐藤幸治교수의 ‘自己決定權’理論은 自己決定의 관념을

불가결로 하는 個別的 人權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自己決定權

11)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에 대하여는 학설에 따라 다툼이 있으며

인격적이익설에 의하면 Risk-Taking은 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山田卓生교수와 佐藤幸治교수간에 벌어진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

는 佐藤幸治, 日本國憲法と自己決定權-その根據と性質おめぐって、法學敎室 No.98, 6쪽 이하

및 山田卓生, 自己決定權おめぐって,- 佐藤敎授に答えて, 法學敎室 No.102, 63쪽 이하 각 참

조

13) 제13조 【개인의 존중,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의 존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

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 있어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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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理念을 人權體系 전체의 기초에 위치시킨 것으로 評價받고 있

다.

佐藤幸治교수의 自己決定權 체계 중 最俠義의 自己決定權과 山田

卓生교수가 말하는 自己決定權은 실질적으로 같거나 근사하다고 할

수 있다.14)

나. 一般的 行動自由권과의 관계

우리 나라와 日本에서는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의 하나

로서 위와 같은 內容을 가지는 權利를 ‘自己決定權’이라는 槪念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이를 ‘프라이버시權’의 槪念으로, 獨逸

에서는 ‘一般的 行動自由權’이라는 槪念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日本에서는 ‘自己決定權’과는 다른 權利로 ‘一般

的 行動自由권’을 認定하는 見解도 있으므로15) 위 兩 權利의 관계

를 살펴본다.

먼저 自己決定權에 관하여는 ‘…… 決定할 수 있는 權利’로 보는

견해16)와 ‘…… 決定하고 이에 따라 行動할 수 있는 權利’로 보는

견해17)가 있는바 後者의 견해에 의하면 自己決定權은 一般的 行使

自由權과 實質權으로 같은 內容의 權利가 될 것이다. 그러나 前者

14) 大久保史郞, 「自己決定」論と人權論の課題, 法律時報 1995. 5. 114쪽

15) 권영성, 전게서, 334쪽은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할 권리”로 설명하

고 있으며,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範圍, 法學敎室 1993. 11., 42쪽은 “인격적 생존과 결

부되어 있지 아니한 자유를 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기결정권의 규범내용을 일반적 자

유에까지 미치게 하는 외에 자기결정권과는 따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도출한다는 논리도 생각될 수 있다”고 한다.

16) 권영성, 전게서 334쪽, 奧平康弘, 憲法Ⅲ, 109쪽 등

17) 戶波江二, 校則と生徒の人權, 法學セミナー 1993. 4., 76쪽(자기결정권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

적자유설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널리 보장); 山田卓生, 私事と自己決定, 3쪽(타인에게 관

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위하는 것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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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自己決定權을 一般的 行動自由權과

다른 權利라고 理解하여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생각건대, 위 양 權利는 모두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權利의 하

나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意思에 따라 決定하고 他人, 특

히 國家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由롭게 行動할 수 있는 權利’를

가리키는 것으로 自己決定權은 決定의 측면을, 一般的 行動自由權

은 行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18) 決定한 대로

行動할 수 없다면 그 決定은 空虛한 것이 될 것이고, 恣意的 決定

에 根據한 것이 아닌 行動이라면 그 行動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19) 따라서 自己決定權과 一般的 行動自由

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權利라고 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에는 人

格的 生存에 불가결한 領域에서의 決定․行動의 自由인가 여부에

따라 自己決定權을 一般的 (行動)自由권과 구별하는 견해20)가 있는

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決定權이 認定되는 生活領域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오는 槪念設定의 차이

에 불과하다고 본다.21) 즉, 人格的權利說을 취할 경우에는 自己決定

權의 保護領域 밖에 위치하는 行動의 自由를 憲法上 保護하기 위하

여 一般的 行動自由權을 별개의 基本權으로 槪念設定할 필요가 있

지만 一般的自由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自己決定權과 一般的 行動自

由權의 保護領域이 같아지는 것이다.

18)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射程, 芐部信喜先生古稀祝賀 現代立憲主義の展開 上 327쪽 이

하 및 성전환사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E 49,286) 참조

19) 문창옥 역, 사회철학(Joel Feinberg의 Social Philosophy의 번역서), 종로서적, 80쪽 참조

20) 阪本昌成, 憲法理論Ⅱ, 240～258쪽, 256～258쪽 등

21) 일본에서는 이 밖에도 자기결정권을 “人格的 自律權” 또는 “私事遂行權”이라고 하는데 위

용어도 자기결정권이 미치는 영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과 관련하여 달리 사

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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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憲法裁判所의 判例上으로는 ‘一般的 行動自由權’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 決定22)과 ‘自己運命決定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決定23)

이 각각 있는데 決定權에 중점을 두느냐 行動權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사용된 듯하다. 憲法裁判所의 결정 가운데 憲法裁判所

1991. 6. 3. 선고, 89헌마204 決定은 “이른바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

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

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

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自己決定權과 一般的 行動自由權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24)

다. 補充的․包括的 權利로서의 自己決定權

自己決定權은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으로서 憲法에 列擧

된 個別的․具體的 基本權에 비하여 補充的25)26)․包括的 基本權이

22)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바23 결정; 1991. 6. 3. 선고 89헌마 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의 의견);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의견); 1993. 5. 13. 선고, 92헌마80 결

정

23)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가운데 “기본법 제1조 제1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운명과 생활관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형성

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이같은 제1조 제1항과

의 관계에서 결국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자유롭게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판결(성전환판결, BVerfGE 49,286)도 마찬가지로 자기결정

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 판결은 일반적 인격권을 판

시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일반적 인격권도 그 형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광의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이다.

25)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자유권의 根柢 또는 核에는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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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27) 다만 自己決定權이 補充的 基本權이라고 하여 基

本權 보장의 程度가 憲法에 列擧된 個別的 基本權보다 약하여도 좋

다는 의미는 아니다. 憲法에 나열된 基本權 目錄은 역사적으로 중

요성이 認定되는 것만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모든 基本權을

망라한 것이라거나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28)

라. 日本의 경우에는 自己決定權을 人權論에서뿐만 아니라 “國民

각자는 自己決定權의 行使의 일환으로서 政治에 참가한다”고 함으

로써 國民主權을 自己決定權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견해와 같이

政治機構論에까지 확대하여 논하는 견해29)도 있고, 獨逸의 경우에

는 一般的 行動의 自由는 公權力에 의한 侵害로부터의 自由

느 직업을 선택하여 이에 종사할 것인가 하는 직업의 자유에도 이미 자기결정이 전제되어 있

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적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자기결정권은 당해 개별적 기본권조항에 의

하여 보호되므로 자기결정권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기능하는 영역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보

호되지 아니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고, 이를 자기결정권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竹中勳, 個人の自己決定とその限界、 ジュリスト No.1022, 33쪽; 山田卓生, 私事と自己決定、 

343쪽)

26)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상 권리라고 하는 것 중 ‘자유(liberty, right)’와 ‘보

장(protection)'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유’라는 개념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에 관하여는 生松敬三 등 譯, 自由論2, みすず書房, 295쪽 이하 참조)를 포

함하는 것이므로 항상 결정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보장’(이를테면,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은 ‘권리’라고 불리더라도 선택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자기결정권과는 친하지

않다. (John H. Garvey, Freedom and Choice in Constitutional Law, Harvard Law Review

V.94 No.5, 1757～1758쪽 참조)

27) 권영성, 전게서 395～396쪽; 김철수, 보정판 신고 헌법학 개론 314쪽; 佐藤幸治 編, 憲法Ⅱ,

成文堂, 99쪽

28)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창

간호, 189쪽; 일본 最高裁, 昭和33. 9. 10. 民集 12권 13호 1969쪽

29) 佐藤幸治 「憲法學において自己決定權をいうことの意味」法哲學年報 1989년 93쪽 이하; 大

久保史郞, 「自己決定」論と人權論の課題, 法律時報 1996, 5.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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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griffsfreiheit)를 의미하여 一般的 行動自由權을 매개로 모든 公

權力에 의한 違法한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할 根據가 됨과

동시에 특히 “法治國家原理의 主權化”로서 權限分配規定과 같은 客

觀的 憲法規定 違反을 다툴 根據로 되는 등 憲法保障에 있어 중요

한 役割을 하지만30)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自己決定權을 이와 같이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는 없는 듯하다.31)

2. 自己決定權의 認定 必要性32)

가. 自己決定權 尊重의 根據

(1) 自己決定權은 먼저 人間의 尊嚴․獨立性의 尊重情神, 즉 理性

的이고 責任感있는 人間이라면 自己에 관한 事項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충분한 判斷力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保護의 필요가 있겠지만33) 그렇지 않은 한

스스로가 自己 運命의 形成者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自己決定의

自由가 보호되고 발휘됨으로써 個性이 풍부한 人格의 발전이 기대

되는 것이다.34)

30) BVerfGE 80,137; BVerfGE 6,32 등

31) 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청구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그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31; 같은 날 선

고, 90헌마125 결정 참조) 법치국가원리의 주관화를 부정하고 있다.

32) 이하 山田卓生, 私事と自己決定權、 335～338쪽 참조

33)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는바 뒤에서 살핀다.

34) 전게 자유론 77～1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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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個人의 選擇의 自由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에 의

하여 보다 좋은 選擇이 행하여 질 것이라는 믿음에 根據한다. 選擇

의 여지가 넓다고 하여 반드시 보다 현명한 選擇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客觀的인 基準이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한 自己의

利益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최선의 判斷者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判斷能力이 있는 한 選擇을 强制하거나 選擇의 폭을 制限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福祉國家를 지향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비대하여진 行政

權이 國民의 거의 모든 生活領域에까지 관여하게 되고 行政上의 편

의나 能率 위주의 劃一的 취급을 위하여 個人의 自由를 制限하는

경향이 강하여지므로 現代社會에 있어 自己決定의 의미는 더욱 더

중요하다.35) 또한 業務上 領域에서의 自己實現이 곤란한 管理社會

에 있어서는 自己正體性을 가질 수 있도록 私生活에 있어서 個人의

自己決定權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나. 自己決定權에 대한 反論과 批判

(1) 스테펜(J. F. Stephen)과 데블린(L. Devlin)의 견해에 의하면,

“自己決定權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判斷을 맡기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무법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個人的 事項이

라고 하더라도 國家에 의한 敎化的, 家父長的(paternalistic)인 지도

가 필요하다. 私人에게 選擇의 自由를 주면 종종 잘못되고 부당한

行動을 한다. 그러므로 私人에게 行動의 基準을 제시하고 指導的

措置를 하는 것이 國家 또는 指導者가 할 일이다.”라고 한다. 그러

나, 自己決定權이란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選擇을 할

35)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射程, 芐部信喜先生古稀祝賀 現代立憲主義の展開 上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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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야말로 個人의 自己伸張과 社會의 發展에 必須的이라

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自己決定權은 잘

못된 判斷을 할 自由를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反對論은

警察國家 시대의 法이 상정한 人間像을 前提로 한 것으로 人間의

自律을 尊重하는 現代社會에서 그대로 채용할 바 못된다. 즉, 警察

國家 시대의 법은 利己主義的 人間을 前提하기는 하나 아직 法主體

의 미숙한 判斷力을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國家는 그 臣民들에 대

한 당연직 後見人으로서 그들의 意思에 반하여서라도 敎示하여 保

護를 베풀고 그들을 幸福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을 그 임무로 여겼

다. 그러므로 臣民이 이미 國家와 같은 방향의 選擇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選擇에 따라 行爲하는 것은 臣民의 權利일 뿐 아니라

義務로 보았고, 禁止되지 아니한 것은 許容되는 것이면서 命令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法秩序의 受命者, 즉 臣民은 오로지 自己의 利益

에 의하여서만 지배될 만큼 利己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利益을 스

스로 인식할 만큼 理解力을 갖추지는 못한 존재로 이해되었던 것이

다.36)

(2) 自己決定權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괴팍한 자나 기행을 일

삼는 자에게 自由를 주는 것이 될 뿐이고 무엇인가 積極的인 의미

를 갖지는 못한다는 批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自己決定權에 의

하여 傳統的 의미의 寄行(同性愛, 長髮이나 削髮 등의 毛髮形態, 이

상한 服裝)이 保護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自己決定權을 부

정할 根據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自己決定權의 인정에 의

하여 私生活에 대한 國家의 부당한 公權力 行使를 차단함으로써 個

性을 伸張할 수 있다는 점에서 積極的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

36) 손지열, 황우여 譯, 법에 있어서의 인간(Gustav Radbruch, Der Mensch im Rccht의 번역서),

육법사,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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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의하여 비로소 상호간의 다양한 個性을 존중하는 文化的

相對主義가 가능한 것이다.

3. 성숙한 判斷能力을 缺如한 자와 自己決定權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自己決定權이란 個人의 성숙한 判斷

能力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判斷能力을 갖추지

못한 자, 이를테면 未成年者나 心神障碍者에게도 自己決定權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나. 이에 대하여는 自己決定權은 성숙한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

에게만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이론이 단지 성숙한 能力을

가진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모

른다. 우리는 어린아이나 법률로 정한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못

한 청소년을 말하고 있지 않다. 타인의 보호를 여전히 필요로 하

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나 외부의 해악으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37)는 견해나 “自己決定權은 모든 個人

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判斷能力을 가진 者에 대하여

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權利로서는 특수하다.”38)39)는 견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실제로 각종 法律에 의하여 未成年者나 心神障礙

37) 전게, 자유론, 23쪽

38) 山田卓生, 전게서 344쪽; 다만 山田卓生, 自己決定權おあぐって,ー 佐藤敎授に答えて, 法學敎

室 No.102, 66～67은 달리 보는 것 같다.

39) 이 견해에 따르면 어린이의 자기결정권은 성년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되므로

불합리하다. 이에 대하여는 ① 어린이의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도움 아래 형성되어 가는 과정

에 있는 것이라는 견해와 ② 민법상의 성년연령은 모든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이 완성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자기결정권이 완성되는 개개의 생활영역이 있을 수 있

다는 견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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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自己決定을 전제로 하는) 基本權이 制限되어 있는 예도 적

지 않다. 選擧權,40) 勞動權,41) 結婚權,42) 政黨參與權,43) 自動車運

轉權44)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그러나 未成年者나 心神障礙者에게 自己決定權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人權을 人間이 단지 人間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權利로 이해하는 한 성숙한 判斷能力을 흠

결한 段階․狀態의 個人에게도 憲法上 自己決定權이 인정되는 것

이다.45) 다만 未成年者나 心神障礙者는 判斷能力이 不完全한 탓

에 잘못된 判斷을 함으로써 自己 自身을 害하고 他人에게도 害를

끼칠 우려가 높으므로 그들 스스로 基本權을 行使함에는 상당한

制限을 받는다. 그런데 權利의 目的이 스스로 責任을 지는 自由

로운 行動 즉, 自己決定인 경우에는 他人에 의한 權利行使라고

하는 것은 自己決定의 本質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에서의 어린이 선거 등에서 보듯이 他害

나 自害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분야에서 그들의 自己決定權이 行

40) 국민투표법 제7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4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1조

42) 민법 제800조

43) 정당법 제6조

44)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

45) 竹中勳, 自己決定權, 阿部照哉 등 編, 法學ガイド 憲法Ⅱ(人權) 67쪽

미국의 경우에는 연소자의 낙태권 등을 둘러싸고 어린이에게도 성인과 같은 정도의 기본권이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State v. Koome, 84 Wash, 2d. 901, 530 P.2d.

260 [일웅,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어린이의 권리는 성인의 그것과 같은 범위에 미치는 것

(coextensive)이다] ;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학생은 학교밖에서 뿐 아니라 학교내에서도 헌법하에서의 시민이다. 그들은 州에 대

한 의무를 존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州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

다.);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대법관

Stewart의 의견-수정 제1조에 의한 어린이의 기본권은 성인의 그것과 같은 영역에 미치지

않는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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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되는 예도 있으며, 또한 성숙한 判斷能力이 없는 자에게도 自

己決定權이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保護者(親權者나 後見人)에

의한 自己決定權이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自己決定權의 制限에

도 스스로의 限界를 賦與할 수 있으므로 未成年者 등에 대한 自

己決定權의 인정은 實質的 意味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즉, 保護

者에 의한 自己決定權의 代行은 被保護者의 保護를 위하여 ① 未

成年者의 경우에는 성숙한 判斷能力을 흠결한 행동의 결과 장기

적으로 보아 未成年者 자신의 目的達成 諸能力을 重大하고 永續

的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또는 어린이의 自律的 성

장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② 心神障礙者의 경우에는

後見人의 大行判斷이 被保護者의 最善의 利益(best interest)에 부

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다.46) 그 밖에 未成年者나 心神障礙者에게도 自己決定權이 인정

된다는 점 및 이에 대한 保護者의 自己決定權 代行의 制限을 論

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詳論하지 않는다.47)

4. 自己決定權의 憲法的 根據

가. 프라이버시權에서 찾는 견해

美國의 경우에는 自己決定權이 문제되는 落胎, 죽음, 性的 行

爲, 生活方式 등을 프라이버시權의 문제로 논의한다. 우리 나라나

日本에서는 프라이버시權을 自己에 대한 情報를 統制할 수 있는

46) 芐部信喜, 廣義のプライベシー權(4), 法學敎室 133호 74쪽, 및 註 47 기재 문헌 참조

47) Garvey 전게 논문, 米澤廣一, 子どもの權利論, 人權の現代的諸相, 42쪽 이하; 橫田守弘, 未成

年者の基本法上の行爲能力について、人權の現代的諸相, 63쪽 이하; ジュリスト 增刊總合特

輯․子どもの人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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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라고 이해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美國에서는 프라이버시權

을 Louis Brandeis 대법관의 표현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干涉받

지 않을 權利(the right to be let alone)이고, 가장 包括的이며 문

명인의 가장 고귀한 權利”,48) 또는 Stevens 대법관의 記述과 같

이 “個人的 事項을 公開당하지 아니할 一般的인 私的 利益과, 어

떤 종류의 중요한 決定을 함에 있어 他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할

(independence in making certain kinds of important decisions)

一般的 利益”49)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自己決定權의 憲法的 根

據를 프라이버시權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다만 프라이버시權의

憲法的 根據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격렬한 논의가

있으며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다. 먼저 美國 憲法의 修正 條項은

第1條부터 第8條에서 구체적인 權利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憲法

에서 특정의 權利를 列擧하고 있다고 하여 國民이 보유하는 그

밖의 權利들을 否定하거나 輕視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

다”50)라고 規定하고 있는 修正 第9條는 列擧된 權利뿐 아니라 列

擧되지 아니한 權利도 존재하고 그 權利도 保障한다는 취지에서

해석되므로 이에 의하여 프라이버시權이 保障된다는 것이다. 다

음으로 “州는 適法節次없이는 누구로부터도 그의 生命, 自由 또

는 財産을 박탈할 수 없다”51)라고 規定하고 있는 修正 第14條 第

48)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478 (1928)

"The makers of our Constitution undertook to secure conditions favorable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ey conferred, as against the Government, the right to be let

alone-the most comprehensive of rights and the right most valued by civilized man"

49) Whalen v. Roe , 429 U.S. 589 (1977)

50) Amendment Ⅸ(1791) Rights Retained by the People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ct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51) Amendment ⅩⅣ (1868) Civil Rights Section 1. Privileg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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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項의 “自由” 가운데 프라이버시權을 비롯한 諸權利가 포함되어

있다고 解釋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具體的 適法節次(substantial

due process)의 문제로 논하고 있다.52)

프라이버시權의 憲法的 根據와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權利에

관하여 깊게 논하여진 判決의 하나인 Griswold 判決53)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憲法이나 權利章典은 個人間의 交際權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

지 않다. 부모가 선택하는 학교-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밖의 것이

든-에서 자녀를 공부시킬 權利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특정한

과목이나 외국어를 배울 權利에 관하여도 같다. 그러나 修正 第1

條는 그러한 權利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 修正 第1條는 政府의 干涉으로부터 個人의 프라이버시가 保

護되는 半影部(penumbra)를 제공하고 있다. …… 修正 第1條, 修

正 第3條, 修正 第4條, 修正 第5條, 修正 第9條에 의하여 프라이

버시帶(zones of privacy)가 형성되고 각 條文의 半影(penumbra)

으로서 프라이버시權이 保障되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에도 憲法上의 프라이버시權을 “個人이 公權力에

대하여 自己의 私生活에 관한 自主的 決定을 주장하고 公權力의

干涉을 거부할 權利”로 정의하고 “이 權利의 基本的인 내용은 個

人은 他人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己의 私生活의 領域 가운데

어떤 종류의 領域에 대하여 스스로 決定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라고 하며 프라이버시權과 自己決定權(一般的 自由권)은 중복한

……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52) J. A. Barron 등, Constitutional Law 2nd ed, WEST 162～177쪽

53)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4 L ed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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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54)가 있다.55)56)

나. 幸福追求權 내지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서 찾는 견해

獨逸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고,

憲法的 秩序 또는 道德律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自己의 人格을

自由로이 발전시킬 權利를 가진다.”는 基本法 第2條 第1項이 ‘一

般的 行爲自由權’을 規定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聯邦憲法裁判所의

判例57)이며, 다수 학설의 지지를 받고 있다.58)

그 중 自己決定權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性轉換 사건” 判決

54) 橋木公亙, 日本國憲法(改訂版), 219, 426～427쪽

55) 일본의 경우 그 밖에 자기결정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연결시키는 견해로 奧平康弘, 憲法 Ⅲ,

109～110쪽 참조;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1964년의 일기판결(BVerfGE 18,146) 이후 “일반적 행동자유

권”과는 다른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 및 이로부터 파생하는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기

의 출생에 관하여 알 권리 등을 도출해 내고 있는바 이는 프라이버시권과 유사한 면이 있다.

김철수, 전정신판 헌법학개론 327쪽은 ‘자기결정권’을 설명하며 ‘독일에서는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관례상 확립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반면 동 329쪽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을 ‘알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독

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의 상당부분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이 비밀 보장 조항(제17조)의 보호영역에 흡수되는 것이다.(김선택, 전게 논문

192쪽 주33 참조)

56) 佐藤幸治, 日本國憲法と自己決定權-その根據と性質おあくって, 法學敎室 No.98, 6쪽, 14쪽은

“미국에서는 이 권리(자기결정권)도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해석하지만 일본국 헌법의 해

석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자기정보control권과 자기결정권은 기초를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

지만 그 내용․성질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점이 있고 권리는 원래 특정․명확한 규범유형이

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관념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라이버

시권은 자기정보control권의 의미로 한정하고 자기결정권은 별개 범주의 권리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57) BVerfGE 6,32(Elfes 판결); 20,150(집회법 판결); 47,46(성교육 판결); 49,24(미결구금자의 접

견면회권 판결); 49,286(성전환 판결); 54,1433(비둘기에게 모이 줄 자유에 관한 판결); 80,137

(삼림 승마권 판결) 등 다수

58)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射程, 芐部信喜先生古稀祝賀, 現代立憲主義の展開 上 327쪽 이

하에서 독일에서의 학설 및 판례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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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fGE 49,28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基本法 第1條 第1項의 保護하는 人間의 尊嚴性은 人間이 自己

自身의 문제를 스스로 決定하고 自身의 運命과 生活關係를 스스

로의 責任 아래 形成해 나갈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하고 있다. 基

本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은 이 같은 第1條 第1項과의 관계에서

결국 人間個個人에게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自由롭게 伸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모든 國民은 個人으로서 尊重된다. 生命․自

由 및 幸福追求에 대한 國民의 權利에 대하여는 公共의 福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立法 그 밖의 國政에 있어서 最大의 尊重을

필요로 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는 憲法 第13條에서 自己決定權

의 憲法的 根據를 찾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① 憲法 第10條 第1項 前文의 人間으로

서의 尊嚴과 價値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憲法 第37條

第1項의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이라 할 수 있고 그 가운

데 自己決定權이 포함된다.59) ②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에는 自己決定權이 포함된다.60) ③ 狹義에 있어서의 幸福追求權

은 一般的 行動自由權 등을 포함하는 權利라고 하겠다. 自己 신

체의 복장을 마음대로 형성할 權利 등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61)

④ 憲法 第10條 第1項 後段의 幸福追求라는 槪念 下에는 基本權

目錄안에 獨自的인 自己 自身의 자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歷史的, 社會的 重要性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그러나 個個人이 삶

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넓은 行動領域이 포

59) 권영성, 전게서 333～334쪽

60) 김철수, 전정신판 헌법학개론, 325쪽

61) 김철수, 보정판 신고 헌법학개론,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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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分化된 後期 産業社會에 있

어서는 個個人은 ‘-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 사소한 일’을

自己 스스로 自由롭게 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진지하게 받

아들일 수 있다.”62)는 諸見解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決定權(또

는 一般的 行動自由權)을 憲法 第10條 第1項 後文의 幸福追求權

과 연결시키는 것이 一般的이다. 다만 憲法 第10條 第1項 後文의

‘幸福追求權’ 規定을 憲法 第10條 第1項 前文의 ‘人間으로서의 尊

嚴과 價値’ 規定 및 憲法 제37조 第1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憲法 第10條 第1項의 基本權的 性格을

否認하고 同 條項을 憲法이 追求하는 最高 理念的 指標로 이해하

는 견해(따라서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은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이라는 目的을 구현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憲

法 第37條 第1項으로부터 導出될 것이다), 幸福追求權을 獨自的

權利로 인정하되 人間의 尊嚴과 價値 規定에 대하여는 權利性을

否認하는 견해, 人間의 尊嚴과 價値 規定을 幸福追求權과 묶어

이를 하나의 基本權으로 이해하는 견해(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은 憲法 第10條 第1項에서 導出되고 憲法 第37條 第1項은

이를 確認하거나 注意的으로 規定한 것으로 본다), 憲法 第10條

第1項 後段의 幸福追求權은 ‘一般的 人格權’이나 ‘一般的 行動自

由權’이라는 獨自的 基本權을 保護領域으로 하는 基本權條項임과

동시에 憲法 第37條 第1項과 관련하여 그 밖의 憲法에 列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의 導出根據가 된다는 견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

어져 있다.63)

憲法裁判所는 ①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

62) 김선택, 전게 논문 192～193쪽

63)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김선택,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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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

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憲法裁判所 1990. 9.

10. 宣告, 89헌마82 決定) ② 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을 위축시킬 수 있다. (憲法裁判所 1992. 4. 14. 宣告, 90헌바23 決

定) ③ 이른바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

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

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憲法裁

判所 1991. 6. 3. 宣告, 89헌마204 決定) ④ 적법한 단결권의 행사

및 단체교섭행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까지 형사제재를 과한

다면 헌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의 파생인 일반적인 행동자

유권의 침해이다.(憲法裁判所 1993. 3. 11. 宣告, 92헌바33 決定 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의 의견) ⑤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

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 명령은 곧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憲法裁判所 1995. 12. 28. 宣告, 91헌

마80 決定 중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의견) ⑥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



48

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憲法裁判所

1993. 5. 13. 宣告, 92헌마80 決定)라는 諸決定에서 보는 바와 같

이 自己決定權(또는 一般的 行動自由權)의 憲法的 根據를 憲法

第10條 第1項의 幸福追求權64)에서 찾고 있다.

Ⅲ. 自己決定權의 範圍

1. 槪 論

自己決定權이 미치는 行爲의 範圍에 관하여는 個人의 人格 발

현과 무관한 行爲까지도 憲法에 의하여 保障되는가의 여부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는바, 一般的自由說에 의하면 이를테

면 머리 모양의 自由65)나 吸煙의 自由66), 오토바이를 탈 自由67),

64) 다만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위 ①결정)은 행복추구권 외에 인격권으

로부터도 자기결정권을 도출하고 있다.

65) 미국의 경우 경찰관의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개인이 privacy를 침해한 것이 아

니라는 Kelly v. Johnson 판결, 425 U.S. 238 (1976); 공립학교 학생의 머리 모양을 규제하는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Karr v. Schmidt 판결, 460 F.2d 609 (5th Cir. 1972); 독일의 경우

머리 및 수염 모양에 대하여도 기본권을 가지지만 수사목적상의 규제가 합헌이라는 판결,

BVerfGE 47,239; 일본의 경우 머리모양에 대한 기본권과 관련하여 熊本地判 昭和 60. 11.

13.(判例時報 1174호 48쪽), 東京地判 平成 3. 6. 21.(判例時報 1388호 3쪽) 및 山田卓生, 전게

서 21쪽 이하 참조

66) 日本 最大判 召45. 9. 16. 民集 24-10-1310은 “흡연의 자유가 일본 헌법 제13조가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라고 판시하고 있다.

嫌煙權에 대하여는 ①일반론으로서 수동끽연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이익을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한 東京地方裁判所 판결(昭62. 3. 27. 判例時報 1226호 33쪽), ②신체의 건강에 관한

사항인 이상 수동끽연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이익은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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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게 모이를 주거나68) 森林에서 乘馬를 할 自由69) 따위도 憲法

上 保障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人格的利益說에 의하면 이

들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것이다.70)

2. 대립되는 두 견해

가. 人格的利益說

人格的利益說은 自己決定權의 내용은 個人의 人格的 生存의 核

서도 끽연의 기호 및 관습도 사회적 승인을 받아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서 타인으로부터의 간

섭을 좋아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들어 결론적으로 인격권의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한 名古屋地方裁判所 판결(평3. 3. 22. 判例時報 1394호 154쪽) 및 山田卓生, 전

게서 155쪽 이하 참조

67) 학생의 신분으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유도 일본 헌법 제13조 소정의 인권에 포함

된다고 한 高松高判 平2. 2. 19.(判例時報 1362호 44쪽) 참조, 日本에서는 1970년 오토바이事

故의 증가와 이를 우려한 학부모의 탄원 때문에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학생들은 오토바이

를 타지도, 사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는다”는 三不原則을 채택한 교칙이 각 高校에

널리 확산되어 헌법논쟁이 있었다. 이에 관한 판례로는 高知地判 昭和 63. 6. 6.(判例時報

1295호 50쪽), 東京地判 平成3. 5. 27.(判例タイムズ 764호 206쪽), 東京高判 平成4. 3. 19.(判例

タイムズ 783호 151쪽) 각 참조

68) BVerfGE 54,143 :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한 시조례의 위헌성을 다루는 사건에

서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도로나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

를 주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이 행위는 사적인 생활형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핵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공동체와 관계하고 구속되는 시민으로서 비례원칙의 엄격한 유

지 아래에서 우월적 일반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국가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고 하여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의 규제가 도시의 오염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69) BVerfGE 80,137 ; 森林內에서 승마할 수 있는 私道를 한정한 州 景觀法(Landschftgesetz)의

규정이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적합한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승마는 인간의 행

위형태로서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칙으로서 법률에 의

한 제한으로부터 면제되는 私的인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70) 다만 머리모양의 자유에 대하여는 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芐部信喜, 廣義のプライベシー權(4), 法學敎室 133호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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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領域, 또는 人格의 발전에 관계되는 行爲와 관련된 領域에 한

정된다고 한다.

獨逸의 경우를 보면 ① “基本法 第2條 第1項은 人格의 核心으

로서 높은 수준의 것을 保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倫理的 의미

에서의 人格발현의 核心, 즉 유럽 문화사회에서의 의미로 참된

人間性의 성취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71), ② “基本法 第2條 第1項

이 保障하는 自由는 自己의 人格的인 生活領域-순수하게 精神的

이고 倫理的인 발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의 保障을 위한 한

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72), ③ “基本法 第2條 第1項으로부터는

一般的 行爲의 自由가 아니라 人格形成의 最終的인 핵심領域의

保護를 위한 無名 自由權만이 導出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特

定 自由權의 侵害에 대하여만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73)는

諸見解가 이에 해당하고, “森林에서의 乘馬는 基本權의 保護를

받지 않는다. 基本權은 個人의 完全性, 自律 및 커뮤니케이션을

保護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權利와 구별되고 公權力에 대하여 특

별한 保障을 받는다. 基本權은 歷史的으로나 機能的으로나 人間

의 모든 行動을 특별한 保護 아래 두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특

별한 基本權의 保障이 없기 때문에 基本法 第2條 第1項의 保護를

요구하는 行爲는 다른 基本權의 保護利益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

로 강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엘페스(Elfes)판결이

人格核心說을 택하지 않은 것은 正當하지만 그렇다고 一般的 行

動自由說을 택할 필요는 없었다. 양자 사이에는 個別的 基本權의

71) H. Peters,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in Festschrift für Laun, 1953 S. 673ff (戶

波江二, 전게 註 12. 논문 329쪽에서 재인용)

72)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republik Deutschland, 17. Aufl.

1990. Rdnr. 428. (戶波江二, 전게 註 12. 논문 342쪽에서 재인용)

73) W. Schmitt, AöR 91, 1966 S. 42ff, 73ff. (戶波江二, 전게 註 12. 논문 34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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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는 미치지 않지만 人格發展을 위하여 중요한 活動領域이 있

고 그것이 基本法 第2條 第1項의 보호가 미치는 領域이다. 基本

法 第2條 第1項에 의하여 보장받는 基本權이 個別的 基本權 規定

의 構成要件에 해당하지 않는 事項에 대하여 그 간격을 메우는

開放的․受容的 基本權이기는 하지만 人格의 構成的 요소만을 보

호할 뿐이다. 判例는 基本法 第2條 第1項의 保護法益으로서 一般

的 人格權과 더불어 一般的 行動自由權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 가

운데 一般的 人格權만이 基本權이라고 불릴 價値가 있고 一般的

行動自由權은 基本權의 保護에 친하지 않다.”74)는 견해도 이 부

류에 속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人格이라는 實體的 價値에 있어서 필요한 人

間의 利益(또는 個人의 중대한 私的 事項, 人格的 生存에 있어 불

가결한 事項)만이 憲法 第13條에 의하여 保障되는 것이다. 이때

人格의 實體的 價値가 애매한 만큼 第13條의 保障의 범위와 정도

는 社會一般의 통념상 保護의 價値가 있거나 合理的 人間이라면

그러한 選擇을 價値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의하여 決定될 것

이다”라는 견해75) 등이 이에 해당하며, 美國의 경우 “憲法 修正

第14條 第1項은 ‘州는 누구로부터도 適法節次에 반하여 그의 生

命, 自由 또는 財産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規定하고 있고 이 項

은 위의 自由의 박탈에 대한 節次的 保障만이 아니라 州에 의한

違憲的인 自由의 制限을 實質的인 측면에서도 保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머리 모양과 같은 外觀에 대한 決定

74) “삼림에서의 승마”사건(BVerfGE 80, 137)에서의 그림(Grimm)재판관의 반대의견

75) 阪本昌成, 憲法理論Ⅱ, 256～258쪽, 이 견해는 머리모양을 결정할 자유 등은 “자기결정권”과

는 다른 “일반적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동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있어서의 중요도나 불가결성을 제3자 평가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측의 규제목적

과 수단이 결정적인 무게를 가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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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自由는 生殖, 結婚, 家庭生活에 대하여 다룬 사건들에서 문제

된 바와 같은 어떤 基本的 問題(certain basic matters)에 관한 個

人의 選擇의 自由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市民이 修正

第14條의 범위 안에서 外觀에 관한 決定의 自由를 가지는지 의문

이다.”는 견해76)가 이에 해당한다.

나. 一般的自由說

一般的自由說은 自己決定權 내지 幸福追求權이 個人의 自由로

운 行動을 넓게 保障하고 있다고 解釋함에 따라 個人의 人格발현

과는 무관하게 모든 生活領域에서 自己決定權을 갖는다고 한

다.77)

우리 나라의 경우 “狹義의 幸福追求權은 憲法이 規定하고 있지

않은 一般的 行動自由,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自

己 멋에 살며, 自己 멋대로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는 自由 등을

포함하며 自己의 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自己가 追求하는

幸福觀念에 따라 생활하는 自由도 포함한다”는 견해78)를 이에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獨逸의 경우를 보면 基本法 第2條 第1項의 基本權을 個人의 一

般的 行動의 自由(allgemeine Handlungsfreiheit)로서 모든 生活領

域에서의 行爲의 自由를 包括的으로 保障하는 것이라고 하는 說

이 학설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79) 聯邦憲法裁判所는 1957년의 ‘엘

페스(Elfes) 판결’80)에서 基本法 第2條 第1項이 一般的 行動의 自

由를 保障하고 있다고 判示한 이래 一般的自由說을 취하고 있는

76) Kelly v. Johnson, 425 US 238, 244 (1976)

77) 大須賀明, ジュリスト No.935, 13쪽; 戶波江二, 校則と生徒の人權, 法學セミナー No.460, 76쪽

78) 김철수, 보정판 신고 헌법학개론, 318쪽

79)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射程, 芐部信喜先生古稀祝賀 現代立憲主義の展開 상 329쪽

80) BVerfGE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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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엘페스(Elfes) 判決’ 및 ‘森林乘馬(Reiten im Wald) 判決’ 중

관련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엘페스(Elfes) 判決 : “人格의 自由로운 발전의 權利는 人格

의 核心領域 내부에서의 발전만을 保障하는 것이 아니다. 道德律,

他人의 權利, 憲法的 秩序라고 하는 3가지의 制約은 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個人에게 과하여진 制約이지만, 그것이 人格의 核心領

域에서의 발전을 規制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基本法 第2條 第1項이 一般的 行動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

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人格의 自由로운 발전의 權利는 基本

法 制定 과정에서 “각자는 그가 의욕하는 바를 하거나 하지 않을

自由를 가진다”고 하는 文言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基本法이 列擧하는 個別的 基本權에 의하여 保護되지 않는 生活

領域에 대하여 公權力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 基本法 第2條 第1項

을 採用할 수 있다.”

․森林乘馬(Reiten im Wald) 判決 : “종래의 判例에 의문을 보

이는 학설은 判例의 解釋에 의하면 人間의 모든 활동이 基本權의

保護領域에 包括的으로 포함되어 다른 基本權의 保護領域과 비교

하여 볼 때 價値體系的으로 高揚된 保護를 받게 되고, 保護領域

의 확대와 함께 광범한 制限이 가능하게 되므로 基本權의 保護가

空洞化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基本法 第2條 第1項의 保護領域

을 좁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基本法의 諸定史에 모순

될 뿐 아니라 人間의 行爲의 自由를 넓게 保護하는 것은 自由의

保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保護領域을 價値的

으로 限定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시민의 自由 領域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一般的 行動自由權을 人格的인 生活領域의 保障

에 限定한다면 人格的인 生活領域과 그렇지 않은 生活領域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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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이라는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

다.”

美國의 判例 중에는 Kelly v. Johnson81) 사건에서 Marshall 대

법관이 밝힌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修正 第14條에서 保護되는 自由(liberty intrest)는 個人이 自由롭

게 追求할 수 있는 모든 行爲 領域(full range of conduct)에 미치

는 것이고, 위의 ‘모든 行爲 領域’에 그의 취향에 따라 머리를 다듬

는 行爲가 포함됨은 명백하다. …… 修正 第14條에 의하여 保護되

는 自由에 個人의 外觀(personal appearance)에 대한 自由는 포함되

지 않는다는 견해는 프라이버시, 自己正體性, 自己完結性에 대한 價

値를 保障하는 憲法과 기본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 …… 이 법원

은 1958년 施行의 自由에 대한 判決82)에서 다음과 같이 外觀의 自

由가 憲法上 保障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 ‘施行의 自由는 適法節次

없이는 박탈될 수 없는 市民의 自由의 한 부분이다. …… 그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읽은 것인가에 대한 選擇과 마찬

가지로 個人의 核心的 문제이다.”

3. 각 견해의 검토

가. 人格的利益說의 문제점

人格的利益說은 憲法의 基本權 槪念을 人格과 結付시켜 그에 의

하여 基本權의 意味와 保障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基本權의 기

초를 이루는 個人의 尊嚴의 原理를 判斷의 요소로 하는 점에서 이

81) 425 U.S. 238, 250～253 (1975)

82) Kent v. Dulles, 357 U.S. 116, 125～1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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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지만, 自己決定權의 範圍를 人格的 生存에

불가결한 것으로 限定함으로써 基本權이 保障되는 領域을 좁힌다고

하는 점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탈 權利가

基本權이 아니라고 하면 학생의 오토바이 乘車를 規制하는 校則은

학생의 人權을 規制하는 것이 아니므로 校則의 違憲性은 문제삼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생긴 基本權侵害에 有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基本權으로 파악하지 않은 입장에

서도 오토바이를 탈 權利에 대한 規制가 違憲 내지 違法으로 判斷

될 경우가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즉, 芐部信喜교수는 未決拘禁

者의 吸煙의 自由制限에 대하여 吸煙의 自由가 憲法의 自己決定權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一般 國民에게 許容되어 있는 自

由를 박탈한 점에 대하여 實質的인 合理的 根據가 있지 않으면 아

니된다”고 하고, 오토바이를 탈 自由에 대하여는 “오토바이를 탈 自

由까지 基本權의 하나로 생각할 수는 없고, 吸煙의 自由의 경우와

같이 校則에 의한 規制의 必要性․合理性을 判斷하는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한다.83) 위 견해는 특수한 法律關係 아래에서의 權利

制限은 그 權利가 憲法上의 基本權이 아니더라도 그 當否가 문제되

고 合理的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違法으로 判斷된다는 취지로 이

해되지만, 矯導所나 학교 등에서 勸力主體가 個人의 自由로운 활동

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憲法問題로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한다.84)

佐藤幸治교수도 人格的 生存에 불가결하지 않은 事項의 自己決定

에 대하여 “그 자체는 단적으로 憲法上 保障된 人權이라고 할 수

83) 芐部信喜, 廣義のプライベシー權(4)-包括的基本權(6․완), 法學敎室 133호 74～76쪽

84)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範圍, 法學敎室 1993, 1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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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여도 憲法上의 人權保障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憲法上 保護가 미치게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主觀的인

權利侵害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平等原則이나 比例原則의 관념

으로부터 憲法上 문제로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85) 또는 “生活方

式이나 趣味 등에는 服裝․吸煙․飮酒․登山․요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事項은 사람에 따라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

체가 바로 人權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樣態의 事項

은 人格의 核心領域을 둘러싸고 있고 전체로서 각자의 個性을 형성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事項에도 人格的 自律을 完全하게 하기

위한 手段으로 일정한 憲法上 保護가 미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86)라고 한다.

그러나 위 견해에 의하면 憲法上의 基本權이 아닌데도 憲法上의

保護가 미치는 根據가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 保護가 미치는

가도 명확하지 않다. 憲法上의 基本權이 아니더라도 人格에 관계하

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憲法上 保護가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

한 權利를 基本權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또한 憲法

上의 基本權이 아닌 것에 대한 制限이 平等原則이나 比例原則의 관

점으로부터 憲法上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客觀的 憲

法原則으로부터 憲法上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客觀的

憲法原理에 의하여도 구제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결국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위 견해의 문제점이

다.

그 밖에 人格的利益說에는 人格的利益과 그 이외의 것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憲法上 保護되는 權利인가의 決定이 매우 곤

85) 佐藤幸治, 日本國憲法と自己決定權-その根據と性質おぐって、法學敎室 98호 6쪽

86) 佐藤幸治, 憲法[제3판], 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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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고87) “基本權의 定義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이라고 하는 사태

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또 “오토바이를 탈 權利”가 人格的 生存에 관계없어 基本權이라

고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基本權規定에 대하여도 人格的 生存에 관

계없는 것, 예를 들면 經濟的 自由 가운데 企業의 營利活動의 自由

는 人格的 生存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基本權이라고

할 수 없어 憲法의 保護를 받을 수 없다고 解釋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人格적 生存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더

라도 個別的 基本權의 경우에는 保護된다고 解釋한다면 그 解釋은

自己決定權의 경우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나. 一般的自由說에 대한 검토

(1) 一般的自由說에 대하여는 우선 憲法上 基本權이라고 불리기

에 적당하지 못한 權利까지도 基本權이라 함으로써 基本權의 인플

레이션을 가져왔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이를

테면 ‘長髮을 할 權利’나 ‘담배를 피울 權利’ 따위를 하나의 基本權

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고 이를 自己決定權 行使의 한 형태로 파악

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비판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88) ‘대중 앞에서 연설할 權利’를 하나의 基本權으로 파악하는

87) 이 점에 대해서 Grimm 재판관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자유와 그렇지 않

은 자유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 이익설을 취하여야 할

이유로는 될 수 없다. 경계결정은 모든 기본권의 영역에서 필요하고, 중대한 곤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한다(전게 ‘삼림에서의 승마’ 사건 판결). 참고로 독일의 기본권론에서는 기본

권의 보호영역과 기본권제한의 구별이 강조된다(이른바 영역이론). 보호영역이라는 것은 기본

권의 보호를 받는 인간의 행위영역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소송에서는 문제가 된 특정행위가

그에 대응한다고 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가 어떤가가 먼저 문제된다.

88)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範圍, 法學敎室 1993. 11.,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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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表現의 自由’ 行使의 한 형태로 파악하면 족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종래 憲法規範으로서의 基本權과 위 基本權에 의하여

保護되는 領域 내에서의 行爲形態로서의 憲法現實의 구별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테면 ‘대중 앞에서 연설할 權利’가 表

現의 自由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하는 規範의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

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연설할 權利’는 하나의 獨自

的인 憲法上 基本權으로서가 아니라 表現의 自由의 行使의 한 形態

로서 憲法上 保障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족하다. 이와 같이 이해하

면 規範 次元에서의 自己決定權은 個人의 自由로운 自己決定 全般

을 保護하고 있고 따라서 ‘오토바이를 탈 自由’와 같은 것도 獨自的

인 基本權으로서가 아니라 自己決定權 行使의 한 형태로서 憲法上

의 保護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토바이를 타는 行爲’에 대

하여도 憲法上 保護가 미치게 하기 위하여 憲法規範의 次元에서 自

己決定權의 범위를 人格的 生存에 관한 事項만이 아니라 널리 모든

生活領域에 미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一般的自由說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自己決定權의 범위가 넓

어짐에 比例하여 基本權制限의 許容性도 넓어져 전체적으로는 基本

權保障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人格的 生存에 관계없는

自由․權利에 대하여는 그 制限이 必要性․合理性을 완화할 수 있

지만, 人格的 生存의 核心領域에 대한 制限에 대하여는 엄격한 審

査를 維持한다면89) 一般的自由說이 人格的利益說에 비하여 基本權

89) 福岡高判 昭和61. 12. 26. (判例タイムズ 625호, 259쪽) : “사생활의 자유는 생명의 유지에 필

요한 수면, 식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운동, 산보, 흡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광범한 것을 포함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제약을 받는 자유의 성질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제약이 허용되는 한계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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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을 용이하게 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90) 오히려 人格的生

存과는 무관한 一般的 自由에까지 基本權保障이 미친다는 것은 “一

般的 自由까지도 保障되는 것이므로 人格적 自由는 더욱 강하게 保

障되는 것이다”라는 논리에 따라 基本權保障의 강도를 전체로서 높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結論 - 一般的自由說의 評價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一般的自由說은 一般的 生活領域에서

의 自己決定에도 憲法上의 保護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人格的利

益說에 비하여 基本權保障을 강화하는 것이 분명하고, 특히 特別權

力關係로 規律되는 생활관계에서의 權利救濟에 유용하다. 즉, 人格

的 生存과 무관한 自己決定權에 대한 侵害는 통상의 사회생활에서

가 아니라 軍隊나 矯導所와 같이 特殊集團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곳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아무런 規制가 없어 基本權

이라는 의식조차 갖기 어려운 ‘머리 모양의 自由’나 ‘吸煙․飮酒․

面會의 自由’ 등이 規制되는바, 自己決定權에 의하여 이들 自由가

保護되는 것으로 파악할 경우에도 合理的 이유가 없는 制限을 단순

히 違法의 문제가 아니라 違憲의 문제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2) 自己決定權을 一般的自由의 保障으로 이해하는 것은 人權의

基本理念에도 적합하다. 近代人權宣言은 個人의 自由를 最上의 價

値로 前提하였고, 이에 의하면 人權은 個人의 領域에 대한 公權力

의 介入이 許容되는 限界線이므로 國家의 介入이 금지된 內部領域

에서는 個人은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는 한 自由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思想은 “自由는 他人을 害하지 않는 한 모든

90) 戶波江二, 自己決定權の意義と範圍, 法學敎室 1993. 11.,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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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프랑스 人權宣言 第4條로 대표된다.

물론 이와 같은 理解 아래에서의 個人의 自由, 특히 經濟活動의 自

由가 實質的인 不自由․不平等을 가져와 그 후 自由에 대한 責任이

강조되고, 利己的 個人主義를 억제해야 한다는 自由觀이 우세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人格的 生存에 불가결하지

않은 生活領域에 대한 國家의 介入을 憲法의 保護밖에 방치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自由의 基本理念을 ‘하고 싶은 것을

할 自由’라고 理解하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個人의 自

由로운 決定에 맡겨져야 할 것은 人格的 生存에 관계있는가와 무관

하게 自己決定權의 내용으로서 保護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憲法이 상정하고 있는 具體的 人間像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하다. 獨逸 聯邦憲法裁判所는 투자조성判決91)에

서 “基本法이 상정하고 있는 人間像은 孤立되고 獨立된 個人이 아

니라 共同體에 관련하고 共同體에 拘束되는 人格이라는 의미에서의

個人이다.”라고 獨逸 基本法이 상정하는 人間像을 제시하고 여기에

基本權의 限界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學說은 一般的으로 基

本法은 個人主義와 團體主義의 兩極端을 排除한 人格主義的 人間觀

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 점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

가지인 듯하다. 즉, 우리 憲法이 個人主義的 人間像을 상정하고 있

다는 견해92)도 없는 것은 아니나 一般的으로는 ①우리 憲法秩序가

理想으로 하고 있는 人間像은 倫理的 價値에 의해서 徵表되는 自由

的 人間像이다. 그것은 歷史性이나 社會性에서 탈피된 遊離된 個人

으로서의 個人主義的 人間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現代的 複合

91) BVerfGE 4,7

92) 문홍주, 제6공화국헌법, 221쪽;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222쪽; 김기범, 한국헌법, 123쪽(김철수

보정판 신고 헌법학개론, 30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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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의 단순한 構成分子로서의 集團主義的 人間도 아니다. 그것은

不可讓, 抛棄不能의 고유한 倫理的 價値의 主體이면서 동시에 社會

共同生活을 책임있게 함께 형성해 나갈 사명을 간직한 自主的 人間

을 뜻한다. 우리 憲法이 保障하고 있는 各種 基本權은 결국 이와

같은 憲法上의 人間像을 전제로 하고 또 그러한 人間像을 가진 國

民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倫理的 行爲規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93) ②우리 憲法은 극단적인 個人主義나 集團主義를 거부하고 있

기 때문에 現行 憲法의 人間像은 양자의 中庸을 의미하는 人格主義

에 대응하는 人間像(社會 속에서의 人間)에 해당한다. 따라서 憲法

第10條의 人間의 尊嚴性 尊重 條項이 豫定하는 人間像은 孤立된 個

體로서의 人間像이 아니라 個人 對 社會의 對立關係에서 人間 고유

의 價値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면서 社會關係性과 社會拘束性을 수용

하는 人間像을 말한다.94) ③우리 憲法의 人間像은 獨逸 聯邦憲法裁

判所가 판시한 바와 같은 人間像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個人主義

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95)라는 諸見解와 같이 우리

憲法은 共同體에 拘束되는 人格主義的 人間像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個人은 모든 私的 生活領域에서 自由롭게 決定하고 行

動할 수 있다는 一般的 自由說은 憲法이 상정하는 人間觀과 조화되

지 않는 듯하고 이러한 점에서는 人格的利益說이 타당한 면을 가진

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福祉國家, 行政國家의 특

징을 가지는 現代國家에서 가능한 한 公權力의 干涉으로부터 自由

로운 領域을 넓게 확보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一般的自由說은 評價

9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322쪽

94) 권영성, 전게서, 386～387쪽

95) 김철수, 보정판 신고 헌법학개론, 박영사,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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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더구나 西歐諸國과는 달리 19世紀的 絶對自由를 구가

한 경험도 없이 급격하게 産業社會로 전환하여 團體․共同體指向的

경향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個人의 自由로운 行動을

널리 保護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基本權의 人格

的․倫理的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勸力에 의한 制限에 대하여 민

감하게 基本權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基本權 상황에 맞는

이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Ⅳ. 自己決定權의 制限

1. 基本權의 制限 事由

自己決定權도 憲法 第37條 第2項에 따라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96) 우리 憲法上 基本權 制限을 正當化하는 事

由로 위 3가지 事由 외에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를 인정할 것인가

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肯定說은 “他人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國家的․社會的 共同生活에 있어서는 個個人은

他人의 生活領域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他人의 生活領域에

대한 방해나 위협 여부가 國家生活이나 社會生活에 있어서 모든 行

爲의 準則이 되고 行動의 自由를 制約하는 事由가 된다. 基本權이

不可侵이라는 것도 他人에게 害惡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만 그러한 것이다. …… 이렇게 본다면 他人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96) 권영성, 전게서 397～3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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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行動에 대하여는 國家的․社會的 共同生活을 위하여 필요

한 規制가 가해져야 한다. 個人의 自由의 領域은 前國家的이지만

社會的 拘束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의 前社會的인 것은 아니

다. 良心이나 信仰과 같은 순수한 內心의 作用을 제외한 그 밖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留保나 法律留保가 없다고 하여 絶對的․無制限

的으로 行使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97)”라고 함에 대하여 否定說은

①“우리 憲法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다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모든 基本權을 法律로서 制限할 수 있도록 規定하

고 있기 때문에 獨逸 基本法에서와 같은 ‘絶對的 基本權’을 우리 憲

法이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絶對的 基本權’이 規

定되고 있는 憲法秩序內에서 그 基本權의 制限可能性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에 관한 논쟁은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상의 소지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

다. ……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를 一般化시켜서 이를 모든 基本權

에 擴大適用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一般的인 法律留保 條項’과

도 조화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하면 法律에 의한 基本權制限

의 최후적 限界로 명시되고 있는 ‘本質的 內容의 侵害 禁止’를 空虛

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危險성마저 갖게 된다. ……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를 그 理念的인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基本權의 制限이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에 의해서 正當化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98)

97) 권영성, 전게서 362쪽

98) 허영, 한국헌법론, 274～275쪽, 단, 동 275쪽은 우리 헌법상 ‘양심과 신앙의 자유’처럼 법률에

의한 외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 또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

되고 있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그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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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우리 憲法은 絶對的 基本權을 規定하지 않고 모든 基本權을 國

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內在的 限界論은 주장될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

다. 그 대신 基本權制限의 限界문제가 중요시되게 된다.”99) ③“內在

的 限界라는 槪念은 理論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內在

的 限界의 뜻이나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어느 입장에 서서 內在的 限界의 뜻을 분명히 하였더라도 具

體的 사례를 놓고 이야기할 때 內在的 限界인지 (第5共和國 憲法)

第35條 第2項에 따른 制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判斷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같은 실천적 어려움이나 혼란을 가

져올 內在的 限界의 槪念을 인정하거나 논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

지 알 수 없다. 결국 우리 나라 憲法의 좀 더 나은 실천을 위하여

는 憲法維持, 內在的 限界, 法律留保의 槪念은 憲法 第35條 第2項의

解釋 및 실현 속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라고 한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학설은 一般的으로 基本權의 制限 事由로

서의 ‘內在的 限界’를 부정하지만 한편으로는 “基本權의 內在的 限

界는 그 憲法理論的인 테마성 때문에 憲法解釋的인 基本權制限의

理念的인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101) 또는 “內在的 限

界의 槪念은 (第5共和國 憲法) 第35條 第2項의 解釋 속에 해소되어

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基本權 制限의 正當化 事由

99) 김철수, 보정판 신고 헌법학개론, 270～271쪽

100) 최대권,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22권 3호 163～164쪽

101) 허영, 전게서, 270～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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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의 內在的 限界가 基本權制限의 理念的인 바탕이 되는 것

이고, 包括的 基本權 制限 事由로서의 憲法 第37條 第2項의 解釋속

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間諜行爲는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制限되고, 竊

盜는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制限된다. 그런데, 國家의 安全

保障이나 秩序維持를 위하여 基本權에 制限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때문이다. 人間은 社會共同體 속에서 他人과

관련을 맺는 존재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고, 基本權도 이를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個人의 行爲가 社會共同體나 他人의 利益을 害한

다면 이와 같은 基本權의 前提에 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國家는

個人의 行爲에 介入하여 이를 制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基本

權의 內在的 限界 또는 公權力에 의한 强制의 正當化 根據로서 一

般的으로 승인되어 있는 ‘他害禁止의 原理(harm principle)’이다. 따

라서 비록 憲法 第37條 第2項에 規定된 基本權 制限 事由에 해당하

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公權力에 의한 强制의 正當化 根據가 결여되

어 있다면 公權力의 强制는 正當化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에는 무엇을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또는

公權力 介入의 正當化 根據)로 파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가 된다. 이를테면,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로 他害禁止만을 거론하고

自害禁止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의 一般的 견해인바, 이

러한 견해에 안전벨트 미착용은 기본적으로 他人에게 害를 미치는

行爲가 아니라 이해102)를 결합시키면 비록 안전벨트 착용의 强制가

公共福利 또는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도 할지라도 他害禁止에

102)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은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바, 이

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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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이상 國家 公權力이 介入하는 것(더구나 刑罰로 이

를 强制하는 것)103)은 違憲이라는 結論에 이르기 쉬울 것임에 반하

여 自害禁止도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라고 理解한다면 반대의 結論

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公權力 介入의 正當化事由 및 나아가서는 公權力 介入

중 가장 적나라한 형태인 刑罰權에 의한 强制의 正當性 基準에 관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時代와 國家에 따라, 그

리고 人生觀과 世界觀에 따라 結論을 달리할 수 있는 것104)이기는

하지만 널리 論議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公權力에 의한 强制의 正當化 根據

가. 他害禁止의 原理(harm principle)

他人에게 害105)를 끼칠 위험이 있는 行爲에 대하여 公權力이 介

103)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국가는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국가의 이러한 개입 전부를 감시와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제재적, 강재적

간섭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행위가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또는 미칠

가능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국가의 제재적, 강제적 간섭의 정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고 이 비

례관계에 어긋나는 간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4) “어느 두 시대에서도, 어느 두 국가에서도 집단의견이 개인의 독립성에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하여 동일한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한 시대에서, 한 국가에서 내려진

결정은 다른 시대에서, 다른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

느 시대와 어느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 마치 그 문제에 대하여 인류가 항상 의견의 일치를

보여 왔던 것처럼 - 그 문제에 내포된 어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그 자신들 사이에 존

재하는 규범은 그들에게는 자명하고 자체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게, 자유

론 18쪽)

105) 해(harm)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 가에 따라서 ‘타해금지의 원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 이에 대하여는 C.M.V.Clarkson 등, Criminal Law: Text and Materials, 2nd e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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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할 수 있다106)는 것을 ‘他害禁止의 原理’라고 하며 他害禁止의 原

理는 一般的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公權力 介入의 正當化 事由이

다. 이 原理는 다시 두 형태로 나누어진다.107)

첫째는 특정의 사람에게 害를 끼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은 正當하다는 것으로 이를 ‘私的 害의 原理’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公共利益의 維持에 필요한 制度的 手段이나 統制 體

制를 손상시키는 行爲에 대하여는 公權力이 介入할 수 있다는 것으

로 이를 ‘公的 害의 原理’라고 할 수 있다.

他人에게 害를 끼치는 行爲는 害 자체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 이

를테면 殺人, 竊盜와 같은 것 뿐 아니라 그 자체로는 他人에게 害

를 끼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行爲 過程에서 他人에

게 害를 끼칠 우려가 높은 行爲, 이를테면 運轉, 醫療行爲와 같은

것도 포함된다.

‘他害禁止의 原理’는 그 내용이 自明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는 않다. 무엇보다도 相互 依存을 특징의 하나로 하는 現代社會에

서 個人의 行動은 그것이 아무리 個人的인 것일지라도 그 自身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어

떤 형태로든 他人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他人에게 영향을 미치는 行爲와 自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行爲를

구별할 基準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定說은 없는 것 같다. ‘自害

禁止의 原理’가 적용되는 領域이 어떤 형태로 ‘他害禁止의 原理’로

변모하는지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83쪽 이하 및 전게, 사회철학, 41쪽 이하 참조

106) 그러나 막연히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우선 목적적 시각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허영, 전게서,

282쪽; 山田卓生, 전게서 345쪽)

107) 전게 사회철학,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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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道德律의 侵害(legal moralism)108)

道德律의 侵害에 대하여도 國家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一般的

으로 승인되어 있다.109) 우리 憲法裁判所는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

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의 성

적자기결정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

계가 있는 것이며 …… 선량한 성도덕 …… 의 수호를 위하여,

……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라고 판시하여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道德의 수호를 위한 법의 강제도 허용

되는 것으로 판시110)한 바 있으며, 日本 最高裁判所도 “상당다수 국

민층의 윤리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고 진실로 외설적인 것을 외설로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재판소는 양식을 가진 건전한 인간의 관념인

사회통념의 규범에 따라 사회를 도덕적 퇴폐로부터 지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법과 재판은 사회적 현실을 반드시 항상 긍정할 것이 아

니라 병폐타락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로서 임하여 임상의학적 역할

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판시111)한 바 있다.

‘道德律의 侵害’에 대한 國家의 介入을 正當化하는 논거로 다음과

108)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차용석, 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학사, 93～135쪽; 加茂

直樹 譯, 法と道德 その現代的 展開(Simon Lee, Law And Morals의 번역서), 世界思想社, 6

0～76쪽; 井上茂, 法律による道德の强制(上),(下), ジュリスト No.262 26～35쪽, No.263 68～76

쪽; H. L. A. Hart, Law, Liberty and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전게, 사회철학, 5

9～68쪽 참조

109)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

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확인조항으로 본다면(권영성, 전게서 363쪽) 우리 헌법은 도덕률의 수호를 강제의 근거로 승

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0)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111) 일본 最高裁判所 昭和 32. 3. 13. 判決 集11-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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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론들이 제시된다.

(1) 데블린(Patrick Devlin)의 견해 - 일종의 ‘他害禁止의 原理’

刑法의 目的은 단지 個人에 대한 害뿐 아니라 社會에 대한 害까

지도 防止하는 데에 있다. 共有된 道德的 法規는 共同體의 존속을

위한 必要條件이다. 共有된 道德的 信念은 개개인의 구성원들을 秩

序있는 社會 속에 결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작용한다. 거기

다가 그처럼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根本的인 道德性은 ‘이음

새없는 그물(seamless web)’과 같은 것이다. 한 부분에서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社會는 法

的인 强制에 의하여 道德的 法規를 守護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

결한 정치적 제도들을 守護하는 데에 있어서와 똑같은 權利를 가진

다.

(2) 스테펜(J. S. Stephen)의 견해 - 순수한 道德主義

아주 야비하고 난폭해서 그로부터 他人을 保護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防止되어야 하며 일단 저질러졌을 경

우에는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하게 處罰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악한

行爲들(道德的 罪惡)이 있다. 道德的인 罪惡을 處罰하는 것은 그 이

상의 어떤 社會적 目的을 위한 手段으로서 正當化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目的이다.

(3) 파인버그(J. Feinberg)의 견해 - 逸脫의 原理

종파, 정파,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嫌惡, 唐慌, 羞取心을 느낄 수 있는 道德的 逸脫行爲(普遍性의 基

準)로서 부당한 노력이나 불편을 겪지 않고서는 이러한 逸脫行爲의

侵害로부터 회피할 수 없는(적절한 回避可能性의 基準) 경우에는

公權力의 介入이 正當化된다.

다. 自害禁止의 原理(legal paternalism, Protect an Indi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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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imself)

(1) ‘自害禁止의 原理’와 家父長主義(paternalism)

未成年 자녀에 대한 敎育․養育權은 부모에게 위임되어 있다. 자

식에게 무엇이 最善의 利益인가는 부모가 判斷할 것이고 자식은 부

모의 判斷에 따라야 한다.112) 이처럼 “아버지가 가장 잘 안다”는 점

을 根據로 해서 자식들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干涉이 正當化되듯이

國家가 國民 個個人의 利益을 그 個人 스스로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113)가 종종 있기 때문에 國家는 어버이의 입장에서 그런 利益

의 영원한 保護者가 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를 國家와 國民의 관계에 代入한 고찰법을 ‘家父長主義(legal

paternalilsm)’라고 한다. 즉, 國民이 合理的인 判斷을 하지 못하여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國家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個人의

行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自害禁止의 原理)이다.114) 家父長主

112)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3조,

제915조); 친권은 가부장권으로부터 발전된 권리이다. 가부장권은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

의 개념인 친권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가부장의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임정평, 한국

친족상속법, 247～248쪽)

113) 개인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어린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하여 부모가 보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

가 사인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문제의 전문성, 기술성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경우”를 드는 견해가 있다. 위 주장은 쉽게 ‘자해금지의 원리’와 결합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제한도 부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 대하

여 국가가 사인보다도 뛰어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면 먼저 그 지식을 개시하여 어떻게 그것이 우수

한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전문적․기술

적 지식의 존재가 주장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권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한다. ……국가

가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부터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주장된 바와 같은 타당한 지식이 아니라면 이에 복종할 필요는 없는 것이 된

다.” - 通口陽一 編, 講座 憲法學 3, 49～50쪽,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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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legal paternalism)는 사람들로 하여금 自虐行爲를 못하게 하거

나 극단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에게 善이 되는

방향으로 그들을 引導하는 國家의 强制的 措置를 正當化시켜준다.

(2) 法的 人間像과 家父長主義

法主體의 미숙한 判斷力을 믿지 않았던 警察國家 시대의 法은 家

父長的인 國家의 干涉을 國家의 당연한 義務로 받아들였으나,115) 個

人의 自律과 合理的 判斷能力을 최대한 尊重하는 自然法思想이 지

배하던 시대에는 家父長主義란 個人의 領域에 대한 國家의 부당한

干涉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現代法은 啓蒙主義 내지 自然法思想이 지배하던 시대의

“모든 社會的 拘束으로부터 自由롭고 法律的 拘束에 대하여는 단지

잘 理解된 個人的 利益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受認하였기 때문에

이에 복종하는 대단히 利己的일 뿐 아니라 自己의 利益追求에 있어

아주 영리한 合理的이고 個人的 人間” 대신에 “항상 自己의 利益을

認知하고 利益을 追求하며 利益만에 따라 行動하는 合理的 人間이

아니라 國家와 社會의 保護를 필요로 하는 共同體 속의 集合的 人

間”을 그 법적 人間像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現代法은 個人을

社會的 존재로 이해하면서 個人的인 法律關係라 할지라도 이를 當

事者들의 個人的 문제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社會的 관계로 파악함

으로써 國家가 일종의 後見人으로서 干涉할 준비를 갖추고 자주 干

涉을 행하기도 하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116) 이처럼 法

에 있어서의 人間을 集合的 人間으로 생각하는 것은 궁극에 있어

人間 속에 一片의 團體的 품성을 끌어들이고 家父長的 法 시대의

114) 전게, 사회철학 75쪽 이하

115) 전게, 법에 있어서의 인간, 22～23쪽

116) 전게, 법에 있어서의 인간,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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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想을 다시 채용하게 된다.117) 그러나, 公共政策의 한 가지 原理로

서 家父長主義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政府의 폭정에서 빚어지

는 심각한 위험들을 야기 시킬 것이므로 그 適用에 있어서는 신중

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118)

(3) ‘自害禁止의 原理’의 適用 領域

(가) 성숙한 判斷能力을 가지지 아니한 者

성숙한 判斷能力을 가지지 아니하는 者는 未成年者119)와 心神障

礙者로 大別할 수 있다. 이들은 判斷能力의 不完全性을 공통으로

하므로 그 社會적 行動에 있어 他人依存性을 갖는다. 또한 判斷能

力의 不完全性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害를 끼치는 決定을 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自害禁止의 原理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家는 이들과 그 保護者(親權者 또는 後見人), 특

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그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家父長的 干涉이

행하여진다)에 대하여는 公權力에 의한 介入을 자제하는 경향을 띠

고 있어120) 사실상 國家가 이들 自身의 利益을 위하여 介入하는 경

117) 전게, 법에 있어서의 인간, 22～31쪽

118) 전게, 사회철학, 85쪽

119) 다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성인 못지 않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둔한 자도 있기 마련인데 나이만으로 이를 구분하여 성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위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의한 구분은 그 법적 안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므로 일반적 성인연령

및 개별사항에 대한 개별적 성인연령을 설정함으로써 불합리를 극복하려는 설 ②미성년자와

성인간에 차이를 두지 말자는 설 ③개개 미성년자의 판단능력 차이에 응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자는 설 등이 있다. [Freeman, The Rights & Wrongs of Children, 48～49쪽(未澤廣一,

子どもの權利論, 人權の現代的諸相, 58에서 재인용)]

120)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국민의 육성을 위하여 부모의 양육, 교육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어린이의 권익이 부모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는 문제는 친권의 남용 및 그 제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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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드물다. 未成年者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未成年

者保護법에 의한 介入, 心神障礙者에 대하여는 强制治療와 관련한

介入 등이 사실상 문제될 뿐이다.

(나) 성숙한 判斷能力을 가진 者

성숙한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에 대하여 自害禁止의 原理를 無制

限的으로 적용하려는 논의는 一般的으로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自殺)121)에 대한 國家의 家父長的

(paternalism) 介入이 許容되는가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1) “自己加害를 이유로 하는 公權力에 의한 介入은 원칙적으로

許容되지 않지만, 人格的自律을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永續的으로

害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介入할 수 있다. 生과 死에 관한 自律

權을 철저히 적용하면 積極的 安樂死를 받을 權利, 自殺의 權利까

지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不可逆的인 行爲에 한정하여

自害禁止의 原理를 적용(限定된 家父長主義)할 수 있을 것이다. 自

律權의 行使라고 하여도 그때그때의 自律權의 行使와 사람의 人生

設計 全般에 미치는 包括的 내지 設計的 自律權의 行使로 나눌 수

있고 後者의 관점으로부터 前者가 억지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

되기 때문이다.”122) 生命保護를 이유로 自己決定權의 制約을 인정하

는 견해123)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 “生命權의 具體的 내용의 하나인 生命․身體에 관한 自己決定

權에는 自己의 生命에 대한 處分權이 포함된다. 個人의 尊嚴을 궁

121) 이 밖에 생명유지치료의 거부 및 안락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대행(substituted

judgement)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22) 佐藤幸治, 憲法[제3판], 405～406쪽, 460쪽

123) 山田卓生, 전게서 34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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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목표로 하는 國家는 장래에 있어 본인의 自律的 生存 가능성을

保護하기 위하여 個人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判斷에 根據하여 自

身에게 不利益을 가하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 自殺關與罪는 바

로 行爲者 自身을 위하여 國家가 家父長的 干涉을 하는 것이고 自

己決定權 行使의 一般的 不完全性을 推定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의 家父長的 干涉에도 한계가 있는바, 장래에 있어 그

의 自律的 生存이 불가능하고, 죽을 意思의 眞實性이 合理的으로

담보되는 경우에는 國家는 본인 自身의 利益을 위하여 家父長的 干

涉을 중단하여야 한다. 본인은 스스로 選擇한 바에 따라 죽음을 決

定할 自由가 保障되는 것이다.”124)

3) “사람의 生命은 社會, 國家의 기본적인 構成要素로서 그에 대

한 社會, 國家의 法益이 존재하긴 하지만 生存의 희망을 잃은 자가

스스로 生命을 포기하는 것에 國家가 刑罰로써 干涉하는 것은 個人

의 尊嚴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自殺은 國家나 社會 특히 가

족에게 有害한 行爲이고 一般的 法秩序의 견지에서 보아도 違法한

行爲이지만 個人의 尊嚴을 우월하게 보고 이를 保障하기 위하여 刑

法上 放任125)되어 있는 것이다.126)

(4) ‘自害禁止의 原理’의 諸類型

(가) 狹義의 自害禁止의 原理와 완화된 自害禁止의 原理127)

他人의 行爲에 介入함에 있어 ‘他害禁止의 原理’를 그 正當化 事

由로 내세우기 곤란한 경우에 本人의 同意 또는 推定된 同意를 내

124) 福田雅之, 安樂死, 251～252쪽 (竹中勳, 生命に對する權利と憲法上の自己決定權, 人權の現代

的諸相, 32～33쪽에서 재인용)

125) 放任行爲안에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영역, 법이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규율하지

않는 영역, 법이 규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까닭에 규율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

126) 大谷實, 刑法講義 各論(제2판), 20쪽

127) 島津格, 法的パターナリズムと自由, 法學敎室 No.100,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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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수 있다. 他人의 行爲에 대한 介入이 本人의 意思에 反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진실한 意思에 符合하는 경우에는 介入의

正當性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行爲者가 충분한

정보를 가졌더라면 스스로를 害하는 行爲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것이 그의 眞意라는 假定下에 (그 自身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行爲

에 대한 介入을 正當化하는 것이 ‘완화된 自害禁止의 原理’이다. 이

는 ‘自害禁止의 原理’라기 보다는 意思解釋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지만 本人의 推定된 意思를 지나치게 擬制할 경우에는 결국

‘自害禁止의 原理’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그의 진실된 意

思가 무엇이든 간에 그 自身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의 行爲에 介入

할 수 있다는 주장을 ‘狹義의 自害禁止의 原理’라고 한다. “公共福祉

란 安全과 健康에 대한 制約없는 干涉을 許容할 정도로 넓기 때문

에 밀(J. S. Mill)의 原理는 쓸모 없게 된 것이다”라는 견해128)나

“政府의 긍정적인 責任이라는 槪念의 承認에 따라 個人의 健康과

福祉에 대한 政府의 증대하는 관심이 許容되어 심지어는 전 같으면

오로지 感情的인 면에서만 他人에게 영향을 미치는 行爲로서 政府

의 관여가 禁止되었을 危險을 自招하는 行爲에까지 政府의 强制的

관여를 용인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밀(J. S. Mill)의 命題로 政府의

관여를 制限하려는 생각은 그 有用性이 감소되었다”는 견해129)는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狹義의 自害禁止의 原理’를 전

적으로 수용하는 見解는 거의 없다.130) 그것은 自律을 바탕으로 하

128) Bruce, The Private Stock of Liquor and the Inherent Right of Self-Destruction, 20Ill. L.

Rev. 757 - Note, Limiting the State's Police Power: Judicial Reaction to John Stuart M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37:605 (이하 Note라고 인용한다) 613쪽에서 재

인용)

129) Tribe, 전게서 1305쪽

130) 미국의 일부 판례는 이를 긍정한 것을 평가된다. - State v. Mele, 103 N.J. Super. 353,

247 A.2d 176(주는 주민의 부주의로부터 일어날 나쁜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고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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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憲法秩序에 背馳되기 때문이다.131) ‘自害禁止의 原理’를 公權力

行使의 根據로 주장하는 견해도 특별히 이를 正當化할 事由를 필요

로 한다고 하고 있다.

파인버그(J. Feinberg)는 ‘自害禁止의 原理’의 적용에 있어 고려하

여야 할 事項으로 ① 문제의 行爲로부터 自身이 害를 입을 가능성

의 정도(그 前提로 自殺과 같이 自害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行爲와

飮酒와 같이 自害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附隨的으로 自害

가 발생하는 行爲를 구별하여야 한다) ② 自害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경우에 喪失될 수 있는 價値의 심각성 ③ 위험한 行爲를 통하

여 追求하는 價値가 달성될 가능성의 정도 ④ 行爲者에 있어서 위

험한 行爲를 통하여 追求하려는 價値의 중요성 ⑤ 보다 덜 위험한

代案의 존재 여부 등을 들고 있다.132)

(나) 변형된 自害禁止의 原理 - 他害禁止의 原理로의 假裝133)

自害禁止의 原理는 밀(J. S. Mill)이 반대한 公權力 行使 根據의

하나이며, 自害禁止의 原理를 他害禁止의 原理와 같은 정도로 公權

力 行使의 一般的 根據로 주장하는 견해도 없다. 따라서 自害禁止

의 原理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國家가 介入하는 경우에도 自害

禁止의 原理에 根據한 介入이 許容된다고 정면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를 ‘他害禁止의 原理’가 적용되는 領域인 것처럼 理

이익을 갖는다); People v. Carmichael, 56 Misc. 2d. 388, 288 N.Y.2d. 931(주는 건강하고 강

건한 주민을 보유할 이익을 갖는다)

131) Mugler v. Kansas, 123 U.S. 623 참조(……주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로지 행위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

주의와 시민의 지성에 근거한 헌법에 반한다.)

132) 전게, 사회철학 77～78쪽

133) 이에 관하여는 C.M.V.Clarkson 등, Criminal Law : Text and Materials, 2nd ed. London,

86～88쪽에 소개된 J. Kaplan의 견해 및 전게 Note 참조



77

論的 擬制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理論은 他人에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 個人의 行動이란 있을 수 없는134) 現代社會에서 個

人 行動의 他人에 대한 영향을 極大化하여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公的 侵害論(public-ward harm justification)

이는 주로 안전벨트나 오토바이용 헬멧 착용의 强制와 관련하여

주장되는 것이다. 즉, 운전자가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탓에 중대한 傷害를 입고 길가에 쓰러진 경우 國家는 이를 放置할

수 없고 많은 費用을 들여 그를 救護하고 完治 또는 死亡에 이르기

까지 治療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

하지 아니한 탓에 事故時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적절한 措置를 하지

못함으로써 第2次 事故를 유발할 수도 있고,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는 者 또는 이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크게 다치거나 死亡한 者를 바라보는 他人으로 하여금

不安感이나 精神的 衝擊135)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죽거나 다치는 것은 自身에 대한 侵害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公的 侵害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國家가 그

착용을 强制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飮酒136)나 吸煙, 위

134) 밀(J.S.Mill)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정의

하고 있다. “개인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사회가 어떤 이익을 가진다고 할 때 다만 간접적으

로만 이익을 가지는 행위의 영역이 있다. 내가 ‘그 자신만’을 말할 때 나는 ‘직접적이고 일차

적인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을 통하여 타

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전게, 자유론 25쪽) 그는 나아가 있지도 아니한 공

공의 이익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에 대한 침해’에 간섭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게서 107～

110쪽)

135)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공공장소에서의 나체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도 주장된다.(전게, 사회

철학, 72쪽)

136) Samuels v. McCurdy, 267 U.S. 188은 심지어 “주류소지자의 개인적 사용(반주용)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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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스포츠를 금하는 措置에도 그대로 採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위 주장은 안전벨트나 헬멧 착용이 운전자의 보호를 주목적으

로 한 것이고 위 주장과 같은 公的 關聯은 오로지 附隨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한 것으로 솔직한 논리 구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처럼 公的關聯을 확대한다면 個人의 領域에 대한 國

家의 無制限的인 관여를 許容하게 될 것이다.

2) 扶養義務 懈怠論(non-support justification)

過飮으로 인하여 알콜중독상태에 이르거나 안전벨트나 헬멧 미착

용으로 인하여 重傷, 死亡에 이를 경우 그는 가족 등 被扶養者에

대한 扶養義務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利益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는 國家가 國民의 負擔으로 운영되는

社會保障制度에 의하여 被扶養者들의 생계를 떠맡을 수밖에 없으므

로 결국 그의 行爲는 全國民에게 害를 끼치는 것이 된다. 밀(J. S.

Mill)은 그의 自由論에서 “만일 懶怠함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어

떤 사람이 他人에 대한 法的 義務를 履行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자식을 扶養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다른 手段이 없다면, 强制勞動을

통해서 그가 그 義務를 履行하도록 强制하는 것은 獨裁가 아니다”

라고 하는바,137) ‘扶養義務 懈怠論’은 위와 같은 밀(J. S. Mill)의 주

장에 기댐으로써 公權力의 과도한 介入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는 것

이라 하겠다.

3) 나쁜 본보기론(modeling justification)

過飮이나 안전벨트 未着用 운전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行爲를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특히 判斷能力이 성숙하지 않

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그 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적 침

해를 인정하였다.

137) 전게, 자유론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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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린이들이 이를 模倣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나쁜 行爲의 模倣

을 예방함에 대하여 社會는 利益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밀(J. S. Mill)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즉, “自己 自身을 害하는 나

쁜 行爲를 함으로써 그는 고통스럽고 비천한 결과도 동시에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他人에 대한 有益한 본보기이다. 他

人은 自己 自身을 해하는 나쁜 行爲의 결과를 보고 自身은 그러한

行爲를 하지 않는 쪽으로 決定할 것이다.”138)

4) 至上命令論(categorical imperative justification)

少數의 사람만에 의하여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들 自身만을 害할

뿐인 行爲라도 社會 構成員들 거의 모두에 의하여 행하여질 경우에

는 그들 自身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同性愛나 痲藥

사용과 같은 것들이 그 예로서 이러한 行爲에 대하여 國家는 社會

보전을 위하여 介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自害禁止의 原理로 假裝된 他害禁止의 原理

1) 强制入院治療 등

傳染病豫防法은 第1種傳染病患者는 隔離收容治療를 받아야 하고

이를 拒絶하는 경우에는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同法 第29條

第1項, 第55條 第2號),139)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은 向精神性醫藥品

의 使用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이에 違反한 者를 處罰하도록 規定하

고 있다(同法 第3條 第1項, 第41條 第1項 第1號).140)

138) 전게, 자유론 112쪽 참조

139) 유사규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제43조 제2항 제1호; 마약법 제50조, 제65조 제1

항 제2호; 대마관리법 제12조의3, 제21조 제2항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7조; 결핵예방법 제25조, 제43조

140) 유사규정 : 마약법 제6조 제1호, 제62조 제1항 제1호; 대마관리법 제4조 제4호, 제20조 제1

항 제3호



80

이들 規定은 얼핏 家父長的인(paternalism) 規定 - 즉, 治療의 强

制 또는 痲藥類의 使用禁止를 통하여 傳染病感染者 自身 또는 痲藥

에 中毒될 가능성이 있는 國民 本人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들 法律의 第1次的 목적은 垂範義務者 本人을 保護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疾病의 感染 또는 痲藥에 中毒되어 理性을

상실한 國民의 犯罪行爲로부터 社會의 利益을 지키기 위한 것141)이

다. 따라서 이들 法律을 自害禁止의 原理를 規定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142)

2) 社會保險 등

國民年金法 第8條, 第10條는 國民年金에의 當然加入143)을, 醫療保

險法 第4條도 醫療保險에의 當然加入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社

會保險的 성격을 갖는 制度에의 加入强制는 自害禁止의 原理的 성

격을 갖는다는 見解가 있다.144)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年金이나 醫

療保險과 같은 것은 그 制度의 특성상 多數가 加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制度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특수성에 根據하여 ‘集團的

인 善’과 ‘上昇效果’로 이를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145)

141) 금주법(Prohibition Act) 당시 미국에서는 양조나 음주 자체를 이와 같은 근거에서 처벌하

였다. -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50%는 술로 인한 것이다.” “주류산업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그것은 범죄, 비도덕, 질병, 나태, 가난, 낭비의 원

천이고 사회, 경제, 도덕, 복지 모든 면에서 중대한 침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전게 Note

612～613쪽)

142) 전게 Note 607쪽 주9. 참조(강제예방접종도 같은 유형으로 들고 있다, Jacobson v.

Massachusetts, 197 U.S. 11).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는

Chapman v. Shereveport, 225 La. 859, 74 So. 2d 142; Paduano v. New York, 45 Misc. 2d.

718, 257 N.Y.S. 2d. 531: Kraus v. City of Cleveland, 163 Ohio St. 559, 127 N.E. 2d. 609 참

조

14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도 그 적용대상자의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

다.

144) 전게 Note 607쪽 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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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私法領域에서의 自害禁止의 原理

‘契約自由의 원칙’은 自己決定權의 司法的 領域에서의 구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관철하는 경우에는 ‘自身을 노예로 파는 계약’ 등

도 許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民法은 이러한 契約의 拘束力을

排除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146) 自害禁止

의 原理도 그 배경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147) 그 밖에 現代法의

社會主義的 경향에 따라148) 특히 勞動法이나 經濟法의 領域에서 國

家의 광범한 後見的 介入을 許容하고 있는바, 이것도 역시 自害禁

止의 原理와의 관련하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149)

4. 刑罰權 行使의 正當化 事由

刑罰權은 그 主體인 國家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전개되는 公

權力 중 적나라한 힘의 行使로 最後手段的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客體인 國民의 입장에서 보면 行爲者의 社會倫理的 反價値性을 표

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自由․財産․人格에 대한 현저한 侵害

를 뜻하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行使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

양한 國家 公權力 중 刑罰權의 行使, 즉 犯罪化(criminalization)는

어떤 경우에 正當性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5) 전게, 사회철학 86～90쪽

146) 밀(J. S. Mill)은 그 이유를 “자기결정권은 그의 선, 그의 자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노예계약은 그 전제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밖에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다.(전게, 자유론, 135～137쪽)

147) 전게, 사회철학, 75쪽

148) 일본에서는 ‘사회법적인 제약’을 자기결정권의 제한사유로 드는 견해가 있다.(竹中勳, 個人

の自己決定とその限界, ジュリスト 1022호, 35쪽

149) ○津格, 法的パターナリズムと自由, 法學敎室 No.100,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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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憲法裁判所의 判例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 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

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

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

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

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

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

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

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150)

(2)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

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

정 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

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

150)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1995. 11. 30. 선고, 94헌가3 결정;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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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51)

(3) 특정의 인간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이며 범죄라 하여 국

가가 형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

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

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 할 수밖에 없

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도덕률에 맡겨야 할 사항

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형벌권을 행사

하여 介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도

덕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형사적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152)

나. 一般的인 理論

(1) 當罰性(strafwürdigkeit)과 必罰性(strafbedürftigkeit)

(가) 槪 念

社會的으로 有害한 行爲로 評價되는 것(즉 ‘벌받을 짓’으로 評價

되는 것)을 當罰性이라고 한다. 그러나, 當罰性이 있는 모든 行爲에

대하여 刑罰權이 行使되는 것은 아니다. 刑罰權은 當罰的인 行爲로

부터 社會를 保護하고 法秩序를 維持한다는 刑罰目的에 비추어 不

可缺하고 合目的的일 경우에만 行使되는바, 이와 같이 刑罰이 犯罪

에 대처함에 있어 適合하고도 有效한 手段으로 評價되는 것(즉, ‘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짓’으로 評價되는 것)을 必罰性이라고 한다.

어떠한 行爲가 當罰性 및 必罰性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時代의 文

15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152)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중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문희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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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와 社會의 價値觀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153) 다음과 같은 일응

의 基準을 정할 수는 있다.

(나) 當罰性의 認定 基準

1) 刑罰은 客體인 國民의 基本權에 중대한 侵害를 가져오는 것이

기 때문에 그 行爲가 社會의 基本的 公營條件을 侵害하거나 侵害할

우려가 明白한 경우에만 許容되어야 한다. 行爲가 단순히 불쾌하다

든지 폐가 된다든지 不安感을 준다든지 不道德하다는 것만으로는

當罰性을 갖추지 못한다.154) 현대의 自由롭고 多元的으로 조직된 社

會에서의 刑罰規定은 17～18世紀 啓蒙主義思想의 전통으로 인하여

理性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根據를 필요로 하고, 刑罰의 基本權侵

害性, 最後手段性으로 인하여 다른 어떠한 公權力 行使보다도 더욱

충실히 憲法의 基本權保障精神을 遵守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

신에 기초하여 現代 刑法學은 犯罪化의 關門으로서 ‘法益侵害’와

‘社會的 有害性’이란 基本的 槪念을 도입함으로써 犯罪를 基本的 社

會倫理的 義務에 대한 違反으로 파악하는 소위 ‘刑罰機能의 社會

倫理規範保護說’에 반대하고 法益을 侵害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경

우 즉, 結果不法까지 갖춘 경우만을 犯罪로 構成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刑罰은 ‘道德의 등뼈’이므로 犯罪化의 條件으로 行爲不法이 不

可缺하기는 하지만155)156)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고 刑

153) 김상호 역, Günther Kaiser, 형법과 형사정책에 있어서의 범죄화와 비범죄화, 동아법학 제

10호, 178쪽; 임웅, 비범죄화론의 의의와 근본사상, 유기천박사 고희기념 법률학의 제문제,

227쪽

154) 임웅, 전게 논문, 226쪽

155) 필요조건으로서의 행위반가치 : Hyman Gross의 견해에 의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덕률이고 따라서 모든 범죄화의 필요조건은 도덕성의 침해, 즉

행위반가치에 있다고 한다. (전게 Criminal Law 78～79쪽)

156) 따라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행위에 대하여 형벌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집행관은 잠재

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소극적이 되고 일반인들도 그들의 행동지침으로서의 법률의 기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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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의 最後手段性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法益侵害(또는 侵害의 위험

성)라는 結果不法이 더하여질 경우에만157)158) 犯罪化가 正當化되는

것이다.

2) 當罰性의 判斷에 있어 行爲에 의하여 侵害되는 法益의 內容이

나 程度, 法益의 중요성, 法益侵害行爲의 樣態과 强度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이들 요소에 대한 評價는 궁극적으로 憲法의 價値秩序

內에서 내려져야 한다. 예컨대 憲法의 價値秩序 중 上位에 위치하

는 法益(이를테면 生命․身體에 대한 法益, 精神的 自由에 대한 法

益)에 대하여는 사소한 侵害行爲가 있다고 하더라도 當罰性을 갖게

되는 반면 下位의 法益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현저한 侵害가 있어

야만 當罰性이 있다는 判斷을 받게 될 것이다.

(다) 必罰性의 認定 基準

상식적으로 보면 當罰性이 있는 行爲는 곧바로 處罰해야 할 것으

로, 즉 必罰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當罰性이 있는

行爲라도 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① 社會內에서의 自律的 해결

을 기대할 수도 있고, ② 損害賠償 등 私法的 방법에 의하여 해결

될 수 도 있으며, ③ 刑罰權보다는 덜 侵害的인 行使權의 行使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④ 最後手段으로 刑罰權이 동

하여 혼돈을 느낄 것이라고 한다.(H. Packer의 견해 - 전게 Criminal Law 79쪽)

157) 충분조건으로서의 결과반가치 : 다만 법익침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행위

를 금지할 경우 어느 선(remoteness)에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법

익침해(또는 위험성)로부터 지나치게 먼 선에서부터 제재를 가한다면 사소한 행위에 대하여

도 형벌권이 개입할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가까운 선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전게 Criminal Law, 90～92쪽

(H. Packer의 견해) 참조

158) 이에 비하여 행위반가치(immorality)를 범죄화의 충분조건으로 파악하고 다만 비도덕적 행

위 중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역겨워할 행위에 대하여 형벌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Devlin의 견해, 전게 Criminal Law 80～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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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어야 한다.159) 따라서 만일 刑罰 이외의 國民에게 보다 가벼운

侵害를 가져오는 手段으로도 刑罰과 동일하거나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必罰性을 갖추지 못하므로 犯罪化의 正當

性에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立法裁量權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自由의 이익으로’의

原則

立法者는 公共의 利益을 保護하고 社會를 犯罪로부터 防禦하기

위하여 어떤 措置를 취할 것인가에 관하여 高度의 立法裁量權을 갖

는다. 그런데 이러한 立法裁量權을 司法權이 지나치게 존중하게 되

면 當罰性 및 必罰性을 구비하였는지 與否가 애매한 경우에는 현저

한 立法裁量權의 逸脫이 없는 한 이를 긍정하는 경향을 띄게 될 것

이다. 그러나, 國民의 基本權을 최대한 尊重하는 憲法精神 및 補充

的(最後手段的), 最小限으로 行使되어야 하는 刑罰權의 限界로부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自由의 利益으로(in dubio pro libetate)’의 原

則이 導出되므로 刑罰權行使의 正當化에 관하여 의심이 있으면 刑

罰에 의한 介入을 중지하는 쪽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160)

다. 過犯罪化(overcriminalization)와 非犯罪化(decriminalization)

(1) 過犯罪化

刑法의 歷史는 自己制限의 歷史라는 표현에 어울리지 않게 지난

100여년간 刑事制裁規定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현저한 過犯罪化의

현상을 보여 주었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社會倫理, 慣習 등 다른 社會統制規範

의 현저한 機能低下를 들 수 있는데 이 機能低下현상은 産業化와

159) 임웅, 전게 논문 227쪽, 전게 Criminal Law, 93쪽 참조

160) 임웅, 전게 논문 237쪽, Günther Kaiser, 전게 논문, 177쪽; 같은 취지로는 전게 Note 618～

6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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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都市化, 주민의 빈번한 移動性과 匿名化에 기인하는 것

이다. 그 밖에 行政國家化 경향과 함께 行政刑罰이 급격히 팽창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상황은 法을 통한

社會統制나 規範解決 및 刑罰的 手段에 의한 社會秩序 保障을 불가

피하게 함으로써 交通犯罪, 環境犯罪, 經濟犯罪, 社會的 强者의 犯

罪, 테러와 같은 國家의 安全에 관한 犯罪, 컴퓨터犯罪, 生命工學關

聯犯罪 등이 양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過犯罪化는 우선 刑罰의 一般豫防效果와 관련

하여 그 實效性에 의문이 있다.161) 一般豫防效果는 무수한 刑罰의

경고로 말미암아 國民의 規範收容力이 과도한 負擔을 지지 않고 個

人의 價値定立이 法律에 의하여 表明된 價値秩序와 符合하는 경우

에만 달성되는 것인데, 비대한 刑罰規定은 國民의 規範收容力을 넘

어서 可罰的 行動領域에 대한 認識에 혼란을 가져오고 새로운 命

令․禁止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國民의 不感症을 가져옴으로써 그

결과가 法輕視 및 法敵對風潮가 초래되고162) 심지어 일부 規定의

경우에는 規範違反行爲가 日常化되어 버리기 때문이다.163)

다음으로 특히 輕微․大量犯罪 분야에서의 過犯罪化는 刑事司法

經濟측면에서 문제를 가져온다. 刑罰의 實效性은 嚴罰이 아니라 犯

行이 발각될 危險性의 程度나 刑事訴追와 같은 法執行力의 强度에

161) 임웅, 전게 논문 215～216쪽; Günther Kaiser, 전게 논문, 180～182쪽; 전게 Criminal Law

92～93쪽(S. Kadish의 견해) 참조

162) 다음과 같은 시민의 의견 참조 : “연일 짜증나는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인지 도로 곳곳에서

오토바이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다. …… 어떤 경우는 단

속을 하고 어떤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시민들은 그 법을 우습게 여길 것이다. 기

왕에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을 법규라면 애초에 실행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조선일보

1996. 8. 10. 25면 독자여론 - 손영철)

163) 임웅, 전게 논문 22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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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인바,164) 輕微․大量犯罪나 지극히 私

的인 領域 內에서 일어나는 犯罪165)의 경우에는 一般的, 包括的 處

罰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偶然的 또는 選別的(陷穽團束 등)으로

處罰이 행해질 수밖에 없어 刑罰適用의 公平性, 廉潔性의 측면에서

實效性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166)

(2) 非犯罪化

非犯罪化란 ‘法政策上의 변화로 말미암아 國家刑罰權行使의 범위

를 축소시킬 의도로 일정한 刑事制裁規定의 廢止 또는 不適用이 일

어나거나 刑事制裁를 보다 가볍게 하려는 모든 試圖’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過犯罪化 현상으로 인한 人權意識의 위기와 過

犯罪化가 刑事司法制度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실무상의 필요성에 刑法의 人道化, 自由化 思想

이 더하여져 非犯罪化가 논의되게 되었다. 非犯罪化가 주로 논의되

는 분야는 첫째, 同性愛․姦通․賭博․痲藥使用 등과 같이 直接的

인 被害者를 찾기 어렵거나(victimless crimes) 保護法益과 行爲와

의 관계가 지나치게 疎遠한 경우(즉, 法益侵害 및 當罰性과 必罰性

에 의심이 있는 경우), 둘째, 단순한 交通事犯 등과 같이 輕微․大

量犯罪, 셋째, 過失罪와 같이 一般豫防犯罪가 발휘되기 어려운 犯罪

등이다.

(3) 刑罰의 正當性과의 관계

지나친 非犯罪化는 社會秩序의 維持 困難 등 문제를 가져오겠지

만 過犯罪化의 弊害 역시 큰 것이므로 刑罰 規定의 立法에 있어서

164) 임웅, 전게 논문 229쪽

16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

치 없이 감염자가 행하는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166) 전게, 사회철학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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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야만 할 것이고, 刑罰權의 行使가 過

犯罪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 부定義 한 根據로 評價되어

야 할 것이다.

라. ‘自害禁止의 原理’와 刑罰權의 行使

(1) 法律의 規定

未成年者保護法은 ‘未成年者의 飮酒․吸煙 및 善良한 風俗을 害

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아울러 未成年者의 保護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未成年者의 健康을 保護하며 그들을 善導育成함을 목

적으로 하며(第1條) 未成年者에게 吸煙․飮酒, 遊興業所 등에의 出

入行爲, 宿泊業所 등에서 性道德을 문란하게 하는 行爲, 未成年者

出入制限區域 出入行爲 등을 禁止하고 있다(第2條). 또한, 國民健康

增進法은 國民에게 健康에 대한 價値와 責任意識을 함양하도록 健

康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健康生活를 실천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國民의 健康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하며(第

1條) 吸煙과 飮酒 등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第7條, 第8條 등).

未成年者들로 하여금 飮酒․吸煙이나 道德的으로 有害한 行爲를

금하고, 國民들에게 지나친 飮酒․吸煙 등을 삼가도록 하며 健康에

대한 責任性을 강조하는 위 法律들의 規定은 ‘自害禁止의 原理’를

公權力 介入의 根據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法律에 반하여 禁止된

行爲를 한 未成年者나 健康을 해친 國民 스스로를 處罰하는 規定은

없다. 오로지 未成年者들에게 禁止된 行爲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자(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등, 未成年者保護법 第6條, 第6條의2),

國民의 健康 增進을 위하여 賦課된 法 所定의 義務를 違反한 第3者

(國民健康增進法 第31條 이하)를 處罰할뿐이다. 自殺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2) 自害禁止의 刑罰로 强制할 수 없는 이유



90

이상의 예로 보아 우리 法秩序는 公益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自害行爲는 處罰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스스로를 해하는 行爲가 正

當한 것은 아니지만 他人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의 自律을

尊重한다는 것이다. 自害行爲에 대하여 公權力이 介入할 수는 있지

만167) 公益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이상 刑罰로써 이에 干涉하는 것

은 그의 尊嚴을 侵害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自害行爲에 대

하여는 刑罰의 一般豫防效果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他害行爲의 경

우는 그로 인하여 통상 行爲者가 利益을 얻음에 반하여 그 스스로

는 良心의 呵責 외에는 害를 입지 않으므로 刑罰이라는 手段을 통

하여 그 같은 行爲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自害行爲의 경우

에는 설사 그가 自害行爲를 통하여 얻는 利益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被害者이기도 하므로 刑罰로 그 行爲를 抑制하는 것보다

는 더 效果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合理的인 人間이라면 刑罰

의 强制가 없더라도 스스로에게 害가 되는 行爲를 하지는 않을 것

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害行爲를 감행하는 자는 刑罰로도 이를

억제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Ⅴ. 안전벨트 등 着用强制와 家父長主義

(patenalism)

1. 道路交通 環境의 변화와 政府의 規制

167) 자살을 시도하는 자를 경찰이 만류하고 제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살시도자의 자살권을 불

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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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문명의 利器이기도 하지만 반면 他人에게 危害를 미칠

가능성 또한 무한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道路交通法을 비롯한 法

律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他人에 대한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엄격한 規制를 하고 있다. 그런데 道路交通法은 약간 異質的인 두

개의 規定을 두고 있다. 하나는 이륜자동차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

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위 規定들을 異質的이라고 하는 것은 위 두 義務 모두 道路交通法

의 다른 대부분 規定과는 달리 他人에의 危害防止를 직접적인 目的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自身의 保護를 直接的인 目的으로

하면서도 違反時 刑罰을 賦課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밀(J. S. Mill)

이 말한 바와 같이 他人에 대한 危害를 防止하기 위한 경우에만 公

權力行使가 正當하다면 이러한 規定은 正當하지 않고, 本人이 스스

로의 判斷에 따라 決定할 私的인 事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할 自

由’도 憲法상 基本權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國家의 家父長的(paternalistic) 介入에 의한 刑罰權 行使가 正當化

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바, 이러한 점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이미 美國과 獨逸 등에서는 수차례 違憲 論爭이 있었으므로 외국의

判例와 學說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違憲 與否에 관한 諸見解

가. 美國에서의 憲法論爭168)



92

(1) 槪 論

美國에서는 약 30개 州에서 오토바이 탑승자에 대한 헬멧의 着用

强制와 관련하여 운전자 自身에 대한 위험을 防止하기 위하여 주가

個人의 활동을 規制할 권한이 있는가를 둘러싸고 憲法問題로 다투

어졌는바, 合憲이라고 한 判決169)이 主流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違憲

이라고 한 判決170)도 몇 건 있다. 이 논쟁은 1966년 뉴욕州에서 오

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운전 중, 보호헬멧(protective crash

helmet)을 着用하여야 한다는 法律을 制定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

다. 이러한 내용의 法律의 制定은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몇 개의

州를 거쳐 곧 전국적 경향으로 되었다. 이는 물론 오토바이 탑승자

의 安全을 위하여는 헬멧着用이 效果的이라는 통계에 根據한 것이

다. 그런데 오토바이 運轉者들은 헬멧着用으로 인하여 視覺과 聽覺

에 장애가 오고 얼굴에 습기가 차 답답하고 꼼짝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아가 立法部가 채택한 헬멧着用의 强制라고 하는

手段이 과연 운전자의 安全이라는 目標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도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法律論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즉, 헬멧强制法은 事故時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헬멧着用을 義務化하고 있지만 이 法律에 의한 義務賦課에

의하여 오토바이에 타지 아니하는 一般公衆은 어떤 의미의 영향도

받지 않고 따라서 어떠한 公共의 利益도 증진되지 않는다. 또 個人

168) 미국의 판결례에 대하여는 山田卓生, 전게서, 116～121쪽, K. M. Royalty ; Motorcycle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Self-protective Legislation, 30 Ohio St. L. J. 355(1969) 및 전게

Note 614쪽 이하 참조

169) Commonwealth v. Howie, 288 N.E.2d. 373(1968); People v. Bielmeyer, 282 N.Y.S.2d.

797(1968) 등

170) American Mtorcycle Association v. Davids, 158 N.W.2d. 72(1968) ; People v. Fries, 250

N.E.2d. 149(196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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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自律이 중요한 價値로 인정되는 社會에서는 立法的 介入을 正當

化할만큼 他人의 利益과 상충하지 않는 한 個人에게는 스스로의 判

斷에 따라 行動할 自由가 있다. 따라서 自己의 保護를 목적으로하

는 위 州法은 權限外의 것이라는 것이다.

(2) 違憲이라고 한 判決

헬멧强制法이 違憲이라는 입장을 밝힌 判決 중 가장 유명한 것으

로 미시간 州의 American Motorcycle Association v. Davids사

건171)으로,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헬멧着用을 義務

化한 法律이 미시간州 憲法과 美合衆國 憲法의 適正節次(due

process)條項, 平等條項, 프라이버시權을 侵害한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미시간州 巡廻裁判所에서는 合憲決定이 내려졌으나

抗訴法源에서 原告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바, 그 理由의 요지는 다

음과 같다. “自動車法典改正法(Amendment to Motor Vehicle Code

Public Act 1966 No. 207)은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州警

察이 승인하는 헬멧을 着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規定하고 違反

時 刑罰을 賦課하도록 하고 있다. 抗訴人은 이 法律은 오토바이 운

전자의 安全에만 관련되어 있고 一般公衆의 利益과는 관계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 밀(J. S. Mill)의 ‘個人의 自己 외의 者에게 관련이

없는 事項에 대하여는 社會에 대한 責任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採用하는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이

용하라’172)라는 格言과도 일치한다. 본 건에 있어서 헬멧의 着用은

公共의 健康․安全․福祉와 직접 관계가 있을까. 이 法律의 目的으

171) 158 N.W.2d 72(1968), 이 판지는 그 후 People of the City of Adrian v. Poucher, 240

N.W.2d. 298 (1976) 판결에 의하여 번복되었다.

172)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 - 자신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이웃의 재산을 해하

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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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밖에 없어 운전자가 운전 중 넘어

지는 등 事故를 일으키기 쉬운데 헬멧은 운전자의 머리를 飛散하는

돌등으로부터 保護하여 事故를 防止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

다. 살피건대, 州는 道路의 安全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

만 위 법은 그 目的의 면에서 運轉者의 保護 외에 公共의 利益과는

무관한 것이고, 상상력을 확대하지 않고는 公共의 利益과 관련을

찾아볼 수 없다. 헬멧을 着用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重傷을 입

음으로써 그나 그 가족이 公的인 負擔이 될 수 있으므로 위 法令은

公共의 利益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死亡이나 不具를 유

발할 수 있는 심각한 病患을 防止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禁煙

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國民들로 하여금 健康을 위하여 밤

10시 이전에 就寢하도록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173) 헬멧 强制나 禁

煙, 이른 就寢이 公共福祉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

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公共의 利益論이

타당하다면 他人이나 公共福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行爲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의 복잡한 社會에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法

은 거의 모두 正當化될 것이다. …… 이 사건 헬멧着用 强制는 直

接的으로는 운전자 自身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리고 間接的으로 헬

멧未着用으로 인한 중대한 負傷에서 오는 社會的 負擔의 회피를 그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强制는 헬멧未着用이 他人에게 미

치는 間接的 效果에 根據하여 행해지고 있고, 운전자에 대한 直接

173)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 참조 : “우리가 모든 위험행위-등산, 스키, 흡연, 일광욕,

커피나 아이스크림-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금지시켜 주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선거와 국민투표가 있는 한 그럴 위험에 처하지도 않을 것

이다.”(Tribe, 전게서 1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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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效果에 根據하여서는 正當化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間接的 效

果만으로 헬멧 着用 强制가 正當化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 法院은

이를 부정한다. …… 國民의 自由는 極惡한 支配者에 의해서 보다

는 지나치게 (國民의 福祉에) 熱情的인 支配者에 의하여 侵害되는

경우가 더 많다. 위 法은 無效라고 할 것이다.”

(3) 合憲이라고 한 判決

(가) People v. Bielmeyer 事件174)

被告人들은 헬멧未着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起訴되

었는바, 法院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被告人들은 뉴욕州 車輛

交通法 第381條 第6項 違反으로 起訴되었는바, 被告人들은 當該 法

律이 違憲이므로 被告人들은 無罪라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헬멧의 着用을 義務化하는 것이 州 警察權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

인가의 여부이다. 警察權은 住民의 保護와 公共福祉의 增進을 위하

여 法律을 制定․執行하는 州의 本來的 權能인바, 他人에게 害가

되지 않는 個人的 行爲나 財産利用을 規制하기 위하여 政府가 警察

權을 行使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나는 警察權을 社會․

經濟․政治問題 모두를 規律할 수 있을 정도로 包括的이고 融通性

이 있는(flexible) 것으로 생각한다. 근년에 오토바이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道路安全問題가 생겨났는바, 道路利用의 規制는 州에게 全

權이 맡겨진 事項이다. 그런데, 오토바이 탑승자가 헬멧을 着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市民에 대하여도 ‘現實的인 危險’을 가져오므로

州는 (警察權의 定義와는 무관하게) 이를 有效하게 規律할 수 있는

것이다.”

(나) People v. Kohrig175) 事件

174) 282 N.Y.S.2d. 797 (1967)

175) 113 Ⅲ. 2d. 384, 498 N.E. 2d 115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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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權은 高速道路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自由를 포함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法은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着用함으

로써 自己 車에 대한 統制를 할 수 있게 하여 다른 운전자들을 保

護하며, 事故로 인한 負傷에 관련된 私的, 公的 費用負擔을 輕減시

켜 주므로 州가 안전벨트 着用을 强制하는 것은 正當하다”고 판시

하였다.

(다) State v. Eitel176) 事件

“오토바이 탑승자는 法을 遵守하여야 한다. 우리는 原告들의 代

理人이 플로리다州가 原告들의 自己決定權(right to be let alone)을

違憲的으로 侵害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法院을 설득하기 위하여 採

用한 밀(J. S. Mill)의 自由論에 나타난 견해를 존중한다. 그러나 밀

은 ‘어느 누구도 社會에서 全的으로 孤立된 存在가 아니다. 한 個人

이 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도 적어도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때로는 훨씬 먼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입히

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오토바이 運轉者

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가 죽도록 放置해 둘 수는

없다. 아마도 立法者는 헬멧은 着用하지 아니할 운전자의 自己決定

權보다는 구급차 운전자, 간호사, 신경 외과 의사의 對立된 權利를

더 존중하였을 것이고 이는 合憲的이다.”

(4) Tribe 교수의 견해

‘위험스럽게 살 權利’라는 槪念은 헬멧이나 안전벨트의 着用을 强

制하는 規定에 대한 반대의 根據가 되어 왔다. 한때 몇몇 法院이

운전자의 安全은 그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무관하고 이를 强制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는 家父長的(paternalistic) 관여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國家는 個人을 그 自身으로부터 安全하게 保護하기 위하여

176) 227 So. 2d. 48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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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당히 直觀的인 說得力을 갖고 있고, 매

사추세츠 州에서 ‘安全벨트着用法(the Commonwealth's seat belt

law)’이 제정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86년 그 廢止를 위한 國民投票

運動의 理念的 根據로 되기도 하였다. 自己決定權이라는 槪念은 쉽

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나 헬멧法에 반대

하는 一般的 주장들은 ‘自己에게만 관계되는 일’에서 제외되는 行爲

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高速道路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肉身들을 放置할 수 없는 현 社會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운

전자들은 필연적으로 他人에게 負擔을 주게 된다. 적어도 合理的인

政府라면 확신을 가지고 헬멧法을 制定할 것이다.177)

나. 獨逸에서의 憲法論爭178)

(1) ‘오토바이 헬멧’ 事件179)

獨逸 道路交通法 第24條와 同法施行令 第49條는 오토바이 운전자

와 동승자에 대하여 헬멧 着用을 義務化하고 이를 違反하는 경우에

는 刑罰을 賦課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憲法訴願 事件에 관하여 獨

逸 聯邦憲法裁判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請求人들은 이 사건 審判對象 規定에 의하여 基本法 第2條 第1

項이 정하는 基本權을 侵害당하였다고 하며 ‘請求人들은 헬멧 着用

의 有用性은 인정하지만 國家가 國民들의 利益을 위하여 合理的으

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國民들의 行動을 强制할 수는 없다. 成年

인 國民은 自身에게 미칠 危險에 관하여 스스로 判斷하고 그에 따

라 行動할 수 있어야만 한다. 헬멧 未着用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

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權利가 侵害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177) Tribe, 전게서 1372쪽

178) 독일의 논의에 관하여는 아래 판결들 외에 NJW 1985, 3053; NJW 1986, 267 각 참조

179) BVerGE 59,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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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部損傷을 가져오는 중대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社會가 負擔을 지

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審判對象 規定이 正當化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에 따라 위험한 스포츠나 飮酒․吸

煙을 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行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운전자에 대한 敎育, 弘報 내지 保

險法上 不利益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審判對

象規定은 請求人들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지 않다. 道路交通法施

行令은 헬멧着用義務에 대한 例外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

여 헬멧着用으로 인한 심각한 身體적 不自由는 극복될 수 있고 規

範適用의 過度한 硬直性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헬멧着用으로

인한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쾌감의 문제가 남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

러한 불편함 등이 있다고 하여 基本法 第2條에 의한 請求人들의 基

本權이 侵害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그러나 여

하튼 基本法 第2條 第1項에 의한 一般的 行動自由權은 憲法에 合致

하는 法規의 범위 내에서 保障되고 있는 것뿐이므로 그 制限도 가

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審判對象 規定은 그 形式과 實質에서

憲法에 合致하며 특히 法治國家的 比例原則에 符合한다. 헬멧着用

의 有用性은 一般的으로 인정되고 있고 請求人들도 이를 인정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保護가 특별히 언급할 만한 短點으

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헬멧着用을 義務化한 후 지금까지

의 經過를 보면 啓蒙이나 운전자의 理性에 대한 호소 및 民事的 責

任만으로는 이 義務가 一般的으로 遵守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罰金賦課規定은 운전자를 보다 더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

하고도 적절한 措置로 보인다. 또한 헬멧着用義務에 대한 例外가

인정되고 罰金額을 정함에 있어 광범한 裁量이 許容되므로 請求人

들이 過度한 義務를 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審判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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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이 國民을 無能力者로 취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人間으

로서의 自立性이 侵害되지 않는 한 個個人은 立法者가 社會公共에

대한 배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一般的으로 기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個人의 行動自由權을 制限하더라도 이를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이 사건 審判對象 規定은 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헬멧을 着用하지 아니하고 운전함으로써 교통事故로 중한 頭部損傷

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自身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事故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着用한 덕에 意識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많은 경우에 事故에 뒤따르는 附隨的인 손해를 피할 수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請求人들에게 自由와 용기의 느낌을 주

는 헬멧未着用 운전은 그것이 道路, 즉 일반 公衆에게 중요하고 國

家가 특별히 管理責任을 맡고 있는 領域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같이 위험성을 가진 다른 行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公

共道路에서 일어난 事故로 인하여 一般 公衆에게 광범한 負擔(구조

반투입․의료․요양․간호 등)을 주게 된다면 國家가 이러한 負擔

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處分(헬멧着用의 義務化)을 할 것이라는

점은 個人으로서도 豫測可能한 일이다.”

(2) ‘안전벨트’ 사건180)

안전벨트 未着用으로 인하여 罰金刑을 賦課받은 憲法訴願請求人

들이 차량 탑승자들로 하여금 주행 중 안전벨트를 着用할 것을 義

務化하고 있는 道路交通法 第6條 第1項 第3號 및 同法施行令 第21a

條 第1項, 第49條 第1項 第20a號는 基本法 第2條 第1項 및 第2條

第2項 第1號가 保障하는 請求人들의 基本權을 制限하고 있다고 주

장한 사건에 관하여 獨逸 聯邦憲法裁判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180) BVerfG(3. Kammer des Ersten Senats), NJW 1987, Heft4,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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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審判對象 法規는 基本法 第80條 第1項이 정하는 授權法

律의 限界를 지키고 있다. 또 交通事故時 안전벨트가 事故로 인한

損害를 輕減시킴에 매우 有用하다는 사실은 이미 立證된 것이고 이

에 비하여 안전벨트 着用으로 인하여 事故時 損害의 擴大 등 不利

益을 입을 가능성은 0.5～1%로 매우 낮다. 따라서 운전자의 安全이

라는 立法目的과 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입는 不利益을 비교하여 보

면 審判對象 條項은 比例의 原則에도 合致한다. 請求人들은 안전벨

트를 着用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決定은 차량 탑승자에게 맡겨야

할 事項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전벨트 着用은 着用者의 利益만을 위

한 것이 아니다. 安全벨트를 着用한 경우에는 事故時 적절한 措置

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交通關與者의 被害를 防止할 수 있

게 되고 안전벨트 未着用으로 인한 다른 승객과의 충돌로 인한 被

害도 막아준다. 따라서 審判對象 法規는 基本法 第2條 第2項 第1號

의 基本權을 制限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審判對象 法規가 基本法

第2條 第1項의 基本權을 侵害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헬멧 事

件의 判決(BVerfGE 59,275)을 採用한다. 따라서 審判對象 法規는

基本法에 合致한다.”

다. 프랑스에서의 違憲論181)

行政權이 警察權限을 行使하는 경우에 그것이 適法하기 위하여는

秩序의 維持가 目的으로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秩序의 維持라는

것은 프랑스法의 전통에 의하면 社會的 平穩․公衆衛生․公衆의 安

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한다. 안전벨트의 着用은 아마 ‘公

衆의 安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公權力이 義務者自

181) 高橋康之, 安全ベルト不着用と過失相殺, 判例タイムズ No.378, 34쪽에 게재된 Morange 교

수의 義務化反對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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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의 安全만을 도모하는 것이 ‘公衆의 安全’에 해당할 수 있을까?

他人의 安全에 관계없이 自身의 安全에만 관계되는 事項에 관한 命

令을 ‘公衆의 安全’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벨트의

着用을 强制하는 法律은 公權力 行使의 限界를 넘어선 不適法한 것

일 뿐 아니라, 1798년의 人權宣言 第4條(自由는 他人을 害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및 第5條(法은 社會에 害를 가하

는 行爲만을 禁止할 權利를 가진다)의 規定에 違反한다. 무릇 自由

社會라는 것은 他人에게 危害를 주지 아니하는 한 各自가 스스로에

게 危險한 行爲도 할 수 있는 社會이고, 他人에게 危害를 미치지

않는 안전벨트의 不着用을 罰하는 것은 全體主義國家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 山田卓生교수의 견해182)

안전벨트나 헬멧을 着用할 것인가 與否에 대한 決定은 他人에게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個人의 自由라고 하더라도, 着用과 不着用의

우열에 대하여는 전혀 異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着用의 경우에

는 단순한 不便 이외에 着用에 다른 어떠한 不利益도 없고 着用하

지 않는 行爲에 어떤 積極的인 意味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個人의 領域에 대한 干涉을 許容할 수 없다고 하는 밀(J. S. Mill)의

주장의 根據는 干涉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헬멧 등을 着用하지 아니할 自由라고 하는 것은 自由라고 할지라도

매우 사소한 것이고 그 干涉의 方法이나 場所에 비추어 그 폐해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헬멧 등의 不

着用으로 인하 事故의 擴大에 따른 社會의 負擔을 보면 그것을 단

순한 個人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182) 山田卓生, 전게서 126～127쪽



102

3. 結 論

가. 위 諸見解에 나타난 안전벨트․헬멧 着用强制에 대한 合憲性

의 根據183)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헬멧을 着用

하지 않고 운전하면 飛散物이나 나무가지에 맞아 自己 오토바이에

대한 統制를 잃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위험을 주게 되고, 안전벨트

未着用으로 인하여 차 밖으로 퉁겨나갈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

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② 公道에의 通行權은 權利라기

보다는 特權이라고 할 것이므로 國家는 적당한 規制를 할 수 있다.

그 特權은 國家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國家가 이를 制限

하거나 廢止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③ 안전벨트나 헬멧을 着用

하지 않았기 때문에 身體上의 被害를 입거나 被害가 擴大되어 스스

로의 生活能力을 喪失한 경우 國家에 生存을 依存할 수밖에 없어

福祉費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他人과 관련

된다. ④ 人間의 生命에 대하여 높은 價値를 두고 있는 法의 정신

에 비추어 이를 强制할 수 있다. 단순히 불편하다거나 귀찮다는 이

유만으로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할 自由를 주장할 수는 없

다. ⑤ 交通事故는 個人的인 비극에 그치지 않으므로 道路에서의

事故를 減少시키는 것은 公共의 관심사이다.

나. 그러나 이상의 이유 어느 것도 각기 타당한 면을 갖고 있지

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184) 즉, ②의 점에 대하여는 公道에의

通行이 特權이라는 前提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고, ①, ③, ⑤의 각

183) 山田卓生, 전게서, 121쪽 이하 참조

184) 山田卓生, 전게서, 12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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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면이 立法目的과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法이 직접 目的한 바가 아니라 단지 間接的이고

派生的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人間事에서 他

人과 관련이 없는 문제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며, ④의 점에 대

하여는 안전벨트나 헬멧 着用强制의 違憲性을 논함에 있어 쟁점은

法이 追求하는 目的 자체가 正當하더라도 個人의 幸福을 國家가 强

制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므로 결국 문제에 대하여 문제로 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違憲論과 合憲論의 어느 견해도 모두 타당한 일면

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그 時代와 個人이

가진 價値觀에 따라 決定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現 時代는 國家의

國民에 대한 福祉責任이 강조되고 있는 時代이고 現今의 복잡한 交

通狀況은 國家의 干涉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고 國民의 생활에

交通이 미치는 영향도 至大함에 비하여,185) 안전벨트나 헬멧의 着用

與否라는 것이 國民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人格實

現에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國家의

干涉을 許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186) 따라서 國家의 干涉을 일

체 許容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國家의 관여가

許容된다고 하더라도 刑罰權을 發動하는 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國家의 관여방법으로서는 義務違反에 대한 刑罰賦課를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앞서 본 獨逸의 判例도 義務履行의 實效性確

保라는 측면에서 刑罰權 發動의 不可逆性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

185) 淺野信二郞, 道路交通と刑罰, 現代刑罰法大系 3, 99쪽 참조(교통환경의 변화가 형벌권행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술하고 있다.)

186) 현대의 시대적 조류는 제한적 paternalism을 수용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

로 군주나 정부의 가부장적 개입에 익숙하여져 있어(오히려 이를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쉽게 ‘자해금지의 원리’에 의한 공권력 행사를 수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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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여의 방법에는 刑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반에 대하여 刑罰

이외의 不利益과 制裁를 과하는 것도 일종의 强制方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違反에 대한 道路交通法上의 罰點賦課, 損害賠

償額 算定에 있어서의 不利益 賦課187), 保險法上의 不利益 등도 있

을 수 있는 것이다. 안전벨트나 헬멧을 着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는 利益이라는 것이 편하다는 점 정도에 불과한데 비하여 그 不

履行으로 인하여 얻는 不利益이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

運轉免許의 停止․取消, 保險料의 引上, 損害賠償額 算定의 不利益

에 이른다면 合理的 判斷을 하는 個人이라면 당연히 안전벨트를 着

用할 것이라고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刑罰이라는 手段을 통하여

그 履行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行政便宜的이고 國民을 幼兒

取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안전벨트 등 着用문제와 관련하여

自己決定權을 논한 이유는 이와 같은 國家의 무분별한 관여를 견제

할 하나의 경계선을 긋자는 데에 있다.

187)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탓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것으로 이미 자기결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초래한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가해

자의 부담으로 넘기는 것은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기결정 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

기결정에 대한 간섭이라고는 할 수 없다.(山田卓生, 전게서 13쪽, 148쪽; 전게 Note 609쪽 주

24 각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