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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는 현재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강간죄의 보호법
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며, 해외
입법례에서도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의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국내 상담소의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21대 국회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형법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상담사례 수집을 위한 FG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폭력상담소 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초기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고견을 주신 연구자, 상담소
활동가 여러분, 상담사례 수집방향과 보고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제하에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등을 검토
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등을
기술함으로써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진행 현황을 살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
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인 영국과 독일에서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를 검토, 분석
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국내외 사례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비동의간음죄 관련 문헌, 입법안과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해외 법률, 판례, 정책 등을 검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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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상담소 활동가 대상 FGI를 실시하며,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비동의간음죄 관련 사례수집 방향, 외국사례 분석
방향, 착수 및 중간보고, 보고서 초안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Ⅱ.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 진행현황
1.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보호를 들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와 파트너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내포하지만,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과
성행위를 할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이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관계되는 성폭력범죄의 모든 유형을 규율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 중 하나가 비동의에 의한 간음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항거
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 등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동의없었음에 의한 성적 침해를 적극
적으로 느끼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필요로 하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의 2019.1.3. 접수된 강간
(유사강간 포함)사례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
협박없이 발생한 성폭력사례는 735명(71.4%),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95명(28.6%)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법적 역할을 하는 국제규약이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7년 일반권고 제35호
제29조(e)에서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2018년 동 위원회에서는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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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한국 정부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판단
하라고 권고했다.

2. 비동의간음죄 도입관련 입법 진행현황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 법률안들이 20, 21대 국회를 통해 제안
되었다. 여기서 강간죄의 기본개념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없음을 기준으로
제시한 법률안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기본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설정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진일보한 것으로 성폭력개념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에 관한 법 개념을 동의여부로
바꾼다면 성폭력 경험의 실제 상황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가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안들이 적극적으로 발의,
의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3.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논의과정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논의과정을 보면, 찬성과 반대, 신중론의 입장이 존재
한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로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제1심 판결을 통해
언급된 비동의간음죄 도입논의를 바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에 초점을 맞춘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모색하는 안이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주로 정부측 입장이다. 법무부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경우 업무, 고용 기타 관계외에서 발생한 위계･위력
이용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대법원 판례에서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 등을 주장
하는 안이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피해자의 단순한 ‘동의’표시가
성폭력범죄 성립여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남녀사이의 성적 소통
행위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형법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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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형벌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동 죄 신설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소결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보장과 폭행･협박없이 이루어진 사례의 처벌
가능성을 위해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폭력을 경험
하고도 처벌의 공백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는 것은 관련
법이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관련된 찬성론, 반대론, 신중론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각 입장의 근거가 분명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조정안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
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을 보강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보강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형법 집행과 관련된 기관들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관한 실무
적인 우려와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역시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동의간음죄 도입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비동의 간음죄 관련 상담사례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
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상담사례 수집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 한 분의 자문을 받았으며,
전국의 상담소 소장님들을 추천받았고 조사대상자 6인을 만나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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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0월 22일 2차례에 걸쳐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상담소 상담사례 중에는 폭행･협박이 없는 의미있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사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심층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례내용을 청취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취를 하였고 녹취록을 작성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나. 조사 내용
심층면접의 조사 내용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상담소에 들어온 사례 중 비동의간음죄 도입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조사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사건내용에 관한 것만 청취하였다. 또한 실제 수사
기관에 고소, 신고된 것과는 상관없이 상담을 위해 들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2. 심층면접 결과
가.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가시화되기 어려우며, 이혼
이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폭력이 일상적으로, 중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 구체적 협박인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통제, 억압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어떤
폭력 상황이 있을 때 화해의 수단으로 가해자는 그것을 화해라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맺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서 있던 통제 때문에 성관계에 응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판례에서 아내강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칼을 가지고 있었거나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는 등 판례에서 협소하게 해석되어지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조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아내강간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을 사소하게 보는 인식은 수사기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성폭력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여도 사소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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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건화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게 된다.

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사례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으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여성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주는 상황에서 장애인으로 그룹 지어졌던 사람들이
자신이 정상이라는 그룹에 편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를 비장애
남성과 결혼, 연애로 인식하기도 한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관계
에서 스스로 위축되며, 비장애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성적 관계를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 무방비상태에서의 성폭력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사례 중 무방비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해외여행 중에 케첩 테러(케첩을 던지고 당황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남)를 당한 상황에서, 여행사이트를 통해 만난 유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이 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케첩테러를 당한 이후,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을 당시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금전적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비동의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동의가 진정한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마.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사례 중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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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종교지도자와 신도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
한다.
긴 세월동안 종교지도자와 신도와의 관계로 만나 오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
지만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성관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피해자가 가진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존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존경과 구분되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없음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비동의간음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바. 가해자의 전과전력, 소문의 두려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사례에는 가해자의 전과전력, 소문의 두려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서 느끼는 물리적인 압박감으로 피해자는 성관계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해자의 전과 등 전력을 알고
있거나, 가해자의 체격적 조건이 우월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비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의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것들이 폭행･협박 없이 침범해도 가능한 것처럼 인식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전 애인관계 또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다음의 성관계에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회통념이나 남성중심
적인 편견들이 수사･사법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폭행･협박이 없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언어
안에서 여성의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피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폭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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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 본 상담사례들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가 다시 말해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할 수 있었는가가 성폭력의 동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만 처벌
함으로써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처벌할 수 없었던 성폭력사례에 대해 처벌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상담사례 중 70%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동의간음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비동의간음죄 관련 외국사례
1. 영국 :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체계
영국의 법률들은, 성범죄의 폭력적인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규정하였던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형사 사법 체계로부터 본래 내재해 있던 성차별
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동의규정을 성문화한 것인데, 2003년 성범죄법 개정을 통한 동의개념의
법규화는 무에서 유를 담은 것은 아니다. 기존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부동의 추정이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잡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각각
직접적으로 동의가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동의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동의개념에 대한 명확화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개정 전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정직하게 믿은 경우(순수하게 믿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다. 피해자의
동의와 가해자의 동의에 대한 인식 또는 부주의에 대한 판단이 판례에서 중요
했다. 동의는 자체로 논의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비동의가
입증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즉, 유형력의 사용 또는 유형력에 대한 두려움
(제3자에 대한 위협)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잠이 드는 등 무의식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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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행위의 본질에 대한 기망으로 인해 오해를 한 경우
(예를 들어 그 행위가 성행위가 아니라고 속여 행위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가장한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나 파트너 등으로 가장한 경우), 피해자가 행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연령･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동의 또는 저항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의 부동의, 동의의 결여로 추정되었다.
개정 전 판례로, 동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가 1982년의 ‘R v Olugboja’
인데, 협박에 의한 강요가 아니더라도 특정되지 않은 강요의 상황에서 마지
못해 복종한 것이라면 유효한 동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2003년 개정으로는 ‘동의’규정과 관련해서 주로 동의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변화한 점이 논의되고 있다. 동의의 법적 정의의 제공의미, C의 기만행위가
C의 동의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C의 동의에 대한 D의 믿음의 역할
이다. 이것은 2003년 성범죄법이 동의 ‘능력’, 동의할 ‘자유’,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조치,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의 과제를 낳는다.
이러한 점에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추가
입법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툴키트를 통해서 강간사건에서 동의판단에 대한
각각의 논점을 안내하고 있다.
① 동의 능력
동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점으로 영국검찰에서는 ‘술
또는 약물의 영향, 동의를 표현할 소통이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나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잠들어 있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동의할 자유는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영국검찰
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는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경우,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특히, 가족
구성원, 교사, 종교 지도자, 고용주, 조직폭력, 보호자, 의사), 재정적으로나
보살핌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한 경우, 나이차이가 있는 경우,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를 동의할 자유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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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③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가해자가 어떻게 동의를 알게 되었거나 동의를 믿었는지, 가해자가 취약한
피해자를 착취한 것은 아닌지 등을 본다.
④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 징후를 인식하거나 무시한 경우, 일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성적 동의 성교는 하지만 구강 성교는 하지 않는다.) 모든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순수하게
믿은 경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도 가해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스코틀랜드의 No-means-no의 도입과
같은 맥락이다.

2. 독일 :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형법 체계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형법(Sexualstrafrecht) 체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2016년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gegen den erkennbaren
Willen; §177 Abs. 1 StGB)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독일형법 제177조는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침해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만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정의(negative
definition)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의 인정사례 6건, 불인정사례 4건으로 분류된다.
우선 인정사례를 보면, [인정사례1] 콘돔을 한 성관계에만 동의한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밝혔음에도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한 경우(소위
‘스텔싱’), [인정사례2] 동성의 지적장애인에게 피해자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항문성교를 요구한 경우, [인정사례3] 술에 취해
손을 들어올릴 수 없었던 피해자가 고개를 젓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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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사례4] 구타로 인해 여전히 아픔을
느끼며 울고 있는 피해자(아내)를 남편이 침대로 옮긴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
등이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이 규정한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때의 성적 침해행위는 반드시 성기가 삽입된 성교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원은 [인정사례5] 접근금지 명령이 선고되었음
에도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은 경우, [인정사례6] 피해자가 찍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지인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속여 자위행위
장면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경우에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불인정사례를 보면, [불인정사례1] 내심으로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 요구에 대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불인정사례2] 당시 만취상태(소위 ‘블랙아웃’)로 인해 당시 상황이
특별히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40~50% 정도 확실하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불일치한 경우, [불인정사례3]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성교 및 항문성교)가 있었으나 이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바 있었던 경우에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소결
두 나라의 입법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범죄 법규정 기술체계이다.
영국의 동의중심 성범죄 기술체계와 독일의 성행위중심 성범죄 기술체계는
법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 전면개정과정에서, 기존의 판례를 통해 구축되어온
‘동의추정 기준’이 ‘동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필요를 불러 일으켰다. 이
당시 영국은 피해자중심주의적 정책이 주류였기 때문에 동의를 중심으로 법을
기술할 수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 규범기술방식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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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전면 수용한 “Yes-means-yes” 모델로 개정한 영국 2003년 성범
죄법은 “동의 ‘능력’, 동의할 ‘자유’,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조치,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의 4가지의 측면에서 실무상의 논점을 가져왔다. 독일은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모델은 피해자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가능한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No-means-no”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사례의 유사점은 영국, 독일 모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신뢰를 판단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사례들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그 거부의사는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3자에게
인식가능한 것이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영국의 입법모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의 입법모델에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는 ‘피고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였는지가 초점이 되고 영국의
경우도 피해자의 동의를 신뢰한 피고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다투게 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모두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신뢰를 판단대상으로 하게 된다.
판례분석에서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 개정을 통해 동의규정을 성문화
하였다. 기존의 판례에서 부동의 추정이 형성되었으나 이것이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잡기 힘든 상황에서 동의개념에 대한 명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문화가 이루어졌다.
동 법 개정이전 판례에서 인정된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영국의
강간사건에 대한 동의판단기준은 동의능력,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이 기준은 영국검찰이 제시한 동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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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4가지 판단기준은 우리 형법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부분은
본 연구의 상담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한 사례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일 판례분석에서의 인정사례 6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 행위’를 인정한 사례이다. 적절한 인정사례로 보이며, 우리의 비동
의간음죄 도입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여기에 제시된 불인정사례는 과거 가･피해자간에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성교 및 항문
성교)가 있었으나 이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과거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과거의 동의가 현재의 동의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권력관계에 의해 적극적인 비동의를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거부의사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해야 하고, 사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전체
동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분석을 통해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불인정사례에서 나타난 사실들은 우리나 독일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성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대상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
관점의 인식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 상담사례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취약상황에
처한 피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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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가,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할 수 있었는가가 성폭력의 동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만 인정됨으로써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여기에 비동의간음죄 신설이 요청되는 바 처벌할 수 없었던 성폭력사례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폭행･협박없는
성폭력도 분명히 범죄라는 근거가 마련되어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 동의한
성관계라는 애매모호한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비동의간음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사례분석 결론 및 시사점
가. 결론
영국의 강간사건에 대한 동의판단기준은 동의능력,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이것은 영국검찰이 제시한 동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4가지 판단기준은 우리 형법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판단기준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부분에서 제시하는 예들은 본 연구의 상담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사례 6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 행위를 인정한 사례이다. 적절한 인정사례로 보이며, 우리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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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시된 불인정사례는 과거 가･피해자간에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성교 및 항문
성교)가 있었으나 이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과거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과거의 동의가 현재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업무상 권력관계에 의해 적극적인 비동의를
표현할 수 없기도 한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거부의사는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사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전체 동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분석을 통해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독일 판례 중 주 법원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사례들에서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에서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법률이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피해자가 법집행 관련 직종(경찰관) 등 확실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만난 경우 등 자유분방한 태도가
엿보이는 경우에 대한 편견 등이 작용하여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법원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존재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인정문제는 우리나
독일에서 유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성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판결의 해소를 위해 법관대상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
관점의 인식배양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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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1) 영국, 독일 입법모델로 부터의 시사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법모델은 무엇이고, 향후
형법 개정은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입법모델은 성적 침해행위를 강간(우리나라의 강간), 삽입성폭행(우리
나라의 유사강간), 성폭행(우리나라의 강제추행), 비동의 성적행위 야기죄로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들을 비동의 요건만으로 범죄성립을 긍정한다. 영국의
입법모델에 따르면, 강간죄는 그 실질에 있어 비동의간음죄로 재구성된다.
반면, 독일의 입법모델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기본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 범죄구성요건으로 본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상대방
에게 ‘인식가능’할 것을 요하는 독일의 입법모델은 종래 형법에 큰 폭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조항 하나만을 추가한 오스트리아 등 다른 독일법계 국가와도
차이가 있는, 독일 특유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입법모델은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한 종래 성형법 체계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독일의 경우 “커먼로의 성형법” 및 오스
트리아 등 주변국의 입법동향도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폭행･협박과 비동의
간의 불법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종래의 강간죄는 가중구성요건으로 두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기본 범죄구성요건으로 설정하였다는 방안을
택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의 입법모델과 독일의 입법모델 둘 중 어느 것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장 및 관련 특별법은 현행 체계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과도기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하나 추가하는 ‘손쉬운’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머지않아 다른 규정과의 체계상 불균형
문제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입법모델을
참고하여 성형법 전면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형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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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
향후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은 어떠해야 할 까?
위에서 지적한 대로 독일의 입법모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입법체계에 적합
하다고 하겠다.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하나를 신설하는
안이 모색될 수 있으나 장차 형법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전체 체계의 전면수
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영국법은 우리 법체계와 달라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유무를 규범화하는 피해자중심적인 입법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동의없는 성적 행위’와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중 피해자 중심의 사법정책을 마련한 영국
모델을 참고하여 ‘동의없음’을 법문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관한 20대, 21대 국회의 형법 개정 법률안 발의내용을
살펴 보면, 모든 개정안들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로 개정하여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강간죄의 개념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없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동의없이 이루어진 간음에 대한 불처벌로 처벌의
공백상태가 있었는데 비동의에 대한 입법화로 이러한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 보면, 구성요건에 따른 법정형 차이를 기준으로
3가지안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안은 형법 제297조 강간의 표제하에
“폭행이나 협박 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다. 제2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법안이다. 제3안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안은 폭행･협박의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간음하는 경우를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양자를 경중없이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의 경우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보다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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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보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2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현행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는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법이 폭행･협박이 있는 강간에 대한 처벌
형량의 정도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제3안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정형을 구성요건의 단계에 맞게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안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안은 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였고, 비장애성인의 위계, 위력에 의한 성교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성교를 간음,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간의
개정안들에비해 가장 개선된 개정안이라고 하겠다.
한편 앞 장에서 살펴 본 외국 사례연구에서 영국법이 동의없음을 기준으로,
독일법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입법체계적으로는 성문법체계인 독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정책을 마련한 영국모델을 참고하여 ‘동의
없음’을 법문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영국의 강간사건에 대한 동의판단기준은 동의능력, 동의할 자유(자유
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 4가지 판단기준은 우리 형법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부분에서 ‘가정폭력(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특히, 가족 구성원, 교사, 종교 지도자, 고용주, 조직폭력, 보호자,
의사), 재정적으로나 보살핌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한 경우, 나이차이가 있는
경우,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기준으로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제시는 본 연구의 국내 상담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 장애인의 경우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
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 무방비상태에서의 성폭력,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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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전력, 소문의 두려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이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사례로서 제시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동의할 자유(자유의사)와 관련하여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기준으로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고 있는
영국의 기준은 우리의 비동의간음죄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연방대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례, 즉 가해자의 성적 침해요구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우, 피해자의 낮은 지능과
사회적인 접촉부족 및 권력관계에 의해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고개를 저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정폭력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로서 우리의
비동의간음죄 판단기준 마련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성과 목록 주제 분류: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 비동의간음죄
주제어: 비동의간음죄,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없는 성적 행위, 인식가능한
의사, 폭행･협박없는 성폭력피해사례, Yes_means_yes 모델,
No_means_no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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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는 현재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며,
해외 입법례에서도 폭행･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의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필요로
하여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중대한 범죄가 불처벌됨으로써 입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성폭력피해자 상담과정에서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피해를
당한 경우, 비장애성인 대상 위계･위력이 있는 경우 등 현행 법으로는 가해자
처벌이 어렵지만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의해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한인섭, 1994:37)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외국 입법례 중 동의모델을 채택한 주요 국가로 독일과 영국이 있다(장다혜･
이경환, 2018:79-80). 독일은 2016.11.10. 형법 제177조 제1항 개정에서
행위수단을 ‘폭행, 신체･생명 위협, 무방비상태 이용’에서 “타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하여 인식가능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개정 법률은 ‘인식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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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한적인 요건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성폭력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더욱 근접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이보다 앞선 2003년 성범죄법에서
동의없는 성적 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비동의 범죄로 구축하였으며,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캐나다에서도 동의모델을 입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
국내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주장은 1990년대부터 있었으며, 입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고, 국제법적 권고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 찬성의견
이 다수를 차지하여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법 체계상
문제 등으로 입법적 결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형법상 비동의간음죄 관련 입법시도는 여성계의 진보적인 입장1)을
대폭 반영하여 2007.4.18. 제17대 국회 임종인의원안2)으로 발의되었던 형법
제32장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비롯하여 제20대 국회에서도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안이나 강간죄 등에 비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안이 10개가 제출되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의 발의를 목표로 전국 209개 여성운동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안이 준비되어 있다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
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권고’하였고(201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 대상의 조사
에서 폭행･협박의 유형력 요건을 제거하고 비동의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54.2%)이 과반을 넘게 나와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장다혜･홍영오･김현숙, 2018:199).
그동안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견이 존재하였으며, 반대
의견으로 법원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굳이 비동
의간음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위계･위력 등
다른 행위수단과의 체계상 비동의요건의 도입으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거나
비동의요건 자체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비동의 요건을 도입하기
1) 여성인권법연대･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2007),「§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7.2.8.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6449,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2007.4.18.
3)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등(2019),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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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른 행위수단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형법
제32장 전체적인 행위수단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전제하에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
소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등을
기술함으로써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진행 현황을 살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상담소 사례들을 검토
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인 영국과 독일에서의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동의기준 및 비동의의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를 검토, 분석
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국내외 사례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비동의간음죄 관련 문헌, 입법안과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해외 법률, 판례, 정책 등을 검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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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상담소 활동가 대상 FGI를 실시하며,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비동의간음죄 관련 사례수집 방향, 외국사례 분석
방향, 착수 및 중간보고, 보고서 초안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로 형법개정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의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은 형법각칙 개정안의 개정경과
및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의 하나로
비동의간음･추행죄 도입에 관한 쟁점과 신설여부에 관한 검토의견 등을 제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법개정연구회 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형법각칙 개정안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적 법익 중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형법각칙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및 형법각칙 개정안의 조문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장다혜･이경환(2018)의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는 성폭력범죄의 기본유형 및 행위수단 판단
기준에 대한 법체계적･실증적･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또는 비동의 요건의 추가 등 성폭력 행위수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현행 법체계 및 판례분석, 비교법 연구이고, 주요 연구내용은 형법
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 검토, 유형력 모델에서의 행위수단 해석(판례),
판례분석을 통한 처벌 공백에 대한 실증적 분석, 비동의간음죄 신설 내지 비동의
요건 도입 관련 쟁점, 해외의 비동의 요건 규정방식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형법상 성폭력범죄 관련 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다혜･홍영오･김현숙(2018)의 「젠더 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은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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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정과제인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기존의 처벌법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인권법상 젠더폭력의 개념과 처벌법상의 기본원칙
에 충실한 처벌법제 구성을 위한 원칙 및 개선안 도출, 이에 근거하여 젠더폭력
방지 및 성평등 관점에 따른 형법 및 특별법 개정,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법률
신설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이고,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 젠더폭력 관련 기존 처벌법 구조 및 사법처리
절차 분석, 국제인권법 및 해외의 젠더폭력 관련 처벌법제 검토,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편 방향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이다. 특히 이 연구의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조사에서 폭행･협박의 유형력 요건을 제거하고 비동의요건으로 대체
해야 한다는 의견(54.2%)이 높게 나와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근거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소 활동가 심층면접에 의한 비동의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는 현장 사례의 수집･분석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공백 사례들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의 비동의간음죄 도입국가 특히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법률, 판례,
정책에 나타난 사례분석을 통해 비동의간음죄 도입 현황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비동의
간음죄 도입시 비동의의 판단기준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4. 기대 효과
본 연구결과는 비동의간음죄 법안 마련시 또는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처벌 흠결의 해소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비동의간음죄 도입가능성 제고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실질적 보장기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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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비동의간음죄 관련 상담사례 수집이 중요한 연구방법이나 상담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여 상담소 활동가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의 사례수집이 필수적이나 상담소 활동가 대상의
FGI에 그친 것은 사례수집･검토의 한계라고 하겠다.
또한 비동의간음죄 관련 외국 사례를 찾기 위해 그 나라의 판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판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사례를 수집한 경우도 있었다. 각 나라의 판례연구를
통해 비동의간음죄 적용사례들을 검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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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보호를 들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와 파트너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내포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과
성행위를 할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재상, 2013:155).
현행 형법이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관계되는 성폭력범죄의 모든 유형을 규율하고 있지
는 못한데 그 중 하나가 비동의에 의한 간음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 등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동의없었음에 의한 성적 침해를 적극적으로 느끼
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지울
수 있는 수많은 비동의적인 성을 경험하고 있다.”(최은순, 1993:100)는 지적
에서 처럼 현실적으로 비동의에 의한 성적 침해가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최협
의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난가능한 성적 침해
중 극히 일부만 처벌되는 처벌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촘촘한 보호를 위해 성폭력을 동의없는 성적 행위로
개념화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필요로 하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의 2019.1.3. 접수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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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포함)사례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
협박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35명(71.4%),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95명(28.6%)로 나타났다4).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성폭력범죄로 신고된 피의자 31,013명 중 46.3%인
14,375명만이 기소됨으로써(대검찰청, 2019:226) 불기소되는 사건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없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다수 포함되는 것이다.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처벌의 공백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는 것은 관련 법이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제법적 역할을 하는 국제규약이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7년 일반권고 제35호 제29조
(e)에서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고, 2018년 동 위원회에서는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결과 한국
정부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
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 2019:19).
동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동의간음죄 도입관련 입법 진행현황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 법률안들이 20, 21대 국회를 통해 제안
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거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비동의’ 관련 문언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 한국여성단체연합(2019), 「21대 국회에 바란다! 총선 젠더 정책」, p.69 ; http://
women21.or.kr/rights/14347(2020.10.12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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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20, 21대 국회에 상정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형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자
(제안일자)

2012532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2018.3.19.)

“비동의” 문언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강간
강도가 사람에 의사에 반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강간

2012564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8.3.20.)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

201260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3.2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

2012795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8.3.30.)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

2014938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8.17.)

폭행이나 협박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간

2014981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8.21.)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
(피보호자)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람의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하여 거부 의사 표시에
강간
반한 강간

2015062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2018.8.27.)

(피보호자)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하여 위력으로 강간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이용

준강간 등

사람의 동의 없이 사람에 대하여 추행

강제추행

(피보호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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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354

2019460

2020810

2102898

발의자
(제안일자)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2018.9.6.)

“비동의” 문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보호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업무상 관계 등에
의한 간음

(피보호자+우월한 지위)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

업무상 관계 등에
의한 간음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박인숙의원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표발의
위계/위력으로써 동의를 받아 간음 또는
(2019.3.28.)
추행한 사람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9.6.4.)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0.8.1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피보호자) 위계/위력으로써 동의를 받아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동의없이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강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

강간

동의없이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9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

유사강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

유사강간

동의없이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추행

강제추행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

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

강간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강간
강제추행

* 20대에 발의된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은 21대에도 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45,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6.8.)되었으나 내용이 동일하여 21대에는 포함
하지 않았음.
자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2019), pp.24-25 인용 및 21대 발의된 법률안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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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들은 강간죄의 기본개념을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간죄의 기본개념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 다시 말해 비동의의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재의 강간죄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법률개정에 의한
입법화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일반인의 인식전환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법률안들은 강간죄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경우로 보거나 강간죄를 비동의에 의한 간음행위로 설정하고 폭행･협박의
경우는 가중된 형태로 보거나 강간죄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교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로 보는 등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법률안 중의 하나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여
형벌을 규정하며,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과 이에 연동된 형법의 체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5). 형법 개정안의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한 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법안내용은 강간죄 개정 연대협의체가 마련한 입법안과 상당히 유사
하다. 그 내용으로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형법으로 통합, 비동의를 성폭력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는 체계 개편 및 최협의설의 폐기, 강간･유사강간･추행
의 삼분체계의 재구조화, 가중요건 및 특별법 구성요건의 재조정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 2019:32-47).
성폭력범죄의 기본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설정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진일보한 것으로 성폭력개념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에 관한 법 개념을 동의여부로 바꾼
다면 성폭력 경험의 실제 상황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8,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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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안들이 적극적으로 발의, 의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논의과정
비동의간음죄 입법화 논의과정을 보면, 찬성과 반대, 신중론의 입장이 존재
한다.
우선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를 보면,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제1심
판결을 통해 언급된 비동의간음죄 도입논의를 바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에 초점
을 맞춘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모색하는 안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비동의를
성폭력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형법으로 통합하며,
강간･유사강간･추행의 3분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등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개선
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 2019:32-47).
또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이 새로운 성범죄 규정의 신설로 인한 성폭력 처벌
의 대상자를 늘리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피해
자들의 경험들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에
속한다(김정연, 2018:97). 다만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폭행･협박
에 의한 강간죄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법정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정연, 2018:80).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주로 정부측 입장이 주를 이룬다. 법
무부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경우 업무, 고용 기타 관계외에서 발생한 위계･
위력 이용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 강간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대법원 판례에서 넓게 인정하는 추세6)이며, 비동의
6)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판결(대법원 2005.7.26. 선고 2005도3071 판결), “법원이 성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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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죄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학계의견수렴,
해외 입법례 연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7) 법원행정처는 객
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삭제하고 강간 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상대방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해자의 진의에 반하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으로 범죄 성립여부가 좌우되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8).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피해자의 단순한 ‘동의’표시가 성
폭력범죄 성립여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남녀사이의 성적 소통행위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형법의 보충성9)의 관점에서 과잉
형벌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동 죄 신설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대신에 광의설을
취한다면 비동의간음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라고 한다(김혜정, 2019:285). 또한 비동의간음죄 입법론과 관련하여 영국이
50년에 걸쳐 2003년 성범죄법을 전면개정하였으며, 비동의간음죄를 위해 정부
의 폭 넓은 연구조사, 전문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했다
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보았다(김한균, 2018:439).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
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9도7709 판결)라는 판결을 통해 폭행･협박에 관한
최협의설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7) https://namu.wiki/w/%EA%B0%95%EA%B0%84%EC%A3%84/%EB%B9%8
4%E(2020.4.8. 최종접속)
8) https://namu.wiki/w/%EA%B0%95%EA%B0%84%EC%A3%84/%EB%B9%8
4%E(2020.4.8. 최종접속)
9) 보충성의 원칙은 법익보호를 위하여 형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형벌이 가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은 사회정책상 최후 수단
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벌이나
민법상의 각종 청구권은 이러한 형법의 최후수단적 기능을 확립하게 하는 우선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박상기(2000), 「형법총론」, 박영사,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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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보장과 폭행･협박없이 이루어진 사례의 처벌가능
성을 위해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처벌
의 공백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는 것은 관련 법이 그 목적
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국제법적 권고
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 법률안들이 20, 21대 국회를 통해 다수
제안되었다. 비동의 문언과 관련하여 다양한 안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중 강간
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여 형벌을 규정하는 안이 주목할 만한다.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관련된 찬성론, 반대론, 신중론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각 입장의 근거가 분명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조정
안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을 보강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보강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형법 집행과 관련된 기관들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관한 실무적인 우려와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역시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동의간음죄 도입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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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동의간음죄 관련 상담사례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
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상담사례 수집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 한 분의 자문을 받았다. 전국의
상담소 소장님들을 추천받았고 조사대상자 6인을 만나 2020년 10월 19일,
10월 22일 2차례에 걸쳐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상담소 상담사례 중에는 폭행･협박이 없는 의미있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사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심층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례내용을 청취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취를 하였고 녹취록을 작성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Ⅲ-1> 심층면접(FGI) 조사대상자
번호

일시 및 장소

상담기관

직위

지역

1

‘20.10.19(월) 14:00-16: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성폭력상담소a

소장

서울

2

상동

성폭력상담소b

소장

서울

3

‘20.10.22(목) 14:00-16:00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

성폭력상담소

소장

부산

4

상동

성폭력예방센터

소장

전주

5

상동

성폭력상담소

소장

강릉

6

상동

성폭력상담소

소장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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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내용
심층면접의 조사 내용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상담소에 들어온 사례 중 비동의간음죄 도입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조사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은 공개하지 않고 사건내용에 관한 것만 청취하였다.
또한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 신고된 것과는 상관없이 상담을 위해 들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2. 심층면접 결과
가.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가시화되기 어렵다. 이혼이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폭력이 일상적으로,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 구체적 협박인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통제, 억압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어떤 폭력 상황이 있을 때
화해의 수단으로 가해자는 그것을 화해라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맺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서 있던 통제 때문에 성관계에 응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판례에서 아내강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칼을 가지고 있었거나 신체적 폭력
이 수반되는10) 등 판례에서 협소하게 해석되어지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조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아내강간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데이트 관계도 그렇고 가정폭력 문제도 그렇고 거기서 지워지는 성
폭력 문제가 있죠. 맥락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나의 동의를 한 것도 아니
고, 그 사람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있어 왔던 폭력이지만 그것이 강간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이것이 타인의 관계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발
생했을 때는 강간으로 수사기관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
10)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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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문제
가 발생했을 때는 가시화 되기 어렵고, 더 폭행과 협박의 최협의로 해석하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내 강간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
이 되게 협소하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 사이에 신체적 폭력이 그 사
이에서 수반되고 있었다든지 더 협소하게 해석되어지는 지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저희가 가정폭력에서 진술 얘기를 할
때 되게 성폭력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혼 내에서 가사나 폭력이 있었다고
드러내는 문제이지, 그걸 이 사람을 강간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어렵기 때
문에 그것을 일일이 사건화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상담기관3)

부부간에는 성적 수인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을 이유로 강간이 인정된
다고 보고 있다11). 그러나 그때의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등 폭력을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부부간의 성폭력을 사회통념상 아내가 해 주어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렵다.
하나하나 다 했을 때 사실은 너무 일상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고, 10년간
같이 살아왔을 때 어떤 사건이 강간이었다고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하더
라도 그런 맥락을 이해할 때 여전히 사회 통념상 그것이 여자가 당연히 해
줘야 할 일, 부부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일, 진짜 칼을 들거나 죽이겠다고 수
반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강간으로 문제제기하기도 어렵고, 법률전문가
들도 피해자분들이 많은 가정폭력사례의 목표를 이혼으로 잡고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개별로 사건화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정폭력으로 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지금 상황들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상담기관3)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을 사소하게 보는 인식은 수사기관에서도 예외
가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성폭력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여도 사소하게 취급하여
사건화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어느 정도 드러난 사건인데 되게 심한 가정폭력, 상해가 있는 가정폭력
인데 사실 상해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항상 가해자가 요구했던 것은 화해
11)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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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강간을 하는거였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화해, 피해자 입장에서
는 강간인거죠. 내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이 있고, 무
기력한 피해자들에게 강간하는 경우가 가정폭력에서 많이 드러나는 일이긴
한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상해로 고소하면서 강간에 대한 이
야기를 해도 수사기관은 그걸 인지하지 않는거죠. 수사기관에 내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사소하다고 부정당하면 이 문제는 사건화
하기 힘들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증거가 상해, 폭행 그런 것들만 형
사화되고 그런 문제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상담기관3)

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사례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
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으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여성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 장애인으로 그룹 지어졌던 사람들이 자신이
정상이라는 그룹에 편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를 비장애 남성과
결혼, 연애로 인식하기도 한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스
스로 위축되며, 비장애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성적 관계를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장애여성이 가해 남성과의 관계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피해
여성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거나 혹은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채팅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야. 우리는 처음 만난 날 성관계
하는 게 가능해? 할 수 있지만, 이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하고 싶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을 보이고,
똑똑하다고 해주고, 노래방에도 가자고 해.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서 현재가 친밀하지 않을지라도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희망
하거나 지금의 이 순간을 친밀한 관계라고 오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해
자가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거야, 1일 차야.’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상담기관1).

또한 가해행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생활방편일 수 있다. 장애
인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아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일
수 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친구일 수도 있고, 맨날 아빠

Ⅲ. 비동의간음죄 관련 상담사례 분석 ❚ 25

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요구
했을 때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성폭력의 상황을 참아야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고 그 상황을 좀 참으면 다른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것을 동의로 본다면 이러한 동의가 개인의 자유의사와 동의할 자유에 의한 동의
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 경우를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성폭력을 관계의 연장선 안에서 상황이 아닌 그 순간의 이벤트로만 얘기할
때 순간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폭행협박이 얼마나 폭행이 있었는지 동의,
비동의 의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밝혔는지 그걸 밝히게 하거든요. 그 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또 살아야 하잖아요. 살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장애인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했죠. 아는 사람인 경우 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친구일 수도 있고, 맨날 아빠한테 두드려 맞아도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폭력의 상황은 참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성폭력의 순간을 좀
참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것을 줘. 그러면 이걸 대가로 받는다는 거죠.
아빠의 폭력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서 갔는데 아빠 친구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빠로부터 보호해주면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줬어. 근데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NO라고 하면 집을 나가야 해. 길거리에서 자야하잖아요. 무섭
잖아요. 이 집에 있으려면 이 아저씨의 요구를 들어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아저씨의 비위를 맞추면서 있어. 그 관계를 거래라고 해야하나요? 잠 잘
곳을 제공해주니까 성매매라고 해야하나요? 이 사람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
한거잖아요. 이걸 이 사람은 동의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장애
여성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인이어도 알아요. 내가 이 사
람을 거절하는 순간 난 여기서 나가야하는구나, 난 어디서 자지? 밖은 무섭
고 추운데. 그러면 그 순간을 견디는거죠(상담기관2).

다. 무방비상태에서의 성폭력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사례 중 무방비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피해자가 해외여행 중에 케첩 테러(케첩을 던지고 당황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남)를 당한 상황에서, 여행사이트를 통해 만난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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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이 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케첩테러를 당한 이후,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을 당시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수백 만명이 있는 여행사이트에서 해외여행 동행하
자고 올렸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있던 일인데 이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르
니까 동행사이트에 올렸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내가 안내해주겠다고 한 거
예요. 거기서 파리의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12시인데 밥 먹고 그러다 보
니까 꼭 내가 데려다 줄께. 꼭 안가도 되면 자기 숙소에 갔다가 내일 아침
에 가라! 그렇게 됐는데 숙소에서 밤에 어쨌든 성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게 어떻게 판단이 내려졌냐하면 결정이 났어요.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혐의
예요. 폭행･협박이 없어요. 남자를 만나기 바로 전에 케첩 테러를 당해서 짐
을 다 뺏기고, 그거 달라고 쫓아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고 너무 힘들어
서 파리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곳에 간거고, 아까 얘기
한 것처럼 폭행･협박이 없었지만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안먹히는거죠.(상담기관4)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고, “꿈을 꾸고 있는 것
처럼 희미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일관
성이 없다고 보아,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술을 먹었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거 있잖아요. 정신이 없는 건 아닌데
내 몸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당한게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때 뭘 했고, 걔가 어떻게 했고, 근데 왜 가
만히 있었냐고 하는거예요.(상담기관5)
수사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일관성 있는게 아니라는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오늘은 생각이 안나고, 2차 수사때는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일관성이 없고, 가해자는 이미 내가 아니라는 것
을 프레임을 다 짜서 하는데 가해자는 신빙성 있게 난 아니었다. 이런 경우
에 둘만이 있었기 때문에...(상담기관6)
그게 끝나고 증거불충분으로 블랙아웃 됐을 때 일관된 진술이 쉽지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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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가 저항했다는 것들, 그리고 준강간으로 인정이 안되고, 그럴 때 거의
무혐의가 되더라고요. 무혐의가 되면 바로 역고소가 들어오더라고요. (상담
기관6)

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금전적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에 의한 비동의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동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누가 더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따라 피해가 발생
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요구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물주인 가해자와 임차인인 피해자사이에서 성관계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
고 하지만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건물주의 말을 거절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다.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없음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연 피해
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건물주예요. 그 근처의 모든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건
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건물주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거
고. 충분히 노래방에 있던 자기 노래방이 사건 현장이니까 노래방에서 도움
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안했고...이런게 뭔가하면 건물의 주인이어서 이 사
람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많고, 가게가 잘 안돼서 보증금을 까먹
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가려고 내놨는데 건물이 안 나가고 하니 어
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받아서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까.. 이건 폭행･협박 없어요.(상담기관4)
건물주가 사실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주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여성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거
예요.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돈 주고 그런게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건물주
에게 눈치 보여야하는 상황이 있고,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행관련 상담 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피해자는 나이도
되게 있으세요. 건물주가 나이가 더 많으신 거죠. 80대 이상, 여기서 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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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고, 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받
아서 나가시려고 어떻게든 이 사람과 척지지 않으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상담기관5)

마.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사례 중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
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종교지도자와 신도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종교지도자와 신도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
자일 때부터의 관계가 성인으로 이어져 성인이 되는 순간 그동안의 관계가 성
착취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하려해도 주위에서 성인간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몰아감으로써 법적 체계안에서 자신의 폭력피해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종교계, 문화예술계는 그루밍처럼 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계는 진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여성들 중에 나는 이렇
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상담기관4)
굉장히 오래된 공동체에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고, 그 사람과 미성년자
때부터 관계맺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성인이 되는 순간 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착취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성
착취를 당했구나.”라고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도 “너 성인이잖아, 성인이 동
의해서 한거잖아.” 이렇게 맥락되어질 때, 여성이 자신의 폭력피해를 충분
히 법적 체계 내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하죠.(상담기관3)

긴 세월동안 종교지도자와 신도와의 관계로 만나 오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
지만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성관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피해자가 가진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존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존경과 구분되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없음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비동의간음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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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담소 피해자는 15년의 세월이 다 피해인거야. 내가 하면서 즐거웠던
것도 있었던거예요. 존경하는 것과 섹스가 구분이 되어야하는거잖아요. 구
별이 안되니까 피해자가 가진 상처도 어떤 식으로도 치유가 안되는 거야.
비동의 간음죄가 생기면 깔끔하게 이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형
을 선고받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상담기관6)

바. 가해자의 전과전력, 소문의 두려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사례에는 가해자의 전과전력, 소문의 두려움 등 특수
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서 느끼는 물리적인 압박감으로 피해자는 성관계의 요구를 강력
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해자의 전과 등 전력을 알고 있거나,
가해자의 체격적 조건이 우월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비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전력을 아는 경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을 알거나 이 사람이 전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문신이 있다. 이 사람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체격적 조건이 그랬을 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거죠.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상담기관5)
저항 자체를 할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해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는 이해가 되는거죠.(상담기관5)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주변의 상황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
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에서조차도 무혐의
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의사
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것들이 폭행･협박 없이 침범해도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전 애인관계 또는 성관계
가 있었던 경우는 이번 성관계에도 동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회통념이나
남성중심적인 편견들이 수사･사법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 재고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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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으로부터 경험한 것인데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야기 하자
고 졸라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가냐고 하
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한 거예요. 술 먹다가
옆에 와서 끌어안고 침대에 앉히고 성교를 했데요. 근데 자취방 하숙집이어
서 소리 지르면 다른 과 애들이 다 오고 듣고 오해 할까봐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소문낼까봐 참았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내가 어떤 행위
를 한 것을 다른 방 애들이 소문내거나 이전 애인이 소문을 낼까봐 그게 두려
워서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경찰에 갔는데 이건 무혐의다. 무고
죄 갈 가능성이 있다.(상담기관5)

3. 소결
폭행･협박이 없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언어 안
에서 여성의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피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폭행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는 다양한 통제와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요구하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의 성폭력은
장애인에게 자주 발생한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 남성이 성적 관계를 제안했을 때, 관계의 단절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이를 거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한다.
피해자가 손을 쓸 수 없는 무방비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심리적인 위축
감 등으로 동의없음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나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이유나 권력위치 등 취약한 상황에 있어서 동의없음
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게 된다. 가해자의 전과전력이나 소문에 대한 두려
움으로 동의없음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여기서 살펴 본 상담사례들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의 경우
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가 다시 말해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할 수 있었는가가 성폭력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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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 인정
으로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처벌할 수 없었던 성폭력사례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상담사례 중 70%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동의간음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일반인의 인식
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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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죄체계론에서 피해자 권리의 의사표현은 승낙 또는 양해의 지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체계적 지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사유로 논의되며12),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
조각13)이나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14)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형법 제24조
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의사표현은 범죄체계론 하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비동의간음에
서의 ‘동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비동의간음죄 연구에서 외국 사례연구의 중심은 성범죄체계에서
‘동의’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느냐이다. 피해자 의사표현의 요체인
‘동의’가 성범죄체계의 기본유형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은 가해자 행위를 중심으로
성범죄를 기술하던 기존의 규정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형법규범기술의 차원에서 규정된다는 것은 형법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비동의간음 관련 성범죄 법률의 입법과정, 그에
따른 해석과 정책 또는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양국의 비동의간음 관련
입법체계의 차이점과 판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2) 김성돈(2019),「형법총론」, SKKUP, p.307 이하 참조.
13)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14) 대법원 1983.5.24. 선고 82도1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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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체계
성범죄체계가 ‘동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피해자의 의사인 ‘동
의’가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 성문법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느냐에 관
해서 검토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피해자중심관점의 입법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성범죄법 전면 개정을 위해 영국 내무부가 발행한 2000년 ‘성관련
법률개정을 위한 기본범주들’ 보고서 Ⅰ,Ⅱ 등을 통해서 동 법률 입법과정의
화두와 논의과정에서 ‘안전하고 정의롭고 관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
영국 정부의 정책원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2003년 영국은 ‘성범죄법 ’의 전면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기본
유형을 비동의성관계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행위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호
법익인 당사자의 권리가 어떻게 형법적으로 규범화하여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법률의 ‘동의’가 판례에서 성범죄의 기본유형의 구성요건
요소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국 2003 성범죄법, 동의중심의 “Yes-means-yes”
모델의 수용
1) 영국 성범죄법 개정의 배경
가) 피해자 중심적 관점의 전면도입
(1)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 법문언 기술형식에서 탈피
성문법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으로 죄와 형을 법에 미리 정해두는 방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죄’는 규범수범자의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기술되는데, 가해자의 행위금지유형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가해자를 중심으로 금지행위 유형이
기술되고 재판도 가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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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불문법국가이므로 법률과 동일하게 판례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의 전면개정 이전에도 판례를 통해서 동의의 정의와
기준이 구축되어 온 것이 존재하였고, 이를 재정비하여 법률에 ‘동의’의 개념
을 명시하였다.
이는 가해자중심으로 기술되던 성문법과 판례중심의 피해자 동의기준이 존재
하던 성범죄 처벌기준을 성문법으로 통합한 것이고,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
관점에 따른 법제도를 전면 전환하여 피해자중심적인 법문언의 마련과 절차의
마련을 위한 관점의 변화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영국 노동당 내각의 피해자 중심적 사법정책 마련
피해자 ‘동의’ 유무의 규범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관점이 바뀐 것이다. 행위
자의 행위유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금지규범을 기술하는 법문언에, 피해자
의 의사인 ‘동의’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가해자 중심적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법절차가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
의 원칙, 형사소송절차의 법적 마련 등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존재했던
근･현대 형법이 도입할 수 없었던 피해자 규문화되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적
범죄해결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97년이후 수립된 영국 노동
당 내각이 보여주었던 피해자중심적 사법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부터 2007년까지 노동당 내각을 이끌었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자신의
이념을 ‘제3의 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듯이 영국 사법정책도 제3의 길을 방향
성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사법제도의 응보적
측면보다는 회복적 사법을 영국 형사사법제도의 주류로 형성하고자 시도하였
으며, 소년사법분야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제3의 길을 먼저 걷게 되었다.15) 당시
영미 형사사법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피해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도입하고자
한 노력들은 유엔 형사사법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핸드북16)에서도 알 수 있다.

15) C. Hoyle/R. Young, Restorative Justice. Assessing the prospects and
pitfalls, the Han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533.
16) UN CRIMINAL JUSTICE HANDBOOK SERIES: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UNITED NATIONS New Yor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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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자 보호 중심적 관점
영국 내무부의 정책목적17)이자 영국 형사사법의 목적18)인 ‘안전하고 정의
롭고 관용적인 사회구축’19)정책은 피해자 중심적으로 성범죄체계를 전면 개정
하게 된 정책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정부는 아동대상 성
착취와 성매매산업의 확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1956년 성범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한 바가
있었다.

2) 영국의 ‘동의’ 중심의 법률 기술
가) ‘동의’의 법률 문언화
(1) 2003년 법문의 성문화 이전, ‘동의’ 판단기준 명확화의 필요성
2003년 성범죄법 제74조 이하 동의에 관한 규정들은 이전의 판례를 통해서
축적된 동의판단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법화가 가능했다. 기존의 동의판단
기준들은 명확성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온 피고인의 “잘못된, 그러나 정직한 신뢰”를 성문화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신뢰”
로 판례가 만들어 온 기준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동의 능력을 기준으로 나뉘는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기준으로 성범죄가 나뉘는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중심
적인 성범죄 체계가 도입되었음을 뜻한다.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자인지의
유무는 법체계에서 보호하고자하는 약자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강간,
성적 폭행, 아동성착취, 정신장애자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관음
등으로 범죄를 유형화하고 있는 기준이 된다.

17) Home office, Building a safe, just and tolerant society, p.14.
18)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chapter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67.
19) Home office, Building a safe, just and tolerant society,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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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성범죄법상 ‘동의’ 해석의 판단기준과 기술방법
2003년 성범죄법상 제74조 ‘동의’규정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에 ‘동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경우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0).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결정의 능력이 ‘동의’ 규정의 핵심이다. 그래
서 영국의 성범죄체계는 기본범죄유형이 동의의 결여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자
유 침해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의 동의가 문제시된다. 또한 뒤따르는
행위유형을 통해서 성적인 영역의 동의가 국가개입의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한다.

제74조 동의
제1부의 목적상, 사람은 그가 스스로 선택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다음과 같이 동의에 대한 증거의 추정규정을 통해서 판단된
다21). 기존 판례에서 가해자의 ‘잘못된, 순수한 신뢰, 순진한 신뢰’로 불리우던
가해자 중심적 판단을 ‘합리적인 신뢰’라는 기준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다.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동의했다고 신뢰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
야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해자중심적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제75조 동의에 대한 증거의 추정
(1) 본 절에 의해 적용되는 범죄의 소송절차에서
(a) 피고인이 관련 행위를 하였고
(b) 제2항에 규정된 사정이 존재하고
(c)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의 동의
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
다고 보고, 고소인이 합리적으로 동의했다고 믿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20)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68.
21)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p.68-69.

40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고소인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
으로 본다.
(2) 사정은
(a) 관련된 행위시 내지 그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람이 고소인에 대해 폭력
을 사용하거나 고소인에게 즉각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
거나
(b) 관련된 행위시 내지 그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고소인이 타인에 대해 폭력
이 사용되었거나 즉각적인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거나
(c) 고소인이 관련 행위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구금
되지 않았거나
(d) 관련 행위시 고소인이 잠이 들었거나 기타 의식이 없었거나,
(e) 고소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고소인이 행위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동의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거나,
(f) 고소인의 동의없이 고소인에게 물질을 투여하거나 투여하도록 하여 그로 인해
관련 행위시에 고소인이 몽롱하게 하거나 제압되도록 하는 경우
(3) 2항의 (a), (b)에서,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대한 의미는 일련의 성적 행위 중
하나의 행위인 경우 첫 번째 성적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비동의와 가해자가 피해
자의 비동의를 인식했다고 추정한다22).

제76조 동의에 대한 결과의 추정
(1) 본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관련행위를 하였고, 제2항
에 규정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면, 결과적으로 다음이 추정된다.
(a) 고소인이 관련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b) 피고인은 고소인이 관련 행위에 대해 동의했다고 믿지 않았다.
(2) 사정은
(a)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관련 행위의 속성 또는 목적에 대해 기망
하거나
(b)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가장하여 관련
행위에 대한 동의를 유도한 경우

22)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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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의에 관한 규정은 성과 관련된 행위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기본적
인 구성요건요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먼저 ① 고의, 그리고
② 성 범죄 행위, ③ 피해자의 ‘동의’유무 ④ 가해자의 인식유무를 확인 후, ⑤
동의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
강간죄를 기술한 예를 살펴보면, ① 고의: ‘의도적으로’ ② 성 범죄 행위: ‘사
람(A)이 다른 사람(B)의 질, 항문 또는 입에 성기를 삽입’ ③ 피해자의 ‘동의’유
무: ‘B가 해당 삽입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④ 가해자의 인식유무: ‘A가 B가
동의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⑤ 동의 해석의 원칙: ‘A의 신뢰
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A가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성범죄 유형별 법률기술 방법
(1) 강간
전술하였듯이 ① 고의, 그리고 ② 성 범죄 행위, ③ 피해자의 ‘동의’유무 ④
가해자의 인식유무를 확인 후, ⑤ 동의 해석의 원칙을 적용의 체계로 성범죄
행위유형별로 금지규범이 기술되어 있다23). 특히 피해자가 ‘해당 삽입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강간의 행위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성의 순결,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위유형인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 강간의 기본 행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행위를 나열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람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에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개입한다는 원칙이 잘
드러난다.

제1조 강간
(1) 사람(A)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의 질, 항문, 또는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b) B가 해당 삽입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c) A가 B가 동의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23)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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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신뢰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A가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본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 제75조, 제76조가 적용된다.
(4) 본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를 한 자는 정식기소로 종신 구금형 이하에 처한다.

(2) 삽입에 의한 폭행(Assault by penetration)
‘해당 삽입행위가 성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24). 우리나라 유사
강간 규정의 경우 ‘성적’이라는 문언이 없다.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의2) 이러한 행위자체는 성적인 의미를 지녀
야 성범죄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음에 비해서
영국 2003년 성범죄은 ‘성적인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명에 의해서 삽입행위가 폭행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2조 삽입에 의한 폭행
(1) 사람(A)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의 질, 항문, 또는 입에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삽입하고,
(b) 해당 삽입행위가 성적이며,
(c) B가 해당 삽입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d) A가 B가 동의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2) A의 신뢰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A가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본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 제75조, 제76조가 적용된다.
(4) 본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를 한 자는 정식기소로 종신구금형 이하에 처한다.

(3) 성적 폭행(Sexual assault)
해당 신체접촉이 성적이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에 대해 신체접촉(touching)
24)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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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을 성적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5). 남성과 여성의 성기삽입, 성기
삽입과 유사한 행위에만 강간과 유사강간이라는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추행’이라는 용어로 성적인 의미를 해석해내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
의 행위규정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기본적 행위유형을
‘폭행’에 두고 있다.

제3조 성적 폭행
(1) 사람(A)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에 대해 신체접촉(touching)을 하고,
(b) 해당 신체접촉이 성적이며,
(c) B가 해당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않으며,
(d) A가 B가 동의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2) A의 신뢰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A가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본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 제75조, 제76조가 적용된다.
(4) 본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를 한 자는
(a) 약식기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한다.
(b) 정식기소인 경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4) 동의없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Causing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26).
이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행위들이 ‘성적인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

제4조 동의없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1) 사람(A)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이 행위를 하도록 하고,
(b) 해당 행위가 성적이며,

25)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13.
26)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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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가 해당 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d) A가 B가 동의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나. ‘동의’규정의 해석과 판례
영국의 법률들은, 성범죄의 폭력적인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규정하였던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형사 사법 체계로부터 본래 내재해 있던 성차별주의
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27) 대표적인 것이
동의규정을 성문화한 것인데, 2003년 성범죄법 개정을 통한 동의개념의 법규
화는 무에서 유를 담은 것은 아니다. 기존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부동의
추정이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잡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각각 직접적으로
동의가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동의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동의개념에
대한 명확화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개정 전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정직하게 믿은 경우(순수하게 믿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다. 피해자의 동의와 가해자의 동의에 대한 인식 또는 부주
의에 대한 판단이 판례에서 중요했다. 동의는 자체로 논의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비동의가 입증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즉, 유형력의 사용
또는 유형력에 대한 두려움(제3자에 대한 위협)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잠이
드는 등 무의식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행위의 본질에 대한 기망으
로 인해 오해를 한 경우(예를 들어 그 행위가 성행위가 아니라고 속여 행위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가장한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나 파트너 등으로 가장한
경우), 피해자가 행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연령･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동의 또는 저항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의 부동의, 동의의 결여로 추정
되었다.28)
27) 박미숙 외(2010),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p.28.
28) Home office, Setting the Boundaries: Reforming the law on sex
offences, Vol.1, 2000, para.2.2.2. 장다혜･이경환(2019), p.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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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판례로, 동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가 1982년의 ‘R v Olugboja’29)
인데, 협박에 의한 강요가 아니더라도 특정되지 않은 강요의 상황에서 마지못
해 복종한 것이라면 유효한 동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2003년 개정으로는 ‘동의’규정과 관련해서 주로 동의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변화한 점이 논의되고 있다. 동의의 법적 정의의 제공의미, C의 기만행위가 C
의 동의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C의 동의에 대한 D의 믿음의 역할이
다.30) 이것은 2003년 성범죄법이 동의 ‘능력’, 동의할 ‘자유’,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의 과제를 낳는다.
이러한 점에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추가 입법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31) 영국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은 측면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32) 툴키트를 통해서 강간사건에서 동의판단에 대한
각각의 논점을 안내하고 있다.33)

1) 동의 능력34)
동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영국검찰에서는 ‘술
또는 약물의 영향, 동의를 표현할 소통이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나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잠들어 있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9) R v Olugboja [1982] QB 320. 1956개정 성범죄법 하에서 나온 동의관련 주요
판례(amended Sexual Offences Act 1956, s 1)
https://www.lawteacher.net/cases/r-v-olugboja.php(2020.10.29. 방문)
30) Catarina Sjölin, Ten years on: Consent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First Published February 6, 2015.
31) Jesse Elvin, The Concept of Consent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72, 6: First Published
December 1, 2008., pp.519-536.
32) https://www.cps.gov.uk/ (2020.10.29.방문)
33) Tool-kit-for-advocates-consent.pdf
(https://www.cps.gov.uk/ (2020.10.29. 방문))
34) 영국 검찰청에서 ‘Tool-kit-for-advocates-consent’을 통해 제시한 동의능력과
관련한 참조판례:
R v Bree [2007] 2 Cr App R 13, [2007] EWCA Crim 804; R v H [2007]
EWCA Crim 2056; Coates [2008] 1 Cr App R 3, [2007] EWCA Crim
1471. (https://www.cps.gov.uk/ (2020.10.2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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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동의할 자유는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영국검찰에
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는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경우,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특히, 가족
구성원, 교사, 종교 지도자, 고용주, 조직폭력, 보호자, 의사), 재정적으로나 보살
핌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한 경우, 나이차이가 있는 경우,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를 동의할 자유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가해자가 어떻게 동의를 알게 되었거나 동의를 믿었는지, 가해자가 취약한
피해자를 착취한 것은 아닌지 등을 본다.

4)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 징후를 인식하거나 무시한 경우, 일부만이 아니라(예
를 들어, 성적 동의 성교는 하지만 구강 성교는 하지 않는다.) 모든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순수하게 믿은 경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도
가해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스코틀랜드
의 No-means-no의 도입과 같은 맥락이다.35)

2. 독일 :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형법 체계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형법(Sexualstrafrecht) 체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2016년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gegen den erkennbaren

35) 박미숙 외(2010),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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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n; §177 Abs. 1 StGB)36)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로 하여금 성
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
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독일형법 제177조는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침해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
하는’ 성적 침해행위만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정의(negative
definition)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독일형법이 “Yes-means-yes” 모델이 아닌 “No-means-no”
모델을 수용하게 된 배경과 개정 연혁, 영미법계의 비동의간음죄 규정과의 차이
점을 개관할 것이다. 이어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 결정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형법개정 이후 성적 침해행위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개정 독일형법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중심으로 성폭력 행위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177조 전면 개정 외에 집단 성적 괴롭힘 또는 성추행을 새로운 범죄구성
요건으로 두는 제184i조도 신설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제177조 제1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가. 개정 독일형법 : “No-means-no” 모델의 수용
1) 독일형법 개정 배경
2016년 11월 10일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gegen den erkennbaren
Willen; §177 Abs. 1 StGB)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로 하여금

36) 독일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그에게 실행하거나 그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거나 그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해 성적 행위를 실행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인토록 하는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Wer gegen den erkennbaren
Willen einer anderen Person sexuelle Handlungen an dieser Person
vornimmt oder von ihr vornehmen lässt oder diese Person zur
Vornahme oder Duldung sexueller Handlungen an oder von einem
Dritten bestimm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177.
html,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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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
록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No-means-no” 모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형법 개정안이 시행되
었다.37) 동 개정은 구형법상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성적 침해행위가 성
폭력 범죄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독일사회 내부의
요청에 더하여 2011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협정(das Übereinkommen des Europarats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und häuslicher Gewalt;
이하 ‘이스탄불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차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강제추행 사건
은 성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 규정에 ‘처벌공백’(Strafbarkeitslücken)이 존재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분수
령이었다.38)
쾰른에서 집단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2016년 초
에는 폭행은 없었지만 피해 여성이 “그만해(Hör auf)”, “안 돼(Nein)”라고 말했
음에도 간음 행위가 실행에 옮겨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
되는 일명 ‘지나-리자 로핑크(Gina-Lisa Lohfink)’ 사건이 발생하였다.39)
동영상이 촬영되었던 시점은 2012년으로, 피해 여성은 당시 데이트 강간 약물
(K.o.-Tropfen)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
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계기로
가해 남성 2명을 약물이용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위증죄로
24,000유로(한화 약 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40)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적
37)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Schutz
SexuelleSelbstbestimmung.html,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38) Lamping 2017, Die Rationalisierung und Überregulierung der Sexualität.
JR. S. 347.
39)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인 지나-리자 로핑크(Gina-Lisa Lohfink)는 “Germany’s
next Topmodel”이라는, TV시청자 투표 방식으로 데뷔할 모델을 최종 선발하는
독일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되어 모델로 활동 중이었다.
40) Frommel 2016, ≫Nein heißt nein≪ und der Fall Lohfink, Novo
Argu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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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에 대해 형법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일 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었다41). 당시 TERRE DES FEMMES(여성의 땅) 등 여성단체는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세 차례 반복하여 말한 “안 돼(Nein)”에 담긴 거부의사가 존중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Nein-heißt-Nein” 캠페인을 전개,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독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독일여성법률가회
(Deutscher Juristinnenbund e.V.) 또한 독일이 2011월 5월 11일 이스탄불
협정에 서명한 것을 환기하며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42)

2)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비동의간음죄
규정과의 차이
이와 같이 형법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린 일련의 사건 내지 과정으로 인해
독일의 사례는 자칫 비동의간음죄를 형법상 도입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국내
에도 독일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침해행위를 강간 등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독일형법 제177
조는

“Yes-means-yes

(Ja-heißt-Ja)”

모델이

아닌

“No-means-no

(Nein-heißt-Nein)” 모델로 한 걸음 물러난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비동의간
음죄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동의 없는’ 성적 침해행
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
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형법 제1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범위는 구형법보다는 넓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독일에서 “Yes-means-yes” 모델이 아닌 “No-means-no” 모델로 형법개정
41) Frommel 2016, ≫Nein heißt nein≪ und der Fall Lohfink, Novo
Argumente.
42) djb-Stellungnahme zur grundsätzlichen Notwendigkeit einer Anpassung
des Sexualstrafrechts (insbesondere §177 Abs. 1 StGB) an die Vorgaben
der Konvention des Europarats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und häuslicher Gewalt (Istanbul-Konvention) von
2011 vom 9.5.2014, https://www.djb.de/Kom/K3/st14-07/,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djb-Stellungnahme zum Entwurd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Umsetzung europäischer Vorgaben
zum Sexualstrafrecht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 vom 25.7.2014, https://www.djb.de/Kom/
K3/14-14/,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50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의 방향이 수정된 것은 무엇보다 법정에서 동의 여부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No-means-no”
모델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거부의사를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던 경우
에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Yes-means-yes” 모델
에 따라 형법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
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43) 독일어권 국가 중 선제적으로 “No-means-no” 모델
을 수용하여 2015년 7월 23일 형법을 개정한 이웃국가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역시 좋은 참고가 되었다.44)
“Yes-means-yes” 모델에서 “No-means-no” 모델로 형법개정 방향을 전환
하는 데에는 독일 내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Nein-heißt-Nein”
캠페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No-means-no” 모델은 동의 없는 모든 성
적 침해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Yes-means-yes” 모델에 비해 법리적
으로는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다소 좁혀진 것이나, 캠페인을 통해
“No-means-no” 모델이 주장하는 바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거부의사를 ‘인식가능한(erkennbar)’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독일 특유의 해법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경우 Sexual Offence Act 2003에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45) 독일에서는 동의
여부가 아니라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규정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같은 독일어권 국가로서 독일과 법체계가 유사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이스탄불 협정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종래 형법에 큰 폭
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조항(§205a öStGB)을 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No-means-no” 모델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독일과 유사하지만
43) Herning/Illgner 2016, “Ja heißt Ja”-Konsensorientiert Ansatz im
deutschen Sexualstrafrecht, ZRP, S. 80.
44)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I/I_00689/index.shtml,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4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part/1/crossheading/
causing-sexual-activity-without-consent,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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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거부의사가 인식가능할 것을 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한다.46)
최근에는 “No-means-no” 모델에 입각한 독일의 개정형법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등 동의를 중심으로 하는 “커먼로의 성형법(Sexualstrafrecht
des common law)”47)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모델로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발표되고 있다.48) 따라서 개정된 독일형법 제177조는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한 종래 성형법 체계를 인식가능
한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최근 우리나라
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
하다.
“커먼로의 성형법”에서와 같은 “Yes-means-yes” 모델은 아니지만,
“No-means-no” 모델이 도입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독일형법 제177조의
개정은 1871년 제국형법(Reichsstrafgesetzbuch) 제정 이래 폭행 또는 협박
이 수반된 경우에 한해 강간의 성립을 인정해 온 성형법의 핵심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히 “패러다임 전환”(Paradigmenwechsel)49)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Nein-heißt-Nein” 모델 도입을 통해 성폭력(sexueller
Mißbrauch)과 강제추행(sexuelle Nötigung)만을 규정하고 있던 독일 형법
46) 오스트리아 개정형법 제205a조 제1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곤경을
이용하거나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 행위를
실행한 자는 다른 규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Wer mit einer Person gegen deren Willen, unter Ausnutzung
einer Zwangslage oder nach vorangegangener Einschuchterung den
Beischlaf oder eine dem Beischlaf gleichzusetzende geschlechtliche
Handlung vornimmt, ist, wenn die Tat nicht nach einer anderen
Bestimmung mit strengerer Strafe bedroht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zu bestrafen.),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
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296,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47) Kempe 2018, Lückenhaftigkeit und Reform des deutschen
Sexualstrafrechts vor dem Hintergrund der Istanbul-Konvention.
48) Hoven/Dyer 2020, „Only Yes means Yes?” Aktuelle Entwicklungen im
australischen Sexualstrafrecht und Folgerungen für die deutsche
Diskussion, ZSTW, S. 261f.
49) Hörnle 2017,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sexueller
Selbstbestimmung, NStZ,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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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분적 논리(Dichotomie)에서 탈피할 수 있었으며, 형법개정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에 대한 필수적인 구성요건에서 가중처벌요건으로 성형법에
서의 위상이 조정되었다.50)

3) 독일형법 개정 연혁
가) 연방법무부 초안 및 정부안
시기적으로 볼 때 독일이 형법개정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이웃국가 오스트리
아가 No-means-no 모델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2015년 7월 23일 형법을
개정한 것에 추동된바 크다고 보인다. 독일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가 초안(Referentenentwurf: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이하 ‘연방
법무부 초안’)을 제출한 시점은 2015년 7월 14일로, 오스트리아 연방의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51) 독일도 이스탄불 협정의
국내 이행을 목표로 총 26명의 형법 및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성형법
개혁위원회(Reformkommission zum Sexualstrafrecht)를 구성, 2015년 2월
20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52)
2015년 7월은 성형법 개혁위원회가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기에
다소 이른 시점이었다.
오스트리아는 1975년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형법53)을 개정하기
위하여 연방법무부 주도로 워킹그룹 ‘StGB 2015’를 구성, 2013년 2월 27일
부터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형법 개정안을 차분히 준비해 왔다. ‘StGB
2015’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개정안은 성형법 규정 외에도 형법 전반을 포괄
하는 것이었다. ‘StGB 2015’는 성형법 규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춘 워킹그룹은
50) Hörnle 2017,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sexueller
Selbstbestimmung, NStZ, S. 14.
51) https://www.ris.bka.gv.at/eli/bgbl/I/2015/112,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52) Abschlussbericht der Reformkommission zum Sexualstrafrecht dem
Bundesminister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S. 381.
53) 법무부(2009), 「오스트리아 형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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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으나, 이스탄불 협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형법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을 주지하고 있었다.54)
성적 침해행위 규정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 ‘StGB
2015’은

“인식가능한

의사(erkennbaren

Willen)”

외에도

“거부의사

(ablehnenden Willen)”, “명시적인 의사(ausdrücklichen Willen)”, “분명한
의사(erklärten Willen)”, “반대의사(entgegengesetzten Willen)” 등 독일어
권 형법학계에서 제안된 용어들을 두루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StGB
2015’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침해행위를 구성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이스탄불 협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경우에
는 강간에 대한 기존의 오스트리아형법 제205조를 적용하면 되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부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경우55) 또한 가벌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StGB 2015’는 피해자가 자신의 거부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인식가능하거나 명백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오스트리아 개정형법 제205a조 제1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56)
그러나 2015년 7월 14일 제출된 연방법무부 초안의 내용은 오스트리아형
법 개정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나 독일형법의 이스탄불 협정에의 정합성을 타진
해 온 학계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오스트리아 개정형법보다 한층
소극적인 것이었다. 연방법무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성형법의 전면
개정보다는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급
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부 초안은 구형법 제177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구를 소폭 수정하고 구형법 제179조의 ‘항거불능의 사람에 대한
54) 689 der Beilagen XXV. GP - Regierungsvorlage – Erläuterungen, S. 9.
55) 이러한 예로 ‘StGB 2015’는 피해자가 말없이 울기 시작한 경우를 들고 있다;
689 der Beilagen XXV. GP - Regierungsvorlage – Erläuterungen, S. 34.
56)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
&Gesetzesnummer=10002296,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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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Sexueller Mißbrauch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을 ‘특정
상황을

악용한

성폭력(Sexueller

Mißbrauch

unter

Ausnutzung

besonderer Umstände)’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으며, 개정이유
(Begründung)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공백”57)을
메우기 위한 목적에서 형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문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2016년 3월 15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Regierungsentwurf: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이하 ‘정부안’)에서도 연방법무부 초안의 틀이
유지되었다.58)

나)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표명
강간에 대한 종래 형법 제177조를 거의 그대로 두고 갑작스런 상황이나 행동
으로 인해 놀라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소위 ‘프리징(freezing)’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179조를 확장하는
내용만을 담은 연방법무부 초안 및 정부안은 독일사회에 활발한 논쟁을 촉발
했고, 이는 총 29개 시민단체 및 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들 시민단체 및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은 그 주요 내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법개정의 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
과 실망을 표명한 입장이다. “Nein-heißt-Nein” 캠페인 전개에 적극적이었던
Frauen gegen Gewalt e.V.･TERRE DES FEMMES 등 여성단체들은 일제
히 피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고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처벌규정을 마련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방법무부 초안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여전히
“불충분”(nicht erreicht)59)하다고 지적하며 성적 침해행위에 당사자가 거부
57)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S. 1.
58) BT-Drucksache 18/8210.
59) Stellungnahme des Bundesverbandes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bff)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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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로만 캠페인의 취지를 제한한 데 대해 “명백한 유감
(bedauern ausdrücklich)”60)을 밝혔다.
둘째, “Yes-means-yes” 모델이나 “No-means-no” 모델 모두 종래 성형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독일 법관협회

(Deutscher Richterbund)･형법교수 등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개인들은 연방법무부 초안 및 정부안이 밝힌 개정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
에 반해 피고인이 성적 행위를 실행한 모든 사례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
하는 범죄로 구별 없이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며,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61)되는 “너무 이르고 너무 광범한(zu
früh und zu weit)”62)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셋째, 연방법무부 초안에 사용된 세부 문구의 적확함을 떠나 종래의 성형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개정 취지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인신
매매 연방연합(Bundesweiter Koordinierungskreis gegen Menschenhandel
e.V.)63)･독일 수사경찰연합(Bund Deutscher Kriminalbeamter)64)･독일 피해
자지원 워킹그룹(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65)

60) Stellungnahme von TERRE DES FEMMES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9.2.2016.
61) Stellungnahme vom Deutscher Richterbund (DRB)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9.1.2016.
62) Stellungnahme vom Strafrechtslehrer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7.2.2016.
63) Stellungnahme
vom Bundesweiter
Koordinierungskreis
gegen
Menschenhandel e. V.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7.2.2016.
64) Stellungnahme vom Bund Deutscher Kriminalbeamter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7.9.2016.
65) Stellungnahme vom 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26.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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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일부 조항은 좀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종래
형법상의 처벌공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형법개정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넷째, 일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형법개정
의 취지가 혹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상대적으로 약화 내지 저하
하게 되지 않을지 염려하는 입장이다. 여성네트워크 내 장애여성의 정치적
이익대변 프로젝트(Projekt: Politische Interessenvertretung behinderter
Frauen im Weibernetz e.V.)66) 등은 성형법 체계에서 여성의 거부의사가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구형법 제179조의 표제가 ‘항거
불능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Sexueller Missbrauch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에서 ‘특정 상황을 악용한 성폭력(Sexueller Missbrauch unter
Ausnutzung besonderer Umstände)’으로 바뀌게 될 경우 지적장애･정신장애
등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
행위의 중함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였다.

다) 최종 개정안: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
규정
강간에 대한 종래 형법 제177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연방법무부 초안 및
정부안은 성형법 개정에 대한 사회 및 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동맹 90/녹색당(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67)･좌파당(Fraktion
Die Linke)68) 등 각 정당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해서도 연방법무부 초안
과 정부안은 개정의 범위가 훨씬 좁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의회 내 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der Ausschus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에 법률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였다.69)

66) Stellungnahme vom Politische Interessenvertretung behinderter Frauen
im Weibernetz e.V.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9.2.2016.
67) BT-Drucksache 18/5384.
68) BT-Drucksache 18/7719.
69) BT-Drucksache 18/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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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는 성형법 개혁위원
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형법 및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하여,
성형법 개혁위원회의 중간 논의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었다.70)
공청회 개최 이후 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정의 취지를 형법
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No-means-no 모델을 명문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적 침해행위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71) 이에 따라 최종 개정안은 ‘항거불능
의 사람에 대한 성적 남용’을 규정한 구형법 제179조를 삭제하고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처벌하도록 제177조 제1항을 수정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었다.72) 아울러, 최종 개정안은 강간(Vergewaltigung)이라는 행위
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법의식 및 법감정은 여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강간에 대한 규정을 제177조 제6항에 남겨두었다.73) 이에
따라 최종 개정안에서 강간은 폭행이나 강요를 통해 이루어진 성적 침해행위
로서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인식되도록
설정되었다.

나.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분석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된 독일형법 제177조는 성적 침해행위가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때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70) BT-Drucksache 18/8626; 특히, 이 단계에서 성형법 개혁위원회 위원이자 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공청회에도 참석한 Tatjana Hörnle 교수의 의견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Hörnle 교수는 형법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2015년
부터 ‘독일형법 제177조 제1항은 왜 새로운 구성요건을 보충하여야 하는가
(Warum § 177 Abs. 1 StGB durch einen neuen Tatbestand ergänzt
werden sollte, Zeitschrift fur Internationale Strafrechtsdogmatik 2015,
S. 210 ff.)’･‘이스탄불 협정에 따른 인권법적 의무. 독일형법 제177조 개혁에
대한 의견(Menschenrechtliche Verpflichtungen aus der Istanbul-Konvention.
Ein Gutachten zur Reform des § 177 StGB, hrsg. v. Dt.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등 논문 및 저술을 통해 제177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성형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71) BT-Drucksache 18/8626.
72) BT-Drucksache 18/9097.
73) BT-Drucksache 18/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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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가능한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74) “피해자가
행위시점에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밝히거나 (예컨대 울거나 저항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추론할 수 있을 때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인식가능
하였다고 본다.”75) 그러나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표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내면
에만 형성되어 있는 ‘심적 유보’(mentale Vorbehalt) 상태였거나 피해자의
태도가 양가적인(ambivalente Motivlage) 경우는 거부의사가 인식가능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76)
형법개정 이후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개정 당시에도 우려 내지 비
판이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에 따라 성폭력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되고 소송의 초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
된다. 이와 관련하여 Joachim Renzikowski 교수는 개정 직후 독일형법 제177
조는 “실무에 엄청난 도전(eine große Herausforderung für die Praxis)”77)
을 초래할 것이고 제184i조는 “처벌만능주의와 범죄 히스테리로 압축된다
(geprägt von Bestrafungsperfektionismus und Kriminalitätshysterie)”78)
고 혹평하며, “유죄 성립(Strafbarkeit)이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에 달려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보다 피해자의 행위에 증거조사가 집중
될 것”79)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opferbeschuldigende)
변호전략을 촉진하게 될 것”80)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처벌할 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한 개정이었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
이 없다.81)
아래에서는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 적용여부가 검토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를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한 사례 개요, 법원의 판단 및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개정형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4
74)
75)
76)
77)
78)
79)
80)
81)

BT-Drucksache 18/9097, S. 23.
BT-Drucksache 18/9097, S. 23.
BT-Drucksache 18/9097, S. 23.
Renzkowski 2016, Nein! - Das neue
Renzkowski 2016, Nein! - Das neue
Renzkowski 2016, Nein! - Das neue
Renzkowski 2016, Nein! - Das neue
Renzkowski 2016, Nein! - Das neue

Sexualstrafrecht,
Sexualstrafrecht,
Sexualstrafrecht,
Sexualstrafrecht,
Sexualstrafrecht,

NJW,
NJW,
NJW,
NJW,
NJW,

S.
S.
S.
S.
S.

3553.
3553.
3554.
3554.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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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기간에 대해 독일연방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82)을 조회하여 분석할 판례
를 선별하였다. 선별한 사례는 다시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된 사례(이하 “인정사례”)와 제
177조 제1항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조문이 적용된 사례(이하 “불인정사례”)
로 나누었다. 선별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이 중 인정사례는 6건, 불인정사례
는 4건이다.

1)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한 사례
가) 인정사례1: 성교 중 콘돔을 제거한 경우 (소위 ‘스텔싱’)
[사건 개요]
인정사례1(KG Berlin, Beschluss vom 27.07.2020 – 4 Ss 58/20)의 피고
인(36세, 연방경찰)83)은 2017년 11월에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 ‘Lovoo’
에서 당시 20세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위 사이트에서 ‘F’라는 가명을 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A’라는 가명을
쓰고,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7세 많은) 27세의 경찰후보생이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만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피고
인이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밝힌 것을 믿고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
다. 피고인은 전화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시각은 21시 45분이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공포영화를 보았다. 2시간가량의 영화가 끝날 무렵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는 동의했다. 피고인이 소파에서 피해
82) 독일연방대법원은 1999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 시점을 구분하여 판례검색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판결에 대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판례검색시스템(https://juris.bundesgerichtshof.de
/cgi-bin/rechtsprechung/list.py?Gericht=bgh&Art=en,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을 조회하였다.
83) 이 사례는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는 아니나, 개정 성형법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판례임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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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콘돔 없이는 성관계
를 절대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자 피해
자는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고, 그제
서야 피고인은 방에 콘돔을 가지러 갔다. 그 사이 더 이상 성관계를 지속할 마음
이 없어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오자 피고인에게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며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9/11 테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시청을
마치고 피해자는 귀가 교통편을 검색하였는데, 이미 열차 운행이 종료된 다음
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묵어도 좋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혹시 자신이 피고인을 과민하게 대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침실에서 묵고 가기로 하고 함께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다시 피고인을 신뢰
하게 된 피해자는 이에 동의했다.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
는 다시 한 번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으니 콘돔을 가져오라고
했다. 자신이 콘돔을 가지러 간 사이 생각이 달라질까봐 걱정이라고 피고인
이 말하자 피해자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
이 콘돔을 가져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워주었다. 피고인
과 피해자는 동의한 체위로 성교를 시작했고, 4분가량 지났을 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체위를 변경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콘돔을 빼고 성교를 계속하였으며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다. 피고
인은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에만 동의한다는 반복적이고 진지한 피해자의 주장
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콘돔을 이용하지 않고
성교하였다.
피고인이 사정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늦게 콘돔을 제거한 것을 알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아마도 콘돔이 찢어진 것 같다고 답했
지만, 피해자는 침대 위에 놓인 콘돔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의 집을 나온 피해자는 노상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고, 피해자는 그 말에 따라 경찰
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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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렸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았다.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성관계로 인해 HIV, 성병 전염뿐만 아니라 임신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던 피해자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성병 전염 여부를 확인하는
일체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인정사례1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소위 ‘스텔
싱’(Stealthing)84)에 대해 독일법원의 입장을 처음으로 판시한 것으로,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원심(AG

Berlin-Tiergarten,

Urteil

vom

11.12.2018 - 278 Ls 14/18; LG Berlin, Urteil vom 27.11.2019 – 570
Ns 50/19)은 “범죄자가 피해자와의 성교를 실행 또는 실행하도록 하거나, 특
히 삽입과 결부된 경우(강간)처럼 피해자를 특히 모욕하는 유사성행위를 실행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는 경우”(§ 177 Abs. 6 Satz 2 Nr. 1
StGB)는 아니었다고 보아 독일형법 제17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서 대하여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아니라 강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85) 이에 베를린고등법원(KG Berlin 4. Strafsenat,
27.07.2020 – 4-58/20)은 피고인의 행위가 내용상으로는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제177조 제6항 제2문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히 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kein besonders schwerer Fall),86) 따라서

84) ‘잠행(몰래 함)’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stealth’ 및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폭격기명 ‘stealth’에서 유래하였다.
85) 인정사례1에 대한 평석으로는 Hoffmann 2019, Zum Problemkreis der
differenzierten Einwilligung (Einverständnis) des Opfers im Bereich des
§177 StGB nach dem 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6, NStZ, S. 16;
Linoh/Wettman 2020, Sexuelle Interaktionen als objektuale
Vertrauensbeziehung: Eine juristisch-soziologische Untersuchung des
Phänomens Stealthing, ZIS, S. 390; Franzke 2019, Zur Strafbarkeit des
so genannte „Stealthings“ BRJ, S. 114.
86) 제177조 제6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징역형의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되며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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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아니라고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베를린고등법원은 ‘스텔싱’에서 가해
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하지 않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에 사정한 경우에도 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인정사례2: 동성의 지적장애인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한 경우
[사건 개요]
인정사례2(Beschluss des 4. Strafsenats vom 9.5.2017 - 4 StR
366/16)의 피고인(남)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1972년 출생의 피해자(남)가 지능이 다소 낮고 청력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열렸던 졸업생들이 참석한 학교축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축제가 있었던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에 찾아와 음란물을 함께 시청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는
지를 질문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싫어요(Nein)”이라고 한 차례 말했다. 피고인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할 것(항문성교)
을 요구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사정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개정형법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인정사례2는 개정형법 시행 이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한 성적 침해행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처음 내린 판단이었다.87)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큰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낮은 지능과 사회
적인 접촉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의 동성애 행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청력장애와 교장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악용
87) 한편, 독일연방대법원은 인정사례2 외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 제177조 제1항을 적용한 바 있다(예컨대, Beschluss des 2.
Strafsenats vom 8.11.2017 - 2 StR 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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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다) 인정사례3: 고개를 저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 개요]
인정사례3(Beschluss des 3. Strafsenats vom 16.5.2017 - 3 StR
43/17)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권했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피해자는 잠
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손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
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는
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는 점
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자신이 성교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에게 알리고자 했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인정사례3의 경우 행위시점이 개정형법의 제정과 시행 사이에 걸쳐 있었다.
구형법상 제17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 대해
원심(LG Oldenburg, 24.10.2016 - 4 KLs 65/16)은 개정형법 제177조 제1
항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구형법상 제179조 제1항은 개정형법 제177조 제
1항 또는 제17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될 수 있고, 특별히 중한 사안
에 대해서는 제177조 제6항 제2문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이 사례에 있어서는 “범죄자가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나 의사 표시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어 사람의 동의
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 177 Abs. 2 Nr. 2)로 넉넉히 인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다 경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독일
형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이 제177조 제1항을 적용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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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였다.

라) 인정사례4: 구타 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 개요]
인정사례4(Beschluss des 3. Strafsenats vom 3.4.2019 - 3 StR
572/18)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과 다툰 뒤
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소리
를 지르자 피고인은 벨트로 피해자를 때리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여기 묻
어버리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울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성교
를 했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인정사례4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는 것 외에 피해
자가 성적 행위를 수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
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교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여전히
아픔을 느끼는 와중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원심은 제177조 제1항, 제177조 제6항
제1호(특별히 중한 경우; 성기삽입)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 데 대해, 연방대
법원은 제177조 제5항 제1호(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해당된
다고 보았다.

마) 인정사례5: 접근금지 명령이 선고된 헤어진 연인의 경우
[사건 개요]
인정사례5(Beschluss des 3. Strafsenats vom 19.2.2019 - 3 StR
14/19)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
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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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으며, 그 충격으
로 피해자는 불면증이 생겼다. 이 주거침입 사건을 계기로 2017년 10월
9일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 주거지 인근 20m 내 접근금지 명령이
선고되었다.
2017년 10월 17일 22: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는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피고인과 마주
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화 요구를 거절하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타지 못하도록 막았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었고, 주머니에서 15cm 가
량의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도망가려고 하면 찌르겠다고 위협
했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자, 피고
인은 비로소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인정사례5는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이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전반을 가리키며, 반드시 성교나 이에 유사한 행위일 것임을 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인정사례5는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 온 피고
인의 일련의 행위가 결국 성적 침해행위 및 생명에의 위협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바) 인정사례6: 자위행위 촬영 및 사진전송을 요구한 경우88)
[사건 개요]
인정사례6(Beschluss des 4. Strafsenats vom 10.3.2020 - 4 StR
624/19)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14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18세
88) 인정사례6은 불법촬영에 관한 내용으로 비동의간음죄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독일형법 제177조 제1항이 '타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간음행위만이 아닌 모든 성적 침해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이 조항의 포섭
범위가 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 불법촬영의 경우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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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밴드에서 드럼을 치는 18세 M이라고 소개했다.
쉽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잠시 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번에는 모델이자 M과 같은 밴드에서 활동하는 B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피해자는 M와 B 모두가 피고인인 것을 모른 채 두 사람과 채팅하고
있다고 믿었다. B로 가장한 피고인은 M이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에로틱한 사진을 보고 싶어한다고 전달했으며, 역시 M을 좋아하게 된 피해
자는 M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번에는 S라는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나체 사진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식, 특히 자위행위 장면을 화상으로 여러 차례 전송
하였다.
S는 자신이 일본 범죄조직의 협박을 받고 있고 B 역시 같은 이유로 성매매
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자는 S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S로 가장하여 일본 범죄조직원이 피해자의 자위행위 사진
을 원하며, 피해자가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나체나 자위행위 하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다시 B로 위장하여 여러 명의
일본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
자는 피고인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인정사례6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자위행위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여러
개의 계정을 활용하여 복수의 사람으로 위장한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원치 않는
요구에 응하였다. 이 사례 역시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이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전반을 가리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성적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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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불인정사례1: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과거 있었던 경우
[사건 개요]
불인정사례1(Beschluss des 1. Strafsenats vom 21.11.2018 - 1 StR
290/18)의 피고인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의사였고, 피해자는 같은 과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다. 피해자는 직제상으로는 피고인이 아니라 간호과장 아래
있었지만 피고인의 지시도 이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 일과
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015년부터 2016년 7월 중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왔다. 성관계는 매번 근무지(병원) 사무실에서 있었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강성교에 응했다.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할 때마다 사무
실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했다. 피해
자는 내심으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미처
알리지는 못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이유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고 있으며 그에 반하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20일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가슴을 끌어안았다. 이때 피해자의 동료
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산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탕비실로 따라 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지만, 피고인이 자신
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문에 등을 기대고 서자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는 등 뒤로
두 팔을 움츠리며 자신을 탕비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갔는데, 피고
인이 힘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손을 빼서 등 뒤로
움츠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성기에
입을 맞춰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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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추고 1~2초간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이제 충분
하다고 말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자신
이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지금 사정을
하고 싶다”고 구강성교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응하지 않
는다면 자위행위를 하겠다고 했다. 다시 바지 지퍼를 올린 피고인은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입을 맞추며 잠시 동안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었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주 법원(LG Bamberg, Urteil vom 07.12.2017 - 1105 Js 520/17)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된 것은 피해자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지나친 것이라고 보아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적 침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가벌성이 없으며, 잠시 동안 입을 맞춘
것은 별도로 중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개정형법 제184i조에 해당
할 수 있는 “과정상의 행위(prozessuale Tat)”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연방대법원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에 인식가능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적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인정사례1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
자의 진술이 유일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법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정황상 구강성교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피해자가
구강성교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장소로 이동
함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외압이나 폭력 없이 스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피고인
은 외양상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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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각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의 입법취지
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89)

나) 불인정사례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사건 개요]
불인정사례2(Beschluss des 4. Strafsenats vom 30.1.2018 - 4 StR
284/17)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간에 다툼이 있었다[“진술 대
진술(Aussage gegen Aussage)”]. 피해자의 진술에 입각하여 주 법원(LG
Essen, 01.12.2017 - 21 KLs 4/16)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년 7
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두 사람이 함께 아는 지인과 시내의 한 광장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로 했으나, 가던 도중 완전히 놀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옷을 찢어 벗
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에 물게 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할퀴려고 시도하자 피고
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내려쳤다. 구타에 따른 충격과 체력
차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었으나 구강성교를 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입에서 빠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재차 구강성교를 요구했다. 목조름으로 인해 의식
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떠났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불인정사례2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했다고 하면
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던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만취상태(블랙아웃, Blackout)로
89) Hörnle 2019, Sexueller Übergriff (§177 Abs. 1 StGB) bei aktivem
Handeln von Geschädigten? NStZ, S. 439; Fischer 2019, Normative
Tatbestandausweitung be sexuellem Übergriff: Zur Anwendung von
§177 Abs. 1 StGB bei aktivem Handeln der geschädigten Person, NStZ,
S.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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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특별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없”고,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0-50% 정도 확실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다. 주 법원(LG Essen)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은 사건신고 처리를 담당한 경찰을 비롯하여 누구도 피해자의 주장
을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강성교 강요에 대
해서는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 및 제177조 제2항 제5호, 강요 후 만취한 피해
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제177조 제8항 제2호(a 및 b)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범죄성립 내지 유죄판단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어느 진술을 더 신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데, 불인정사례2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강성교가 실행에 이르지 않았
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파기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독일연방대법원은 행위 시(2015년 7월 26일)와
주 법원 재판 시(2017년 2월 7일) 사이에 형법이 개정(2016년 11월 10일)
되었던 이 사례에서 주 법원이 개정형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
하고(§ 2 StGB Abs. 1),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StGB Abs. 3)는 행위시법주
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대법원은 피해자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가 실행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유죄
를 인정하였던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다) 불인정사례3: 성적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
[사건 개요]
불인정사례3(Beschluss des 1. Strafsenats vom 4.12.2018 - 1 StR
546/18)의 피고인은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 ‘Lovoo’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기로 하고 2017년 6월 16일 밤에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배 주위를 5~10회 가량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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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구타를 멈췄다.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최초 동의
했던 구강성교가 아닌) 동의하에 항문성교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성적 행위에 동의한 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얼굴을 때렸다. 아픔을 느낀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다. 항문성교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도 하고 싶다”고 요구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이 수반되는 성적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할 수 없었다. 구강성교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허벅
지를 또 다시 깨물었고, 피해자는 재차 큰 고통을 느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
음에도 피고인은 깨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에도 성교
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3~4시간가량 경과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한 번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강제로 벌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깨물었다. 피해자는 이때의 구강성교
및 폭력이 수반된 성행위에 동의한 바 없었으며, 다시 한 번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에는 출혈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2017년
11월부터 1년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구강성교에 동의하고 만나게 되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신체를 깨무는 것과 같은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에 동의한 바 없었
다는 점을 인정하여 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제177조 제1항에 규정한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신체를 깨무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피해
자의 언어적 및 신체적인 시도 내지 거부의사 표현, 그리고 구강성교 및 항문
성교와의 형태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와의 관련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
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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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
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피고인과의 성교가 피고인
의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들어
제1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던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불인정사례4: 갑작스러운 순간/궁박한 순간을 이용한 경우
[사건 개요]
불인정사례4(Urteil des 2. Strafsenats vom 13.2.2019 – 2 StR 301/18)
에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여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적 침해행위를 한
공소사실이 나타나 있다.
[사건 1] 2016년 10월 28일 이른 아침에 젊은 여성인 L과 B는 피고인이 운전
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L이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피고인은 이
상황을 성적 행위에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웠다. 당황한 L과 B가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자, 피고인은 차를 돌려
두 사람 앞에 세우고 옆자리인 조수석에 탑승했던 B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
인이 B의 머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B는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L의 허리를 들어 안아 택시에 기대 세우고 L의 의사에
반해 L에게 입을 맞추었다. 허리를 들어 안았기 때문에 L의 다리는 땅에 닿지
않았다. 이때 바로 옆에 서 있던 B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L을 빼내 함께
도망쳤다.
[사건 2] 2017년 1월 1일 여성인 W는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W가 목적지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은 W를 대상
으로 성적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옆자리인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W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W는 몸을 돌리며 그만
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 사이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W의 손이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도록 강하게 잡아끌었다. W는 자신에게 더 나쁜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직감하고, 택시요금 14유로를 지불하기 위해 2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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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내밀며 거스름돈을 요구했다.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해주면 거스름돈을
주겠다고 하자 W는 잠겨있지 않았던 차문을 열고 집으로 도망쳤다.
[사건 3] 2017년 3월 26일 17세 여성인 F는 새벽 4시에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다. 현금을 14유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F는 요금이 그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합승을 문의했고, 같은
방향의 동승자를 찾아 택시에 탑승했다. 동승자를 내려주고 F의 목적지로 향하
면서 피고인은 F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의도로 요금이 F가 가진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F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17세라고 답하자 추가
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줄 의도로 미성년자가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F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한 부담
을 느꼈다.
피고인이 운행 중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꺼내자 F는 자신의 실제 주소
가 아닌 근처 주소를 언급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탑승시 약속한 택시
요금 14유로를 건네자 피고인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지불을 요구했다. F가 집
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F의 팔을 잡아끌어 입을 맞추며 구강
성교를 요구했다. 미성년자인 자신이 혼자 야간에 통행한 것을 피고인이 경찰
에 신고해서 곤란해질 것이 걱정되었던 F는 피고인이 사정에 이르지 않도록
몇 초만 성기를 입에 넣는 방식으로 구강성교에 응하고 택시를 벗어났다.

[법원의 판단 및 쟁점]
2016년 11월 10일 개정형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 2월 13일에 사례1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독일연방대법원은 제177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 중
“이용(Ausnutzen)”에 있어 주관적 행위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시한 바
없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상황에 대해 인지한 계산(bewusstes Einkalkulieren
der Situation)”90), “범행의 고의(dolus directus)”91) 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불인정사례4를 개정형법 제177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판단에 있어 참조가 될 대표판례(Leitsatzentscheidung)로 정하고, 다음과

90) Schönke/Schröder/Eisele, StGB, 30. Aufl., § 177 Rn. 30, 31, 44.
91) SK-StGB/Wolters/Noltenius, 9. Aufl., § 177 Rn. 24, 36

74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같이 판시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성적인 침해가 있을 것을 예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적 상황을 가해자가 이용하였을 때 개정형법 제177조
제2항 제3호에서의 갑작스러운 순간(Überraschungsmoment)을 이용하였다고
본다. 나아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갑작스러
움으로 인해 성적 접촉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아 자신의
성적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갑작스러운 순간을 포착한 것이어야
한다.”92)
주 법원(LG Wiesbaden, Urteil vom 30.01.2018 - 2231 Js 18687/17)은
사건1 및 사건2에 대해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규정한
제177조 제1항과 ‘갑작스러운 순간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규정한 제177조
제2항 제3호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 2년 3월을 선고하였으며, 사건3은
제177조 제1항 및 제177조 제2항 제3호 외에도 제177조 제2항 제5호,
제177조 제5항 제1호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1년 10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제177조 제2항 제3호는 갑작스러운 순간으로 인해 그에
맞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식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의사가 표현되어야 하는 제177조 제1항과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 법원과 같이 제177조 제1항과 제177조 제2항 제3호
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제177조 제1항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제177조
제2항 제3호는 갑작스러운 순간을 이용한 성적 행위로, 서로 다른 행위유형을
통해 동일한 불법(der gleichartiges Unrecht in unterschiedlichen
Tatmodalitäten)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양 규정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례1의 공소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 행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제177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입법자의 정의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 B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사례
1은 제177조 제2항 제3호의 갑작스러운 순간을 이용한 성적 행위에만 해당
한다.
92) BGH, Urteil des 2. Strafsenats vom 13.2.2019 – 2 StR 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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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독일연방대법원은 W의 손이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도록 강하게 잡아
끈 것은 제177조 제5항 제1호의 강제추행에 이른 것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
라고 협박하며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은 제17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주 법원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3) 평가
여기서 다룬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의
인정사례 6건, 불인정사례 4건으로 분류된다.
우선 인정사례를 보면, [인정사례1] 콘돔을 한 성관계에만 동의한다는 의사
를 반복하여 밝혔음에도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한 경우(소위 ‘스텔싱’),
[인정사례2] 동성의 지적장애인에게 피해자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인식가
능한 의사에 반하여 항문성교를 요구한 경우, [인정사례3] 술에 취해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었던 피해자가 고개를 젓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사례4] 구타로 인해 여전히 아픔을 느끼며 울고
있는 피해자(아내)를 남편이 침대로 옮긴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 등이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이 규정한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때의 성적 침해행위는 반드시 성기가 삽입된 성교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원은 [인정사례5] 접근금지 명령이 선고되었음에도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은 경우, [인정사례6] 피해자가 찍기 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인터넷상
으로 알게 된 지인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속여 자위행위 장면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경우에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독일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가해자의 성적 침해요구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우, 피해자의 낮은 지능과 사회적인 접촉부족 및
권력관계에 의해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고개를 저어 거부의
사를 표시한 경우, 가정폭력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행위의 경우에 ‘인식가능
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가 인정됨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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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사례(인정사례6)는 우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나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해 독일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판례내용은 앞 장에서 살펴 본 국내 상담사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 장애인의 경우 등 상대방과의 관계
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등이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사례로 나타났는데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의
경우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로 인정하였다. 우리 형법이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음으로 불인정사례를 보면, [불인정사례1] 내심으로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
요구에 대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불인정사례2] 당시 만취상태(소위 ‘블랙아웃’)로 인해 당시 상황이 특별히 뚜렷
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40~50% 정도 확실
하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불일
치한 경우, [불인정사례3]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
성교 및 항문성교)가 있었으나 이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바 있었던 경우에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로 인정
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과거 가･피해자간에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성교 및 항문성교)가 있었으나 이
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불인정사례들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독일법원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주 법원은 이들
사례 모두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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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은 외양상 피해자가 자신
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거나(불인정사례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강성교가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파기되어야 한다거나(불인정
사례2)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성관계에 동의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불인정사례3)고
판단하여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등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둘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 있다.
[인정사례1]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법집행 관련 직종(경찰관)에 종사
하여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실제로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콘돔을 쓰지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콘돔을 제거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고인이 콘돔이 찢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가 찢어지지 않은
콘돔이 침대 한 쪽 구석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고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게 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만나기는 했지만 폭력이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성적 행위에는 동의한 바 없었
음에도 법원은 신체를 깨무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피해자의
언어적 및 신체적인 시도 내지 거부의사 표현 그리고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의
형태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불인정사례3]는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
자는 법률이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
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피해자의 직업이 확실하거나 특히 공적인 신뢰를 줄 수 직업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인정이 비교적 수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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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가. 입법체계
두 나라의 입법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범죄 법규정 기술체계이다. 영국
의 동의중심 성범죄 기술체계와 독일의 성행위중심 성범죄 기술체계는 법체계
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 전면개정과정에서, 기존의 판례를 통해 구축되어
온 ‘동의추정 기준’이 ‘동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필요를 불러일으켰다.
이 당시 영국은 피해자중심주의적 정책이 주류였기 때문에 동의를 중심으로
법을 기술할 수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 규범기술방식에
서 피해자의 ‘동의’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성문법작성 당시 성관련 조문상 규범적 기술의 목표는, 즉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었고 ‘정조’였기 때문에 ‘삽입’이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 침해
의 행위유형이었다. 그래서 강간도 삽입행위가 기준이고, 유사성행위도 삽입과
유사한 행위가 기준이다. 죄명이 성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인 것도 추행이 ‘정조’
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을 행위유형에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형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
라 여성의 정조를 보호했었기 때문에 성범죄는 부녀에 대해서 저지르는 죄였
고,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유형이 존재했었다. 2012년 형법의 개정을 통해서
강간죄는 주체와 객체가 각각 ‘사람’으로 통일되었고, 더 이상 ‘여성의 정조’는
국가가 나서서, 최후수단이어야 하는 형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
되었다.
그리고 성문법은 가해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데, 가해자 중심적 규범기술방식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
다. 그러나 영국의 입법모델은 “Yes-means-yes” 모델로 도입되는데, 이는
다른 북미의 성범죄 개정의 무게중심과도 다른 것으로 형사사법 체계로부터
본래 내재해있던 성차별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93) 영국의 경우, 성범죄의 본질이 폭력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

93) 박미숙 외(2010),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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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다르게 진행된 것이다. 미국은 성기삽입이외의
다른 성적 삽입행위를 포함하거나 사용된 무력 또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성적
학대를 구별하여 가중처벌하거나, 명백한 폭력뿐만 아니라 위협도 피해자를 제압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심신미약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조항을 마련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포괄적으로 넓게 인정하기 위한 방향이 초점
이었다. 그래서 연방형법전은 강간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적인 학대 개념을
채택하여 행위의 범주를 넓히기도 했다.94)
캐나다에서 성범죄 개정과정의 동의와 비동의 논의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에 대한 믿음을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와 비동의가 다루어
졌다. 그래서 가해자가 순수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95)
독일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모델을 채택
하고 있다. 이 모델은 피해자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가능한 거부의사
가 있음에도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No-means-no”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No-means-no” 모델은 1990년
전후 성범죄개혁운동시기에 비동의간음 관련 첫 단추로 등장하기 시작했었다.
이전까지는 강간의 객체를 여성으로만 한정했었던 점, 부부강간의 부정문제,
가해자의 강압적 행동보다는 피해자 동의여부에 초점을 두는 문제, 위계의 힘을
인정하는 문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범죄 인정의 여부가 성범죄 관련 개정의
대상이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으로 옮겨가면서 대두되었던 문제들이다. 스펙트럼의 끝에 자리잡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적 개입은 결국, 성평등이 전제된다.
이러한 가운데, ‘동의’를 전면 수용한 “Yes-means-yes ” 모델로 개정한 영국
2003년 성범죄법은 “동의 ‘능력’, 동의할 ‘자유’,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의 4가지의 측면에서 실무상의 논점을 가져왔다.
① 동의는 2003년 성범죄법 제74조에 의해 정의되며, 질, 구강 또는 항문
성교에 대한 동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의는 마음의 상태여서 구두로
94) 박미숙 외(2010), p.22.
95) 박미숙 외(201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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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거나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96) ② 상황은 선택의 자유와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모든 상황은
피해자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상황에는 나이, 성숙도, 이해력,
인지능력, 술이나 마약, 관계의 이력, 착취나 그루밍을 통한 상황 판단력의 저하
등 모든 상황이 포함된다.97) ③ 조건부 동의(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8),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정99), 성별에 대한 기망100)), ④ 피고인의 동의
추정과 합리적인 동의 믿음에 대한 반박추정(제75조)이 주요 논점이다.
“No-means-no” 입법모델인 독일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상황이
피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상황
이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과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결과의 범위가 다르다.
특히 독일의 사례들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그 거부의사는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드러낸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3자에게 인식가능한 것이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영국의
입법모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영국의 입법모델에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는 ‘피고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였는지가 초점이 되고 영국의 경우도 피해자의 동의를 신뢰
96) Malone [1998] 2 Cr App R 447; Hysa [2007] EWCA Crim 2056 at §31
전게 영국검찰의 동의관련 툴킷, p.3.
97) R v C [2012] EWCA Crim 2034; R v Robinson [2011] EWCA Crim 916;
R v PK and TK [2008] EWCA Crim 434 전게 영국검찰의 동의관련 툴킷,
p.4.
98) Assange v Swedish Prosecution Authority [2011] EWHC 2849 전게 영국
검찰의 동의관련 툴킷, p.4.
99) Ron the application of F v DPP [2013] EWHC 945 Admin 전게 영국검찰의
동의관련 툴킷, p.4.
100) Justine McNally v R [2013] EWCACrim 1051 전게 영국검찰의 동의관련
툴킷,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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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고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다투게 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모두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신뢰를
판단대상으로 하게 된다.

나. 판례분석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 개정을 통해 동의규정을 성문화하였다. 기존의
판례에서 부동의 추정이 형성되었으나 이것이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잡기 힘든
상황에서 동의개념에 대한 명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문화가 이루어
졌다.
동 법 개정이전에 판례에서 인정된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동의능력,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
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이 기준은 영국검찰이 제시한 동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4가지 판단기준은 우리 형법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부분은
본 연구의 상담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한 사례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일 판례분석에서의 인정사례 6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 행위’를 인정한 사례이다. 적절한 인정사례로 보이며, 우리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여기에 제시된 불인정사례는 과거 가･피해자간에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성교 및 항문
성교)가 있었으나 이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과거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과거의 동의가 현재의 동의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권력관계에 의해 적극적인 비동의를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거부의사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해야 하고, 사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전체
동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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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례분석을 통해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독일 판례 중 주 법원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사례들에서 개정형법 제177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하급심에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지만 대법원에서 보수성향의 판결을 위해 파기
환송되는 사례들을 자주 보아 왔다.
또한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에서 법률이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법집행 관련 직종(경찰관) 등
확실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지만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만난
경우 등 자유분방한 태도가 엿보이는 경우는 그것에 대한 대한 편견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 제시된 판례에서 나타난 사실들은 우리나 독일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성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판결이 지속적
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대상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
관점의 인식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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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상담사례와 외국사례 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상담사례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취약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범
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무방비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나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가해자의 전과전력이나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의없음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살펴 본 상담사례들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가, 자유의사에 의해 동의할 수 있었는가가 성폭력의 동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죄만 처벌됨으로써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관계나 속임수,
가해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가해자의
전략･전술이 이용되고 저항하거나 저항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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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히 이용하는 특징을 갖는다(김보화 외, 2018:95).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신화와 피해자 비난문화는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의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고 무고죄 피의자로 의심받거나 처벌받을 우려룰
갖게 한다(김보화 외, 2018:96). 이러한 피해자들이 성폭력상담소 사례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공백으로
인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동의간음죄 신설이 요청되는 바 처벌할 수 없었던 성폭력사례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폭행･협박없는 성폭
력도 분명히 범죄라는 근거가 마련되어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 동의한 성관계
라는 애매모호한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보화 외,
2018:96). 이를 통해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폭
력 피해경험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김정연,
2018:97), 비동의간음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사례분석 결론 및 시사점
가. 결론
영국과 독일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률, 판례, 정책을 통해 본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를 규정한 영국과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을 규정한 독일의 입법
모델의 차이점은 성범죄 법 규정 기술체계에 있다.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 전면개정과정에서 기존의 판례를 통해 구축된 ‘동의
추정 기준’이 ‘동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필요를 불러 일으켰고, 이 당시
영국은 피해자중심주의적 정책이 주류였으므로 동의를 중심으로 법을 기술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독일은 기존의 가해자 중심의 규범기술방식에 입각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영국의 입법모델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행위 여부가 결정
된 경우에만 동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Yes-means-yes”모델로, ‘인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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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입법모델은 상대방이 인식가능
한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No-means-no” 모델로 불린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사례의 유사점은 영국, 독일 모두 재판
부에서는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신뢰를 판단대상으로 하게 된다
는 점이다.
독일모델의 경우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상황이 피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사례들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그 거부의사는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3자에게
인식가능한 것이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영국의 입법모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의 입법모델에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는 ‘피고인’의 인식가능한 의사였는지가 초점이 되고 영국의 경우
도 피해자의 동의를 신뢰한 피고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다투게
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모두 피고인의 인식가능성
이나 합리적인 신뢰를 판단대상으로 하게된다.
다음으로 판례분석을 보면, 영국의 강간사건에 대한 동의판단기준은 동의능력,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이것은 영국검찰이 제시한 동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4가지 판단기준은 우리 형법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시 비동의판단기준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부분에서 제시하는 예들은 본 연구의 상담사례 분석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사례 6개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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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를 인정한 사례이다. 적절한 인정사례로 보이며, 우리의 비동의간음
죄 도입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여기에 제시된 불인정사례는 과거 가･피해자간에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체를 깨무는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구강성교 및 항문
성교)가 있었으나 이에 앞서 성적 행위(구강성교)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과거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과거의 동의가 현재의 동의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업무상 권력관계에 의해 적극적인 비동의를 표현할
수 없기도 한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거부의사는 인식가능한 의사
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사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전체 동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분석을 통해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다
는 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독일 판례 중 주 법원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사례들에서 개정형법 제177조 제1
항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에서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법률이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피해
자가 법집행 관련 직종(경찰관) 등 확실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
의 신빙성 인정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만난 경우 등 자유분방한 태도가 엿보이는
경우에 대한 편견 등이 작용하여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법원 심급에 따른 입장차이가 존재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인정문제는 우리나
독일에서 유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성편견이나 고정
관념에 의한 판결의 해소를 위해 법관대상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 관점의 인식
배양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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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1) 영국, 독일 입법모델로 부터의 시사점
우리 형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의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강간을 규정한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위계･위력이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행위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입법자
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오랜 이원체계는 유지하는 한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처벌 규정을 추가
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도, 위계･위력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적 침해행위란 과연 존재하는가?
위계･위력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도 아니
었지만 가해자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들은 폭행이나 협박도, 위계･위력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적 침해행위가 실제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의 처벌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영국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를, 독일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sexuelle Handlungen
gegen den erkennbaren Willen)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되기까지의 연혁
을 고찰하였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영국의 입법모델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행위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만 동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Yes-means-yes 모델로,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
하는 독일의 입법모델은 상대방이 인식가능한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성적 행위
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No-means-no 모델로 불리
기도 한다.
영국의 입법모델은 성적 침해행위를 강간(우리나라의 강간), 삽입성폭행
(우리나라의 유사강간), 성폭행(우리나라의 강제추행), 비동의 성적행위 야기죄로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들을 비동의 요건만으로 범죄성립을 긍정한다. 영국의
입법모델에 따르면, 강간죄는 그 실질에 있어 비동의간음죄로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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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독일의 입법모델은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기본 범죄구성
요건으로 하면서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한 경우에는 가중 범죄구성요건으로 본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가능’할 것을 요하는 독일의 입법모델
은 종래 형법에 큰 폭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조항 하나만을 추가한 오스트리아
등 다른 독일법계 국가와도 차이가 있는, 독일 특유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입법모델은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한 종래 성형법 체계를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독일의 경우 “커
먼로의 성형법” 및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의 입법동향도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폭행･협박과 비동의 간의 불법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래의 강간죄는 가중구성요건으로 두는 방식으로 유지
하고,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기본 범죄구성요건으로 설정하
였다는 방안을 택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의 입법모델과 독일의 입법모델 둘 중 어느 것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장 및 관련 특별법은 현행 체계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기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사
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하나 추가하는 ‘손쉬운’ 방안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머지않아 다른 규정과의 체계상 불균형 문제와 의사
에 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
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입법모델을 참고하여 성형
법 전면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형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여겨진다.101)

2)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
향후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우리 형법의 개정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위에서 지적한 대로 독일의 입법모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입법체계에 적합
101) 장다혜･이경환(2019: 210) 역시 “영국과 같이 비동의 요건을 중심으로 비동의
범죄를 구성하고 동의의 개념 및 증거추정 등의 규정을 통해 유형력 요건을 고려
하는 영미법체계의 방식을 성문법 체계에 도입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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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겠다.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하나를 신설하는 안이
모색될 수 있으나 장차 형법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전체 체계의 전면수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영국법은 우리 법체계와 달라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유무를 규범화하는 피해자중심적인 입법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동의없는 성적 행위’와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중 피해자 중심의 사법정책을 마련한 영국
모델을 참고하여 ‘동의없음’을 법문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102).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관한 20대, 21대 국회의 형법 개정 법률안 발의내용을
살펴 보면, 모든 개정안들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
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103)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104)로 개정하여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강간죄의 개념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없음’으로 개정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동의없이 이루어진 간음행위에 대한 불처벌로 처벌
의 공백상태가 있었는데 비동의에 대한 입법화로 이러한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 보면, 구성요건에 따른 법정형 차이를 기준으로 3
가지안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안은 형법 제297조 강간의 표제하에 “폭행
이나 협박 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105)고 하였다. 제2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법안106)이다. 제3안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
102) 장다혜 외(2018)의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의 비동의요건 도입시 규정
방식에 관한 전문가대상 델파이조사(표 5-10)에서 비동의요건을 ‘동의없이’(56.5%),
‘동의없음을 알면서’(17.4%)로 규정하는 안이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19.6%),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6.5%)로 규정하는 안보다 높게 나왔다 : 장다혜 외,
2018:204)
1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8,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0.8.12.
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45,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6.8.
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3938,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8.17.
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45,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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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07).
여기서 제1안은 폭행･협박의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간음하는 경우를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양자를 경중없이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의 경우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보다 불법
이 크다고 보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2안은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현행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는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법이 폭행･협박이 있는 강간에 대한
처벌형량의 정도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
한 구성요건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제3
안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
다. 이 개정안은 법정형을 구성요건의 단계에 맞게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안이
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안은 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였고, 비장애성인의 위계, 위력에 의한 성교의 경우를 추가
하였으며, 성교를 간음,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108)하고
있어 그간의 개정안들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개정안이라고 하겠다.
또한 영국의 강간사건에 대한 동의판단기준은 동의능력, 동의할 자유(자유
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 4가지 판단기준은 우리 형법의 비동의간음죄 도입시 비동의판
단기준 마련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의할 자유(자유의사) 부분
에서 ‘가정폭력(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특히, 가족 구성원, 교사, 종교 지도자, 고용주, 조직폭력, 보호자, 의사),
재정적으로나 보살핌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한 경우, 나이차이가 있는 경우,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유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기준으로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제시는 본 연구의 국내 상담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8,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0.8.12.
1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8,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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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성폭력, 장애인의 경우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거절
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경우, 무방비상태에서의 성폭력,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가해자의 전과
전력, 소문의 두려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이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사례로서 제시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동의할 자유(자유의사)와 관련하여 자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기준으로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고 있는
영국의 기준은 우리의 비동의간음죄 판단기준 마련시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연방대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례, 즉 가해자의 성적 침해요구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우, 피해자의 낮은 지능과 사회
적인 접촉부족 및 권력관계에 의해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고개를 저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정폭력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로서 우리의 비동의
간음죄 판단기준 마련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95

참고문헌
<국내문헌 및 자료>
1. 단행본 및 논문
김성돈(2019), 「형법총론」, SKKUP.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등(2019),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9.11.13.
김보화･허민숙･김미순･장주리(2018),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정연(2018),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 2018.5., 이화
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pp.67-100.
김한균(2018),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9호, 2018.6., pp.415-443.
김혜정(2019),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 강간죄 둥의 행위
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pp.265-290.
대검찰청(2019), 「2019 범죄분석」.
박미숙･김은경･김성돈(2010),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2000), 「형법총론」, 박영사.
법무부(2008),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법무부(2009), 「오스트리아 형법」, 2009.12.
여성인권법연대･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2007),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7.2.8.
이재상(2013), 「형법각론」, 박영사.
장다혜･이경환(2018),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6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장다혜･홍영오･김현숙(2018), 「젠더 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최은순(1993), “여성과 형사법”, 「법과 사회」 제8권, pp.95-120.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 그 문제점의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1994년 제3호, 피해자학회.
형법개정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
2.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6449,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2007.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3938,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45,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8,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0.8.12.
3. 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2도1426 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5.7.26.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3.5.4. 선고 2012도14788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9도7709 판결
4. 인터넷 자료
http://women21.or.kr/rights/14347(2020.10.12 최종 접속)

<외국문헌 및 자료>
1. 단행본
Home office(2002), Home Office Annual Report, The Government’s
expenditure plans 2002-03.

참고문헌 ❚ 97

Hörnle, T. 2015. Menschenrechtliche Verpflichtungen aus der
Istanbul-Konvention: Ein Gutachten zur Reform des § 177
StGB, Deutsche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Schönke/Schröder/Eisele, StGB, 30. Aufl., § 177 Rn. 30, 31, 44.
SK-StGB/Wolters/Noltenius, 9. Aufl., § 177 Rn. 24, 36.
UN(2006), UN CRIMINAL JUSTICE HANDBOOK SERIES: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UNITED NATIONS New
York
2. 논문
Andrew Ashworth(2005),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chapter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rew Ashworth ,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chapter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67.
Catarina Sjölin(2015), Ten years on: Consent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First Published February 6
C. Hoyle/R. Young, Restorative Justice. Assessing the prospects
and pitfalls, the Han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533.
Catarina Sjölin, Ten years on: Consent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First Published February 6, 2015.
Fischer, T. 2019, Normative Tatbestandausweitung be sexuellem
Übergriff: Zur Anwendung von §177 Abs. 1 StGB bei aktivem
Handeln der geschädigten Person, NStZ, S. 580.
Frommel, M. 2016, ≫Nein heißt nein≪ und der Fall Lohfink, Novo
Argumente.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98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Home office(2000), Setting the Boundaries: Reforming rhe law on
sex offences, Vol.1
Herning, L. & Illgner, J. 2016, “Ja heißt Ja”-Konsensorientiert
Ansatz im deutschen Sexualstrafrecht, ZRP, S. 80.
Hoffmann,

M.

2019,

Zum

Problemkreis

der

differenzierten

Einwilligung (Einverständnis) des Opfers im Bereich des §177
StGB nach dem Strafrechtsänderungsgesetz 2016, NStZ, S. 16.
Hörnle, T. 2015. Warum § 177 Abs. 1 StGB durch einen neuen
Tatbestand ergänzt werden sollte, ZIS, S. 206.
Hörnle, T. 2017,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sexueller Selbstbestimmung, NStZ, S. 13-14.
Hörnle, T. 2019, Sexueller Übergriff (§177 Abs. 1 StGB) bei aktivem
Handeln von Geschädigten? NStZ, S. 439.
Hoven, E. & Dyer, A. 2020, „Only Yes means Yes?” Aktuelle
Entwicklungen

im

australischen

Sexualstrafrecht

und

Folgerungen für die deutsche Diskussion, ZSTW, S. 261.
Jesse Elvin(2008), The Concept of Consent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72, 6:
First Published December 1
Kempe, A. 2018, Lückenhaftigkeit und Reform des deutschen
Sexualstrafrechts vor dem Hintergrund der Istanbul-Konvention.
Lamping, F. 2017, Die Rationalisierung und Überregulierung der
Sexualität. JR. S. 347.
Linoh, K. P. & Wettman, N. 2020, Sexuelle Interaktionen als
objektuale Vertrauensbeziehung: Eine juristisch-soziologische
Untersuchung des Phänomens Stealthing, ZIS, S. 390; Franzke
2019, Zur Strafbarkeit des so genannte „Stealthings“ BRJ, S. 114.

참고문헌 ❚ 99

Renzkowski, J. 2016, Nein! - Das neue Sexualstrafrecht, NJW, S.
3553. 3554. 3558.
UN

CRIMINAL

JUSTICE

HANDBOOK

SERIES: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UNITED NATIONS New
York, 2006.
3. 판례
AG Berlin-Tiergarten, Urteil vom 11.12.2018 - 278 Ls 14/18
BGH, Urteil des 2. Strafsenats vom 13.2.2019 – 2 StR 301/18
BGH, Beschluss des 1. Strafsenats vom 21.11.2018 - 1 StR 290/18
BGH, Beschluss des 1. Strafsenats vom 4.12.2018 - 1 StR 546/18
BGH, Beschluss des 2. Strafsenats vom 8.11.2017 - 2 StR 111/17
BGH, Beschluss des 3. Strafsenats vom 16.5.2017 - 3 StR 43/17
BGH, Beschluss des 3. Strafsenats vom 19.2.2019 - 3 StR 14/19
BGH, Beschluss des 3. Strafsenats vom 3.4.2019 - 3 StR 572/18
BGH, Beschluss des 4. Strafsenats vom 10.3.2020 - 4 StR 624/19
BGH, Beschluss des 4. Strafsenats vom 30.1.2018 - 4 StR 284/17
BGH, Beschluss des 4. Strafsenats vom 9.5.2017 - 4 StR 366/16
BGH, Urteil des 2. Strafsenats vom 13.2.2019 – 2 StR 301/18.
KG Berlin, Beschluss vom 27.07.2020 – 4 Ss 58/20
LG Bamberg, Urteil vom 07.12.2017 - 1105 Js 520/17
LG Berlin, Urteil vom 27.11.2019 – 570 Ns 50/19
LG Essen, 01.12.2017 - 21 KLs 4/16
LG Oldenburg, 24.10.2016 - 4 KLs 65/16
LG Wiesbaden, Urteil vom 30.01.2018 - 2231 Js 18687/17

100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4. 인터넷 자료
https://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list.py?
Gericht=bgh&Art=en,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177.html,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
gsverfahren/DE/SchutzSexuelleSelbstbestimmung.html,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part/1/crossheading
/causing-sexual-activity-without-consent,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I/I_00689/index.shtml,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ris.bka.gv.at/eli/bgbl/I/2015/112,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
men&Gesetzesnummer=10002296,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https://www.cps.gov.uk/(영국검찰청), 2020년 10월 18일 최종 접속.
https://namu.wiki/w/%EA%B0%95%EA%B0%84%EC%A3%84/%EB%B9
%84%E(2020.4.8. 최종접속)
5. 시민단체 의견서･연방의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Assange v Swedish Prosecution Authority [2011] EWHC 2849.
Home office, Setting the Boundaries: Reforming the law on sex
offences, Vol.1, 2000, para.2.2.2.
Home office, Building a safe, just and tolerant society
Jesse Elvin, The Concept of Consent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72, 6: First Published

참고문헌 ❚ 101

December 1, 2008.pp. 519-536.
Justine McNally v R [2013]EWCACrim 1051.
KG Berlin 4. Strafsenat, 27.07.2020 – 4-58/20
Malone [1998] 2 Cr App R 447; Hysa [2007] EWCA Crim 2056 at
§31.
Ron the application of F v DPP [2013] EWHC 945 Admin.
R v Olugboja [1982] QB 320. 1956개정 성범죄법 하에서 나온 동의관련
주요판례(amended Sexual Offences Act 1956, s 1) https://
www.lawteacher.net/cases/r-v-olugboja.php(2020.10.29. 방문)
R v C [2012] EWCA Crim 2034; R v Robinson [2011] EWCA Crim
916; R v PK and TK [2008] EWCA Crim 434
Stellungnahme des Bundesverbandes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bff)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2.2016.
Stellungnahme vom 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26.4.2016.
Stellungnahme vom Bund Deutscher Kriminalbeamter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7.9.2016.
Stellungnahme

vom

Bundesweiter

Koordinierungskreis

gegen

Menschenhandel e. V.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7.2.2016.
Stellungnahme vom Deutscher Richterbund (DRB) zum Entwurf

102 ❚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9.1.2016.
Stellungnahme vom Politische Interessenvertretung behinderter
Frauen im Weibernetz e.V.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9.2.2016.
Stellungnahme vom Strafrechtslehrer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7.2.2016.
Stellungnahme von TERRE DES FEMMES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19.2.2016.
689 der Beilagen XXV. GP - Regierungsvorlage – Erläuterungen,
Abschlussbericht der Reformkommission zum Sexualstrafrecht dem
Bundesminister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djb-Stellungnahme zum Entwurd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Umsetzung europäischer Vorgaben zum
Sexualstrafrecht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 vom 25.7.2014, https://www.djb.
de/Kom/K3/14-14/,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djb-Stellungnahme

zur

grundsätzlichen

Notwendigkeit

einer

Anpassung des Sexualstrafrechts (insbesondere §177 Abs. 1
StGB) an die Vorgaben der Konvention des Europarats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Gewalt gegen Frauen und
häuslicher Gewalt (Istanbul-Konvention) von 2011 vom
9.5.2014, https://www.djb.de/Kom/K3/st14-07/, 2020년 11월
15일 최종 접속.
BT-Drucksache 18/5384.

참고문헌 ❚ 103

BT-Drucksache 18/5384.
BT-Drucksache 18/7719.
BT-Drucksache 18/8210.
BT-Drucksache 18/8626.
BT-Drucksache 18/9097.

Abstract

Preparing Evaluation Standards for
Non-consensual Sexual Acts:
Research on Case Studie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Deuk-kyoung Yoon
Mijeong Lee
Gyeong-hui Yu
Jee-Myoung Kang
Min-Kyung Han

Although non-consensual sexual acts have not been legislated
under current Korean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to ensure the real guarante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benefit and protection under the rape law. Meanwhile,
implications are being given on introduc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sexual acts; legislation on sexual violence without
assault or threat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is being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ensure the actual guarante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aws against non-consensual sexual acts, we examined cases of
sexual violence without assault or threats that were handled at
Korean domestic counseling centers and classified them by type,
and through reviewing laws from other countries that have been
introduced against

non-consensual

sexual

acts,

as

well

as

precedents and policies, we reviewed cases where a standard of
consent and non-consent was recognized, as well as cases where
there was no recognition, and suggested which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as evaluation standards for non-consent in introducing
legislation against non-consensual sexual acts in Korea.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heads of six
counseling centers from across Korea to investigate counseling
cases of sexual violence without assault or threats related to
non-consensual sexual acts. We collected information on cases
where there was the problem of sexual violence that occurred in a
domestic violence situation; cases where there was a context in
which the person did not have the ability to refuse a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erson; cases where there was sexual violence
when the victim was defenseless; cases where the victim was
reliant on the perpetrator for financial reasons; and cases where
because of the perpetrator's power or fear of rumors, it was not
possible for the victim to refuse the perpetrator.
The majority of the counseling cases examined were those
where the victim was in a weak or vulnerable position. With
regard to sexua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consent whether or not the
victim had the freedom to consent to a sexual act in a vulnerable
situation, or if they had the ability to consent using their own free
will.

Foreign case studies from the UK and Germany were reviewed.
In a legislative effort to fill gaps in punishing sexually violating
acts, the UK imposes a provision that punishes "sexual acts
without consent" and Germany punishes "sexual acts contrary to
discernable will" (sexuelle Handlungen gegen den erkennbaren
Willen).
With regard to introducing new legislation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existing system of Article 32 of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laws and will not be maintained, even if it is
said that they follow either the UK's legislative model or
Germany's legislative model.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move toward a full revision of the sex crimes law
by referring to the German legislative model in terms of
conformity with Korea's criminal law system.
According to results analyzed from precedents, 6 out of 10 cases
from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case analysis were cases
where it was recognized that a sexual act was contrary to
recognizable intentions. They seem to be appropriate cases of
recognition, and it seems that these can be usefully utilized in
Korea's introduction of legislation on non-consensual sexual acts.
In case studies of non-recognition,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at a sexual act happened contrary to
the victim's recognizable intention. In this case, inside, the person
did not want to have sex, but on the surface, gave consent. When
asked to have sex, the person expressed refusal indirectly by
saying "I have a boyfri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is
should be recognized as a sexual act contrary to a recognizable
intention.
In addition, there were cases in which a decision was made that

obscure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77 (1) of the revised
Penal Code of Germany, such as revoking the decision of the state
court due to differences in viewpoints between the state court and
the Federal Supreme Court. This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victims who cannot present evidence other than their
own testimony to prove their victimization can be put in a
difficult situation in having the credibility of their testimony and
their victimization recognized.

Research areas: Criminal Act/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exual Violence
Crime, Non-Consensual Sexual Crime
Keywords: Non-Consensual Sexual Crime, Sexual Self-Determination,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 Sexual Acts Contrary
to Discernable Will, Cases of Sexual Violence without
Assault or Threats, Yes_means_yes model,
No_means_n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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