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선사시대에도 피임은 존재했으며 어느 시

대에나 인류의 생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다 그런 방법들로는 생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본질적인

요인들로서 성교절제 기간의 연장 낙태 유

아살해 등이 있었다 1)

서양에서는 18세기에 들어서 토마스 맬서스

의 인구론 이 대두되며 인구수의 압력이 사

회적 비참함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생식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산아제한 운동

역사의 장을 열게 하였다 당시 산아제한 운

동은 피임을 여성 자신에 대한 신체의 권리나

자유로 보는 견해보다는 과잉인구로 야기된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양식의 하나로 보는 것

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피임의

실패는 낙태에 의존하게 되었다 산아제한 운

동가들의 피임과 낙태를 서로 다른 행위로 구

분 지으려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은 낙태를 단순히 연속적인 생식조절 행위의

다음 단계로 보았다

서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산아제한 운동

과 함께 낙태의 증가는 생식력의 변천을 겪는

국가들에서는 예정된 일이었고 피임도구가

풍족한 사회에서도 낙태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았다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고 아직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옹호론(pro-life) 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낙태를 허용하는

선택옹호론(pro-choice) 으로 여성의 자기 신

체에 대한 결정권으로 가열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찬반논의에서 인간은 어느 시기

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에 대한 문제로 나아

간다 예컨대 수정된 순간부터로 보아야 하

는지 어느 정도 발달이 이뤄진 후부터 인간

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출산직후부터 인

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

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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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는 낙태가 불법화된 사회임에도 불

구하고 성행하는 것에 비해 심각한 사회문제

로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논의의 주류도 찬

반논의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

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조차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의 낙

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진행되어온 논의

들을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낙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낙태라는 민감한 주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용어의 통일이 중요하므로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하

겠다 낙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유

산에 대해서 논하여야 한다 유산은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

된 것으로서 유산의 종류로는 크게 자연유산

과 유도유산으로 구분된다 자연유산에는 절

박유산 불완전유산 계류유산 습관성유산이

있고 유도유산에는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

산으로 나뉜다 치료적 유산은 모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하게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많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유산은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낙태라는 용

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낙태라는 용어는 조선

시대 형법에서부터 현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죄 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부정적인 개

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 단어

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태는 가

치중립적이지 못한 용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2) 그래서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 대신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행위중심이며 가치중립적

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계에서

도 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찬

반의견도 분분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중들에

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낙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2 서양에서 이루어진 낙태

고대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월경을

조절하고 분만을 촉진하기 위한 관수 처방법

이 기록되어 있고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대

추야자 열매로 만든 페서리와 양파를 사용하

고 아칸서스의 열매를 꿀에 으깨어서 옷에

뿌리고 여자의 생식기에 바르는 방법을 권유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오래 전부터 낙태행위

는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에서도 4세

기부터 인구통제에 관심을 가졌다 작은 가족

규모를 가진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 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적게

나으려 했다 남자들은 다음세대에 대를 물려

줄 수 있을 때 결혼하는 만혼이 유행이었고

재산이 많은 자녀들에 의해 분할되지 않기 위

해서 아이 수를 제한하고자 했다 그래서 당

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진 태아에 대한 생각은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플라톤은《국가》에서 40세

가 넘은 여성이 임신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낙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

스는 각 가족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적정 규모를 벗어나는

2) http //sangsaeng org/mnu03_05_07e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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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태아에게 감각과 생

명이 싹트기 전에 유산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

다 구체적으로 남자 태아는 임신 후 30일(히

포크라테스)이나 40일(아리스토텔레스)이 지나

야 비로소 이성과 영혼을 갖춘 존재가 되며

여자태아는 80-90일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기도

했다 즉 태아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초

기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식물

과 같은 수준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보았다

유태인들도 태아의 발달 전 단계에 대해 유

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애굽기21 22-23

은 태아에게 손상을 입힌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살아있는 것으로

판명된 후에 한해서이다 3) 이로써 당시 태아

의 위상이 짐작가능하다

그러나 AD 314년 기독교가 승인되면서 태

아는 인간과 동일시하게 변화하였다 《12사도

의 교훈 또는 가르침들》이라는 디다케에서는

낙태라는 방법으로 아이를 죽이지마라 고 가

르치면서 낙태와 유아살해를 악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성 제롬과 어거스틴은 하나

님으로부터 이성적인 영이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낙태는

철저히 비난받았다 4) 하지만 중세시대 초기까

지만 해도 낙태의 도덕적 위상은 모호한 상태

여서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적 낙태

는 시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많은 혼란 끝에 19세기말 교황 피우스 11세

가 모든 영혼은 수태가 되는 순간에 들어가므

로 어느 시기에건 낙태를 하는 것은 죄라고

선언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신성시하려고 노력

하였다 이러한 태아관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낙태 방법의 발달과 인구 제한론이 대

두되면서 태아의 위상은 흔들리는 것으로 보

였다 그에 대한 논의는 의과학 기술의 발달

로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에 대

한 논의와 태아 권리론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논의로 확대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3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낙태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전

통적인 태아관을 가지고 있다 나이 계산을

할 때 태아 때부터 시작하여 출생을 하면 0

세가 아니라 한살로 하는 점과 조선시대의 형

법이었던 당률의 주에서 태아가 아니라 子로

표시한 점에서 그러하다 5) 그리고 제 먹을

복을 타고난다 라는 속담에서처럼 우리나라

는 낙천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태아를 신체의 일부로 보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함부로 훼손하지 못한 점에도 그 이

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낙태는

드물었으며 설사 있다하더라도 아주 은밀히

행하여져 공식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

아 법으로까지 낙태를 규제할 필요는 없었다

고 보여진다 6) 그러나 실제로 낙태 행위가 이

루어지고 있었음은 17세기 의서인 동의보감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아이

때문에 생활을 걱정하는 부인 을 위해 피임

3) 앵거스 맥래런 위의 책 p 56

4) 윌키 정길용 낙태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낙태반대운동연합 1997 244-248
5) 낙태를 한자는 2년에 처한다 타태는 보고기간 내에 子가 사망한 것이며 만약 보고기간이 지나서 죽으면

구상죄로 논한다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52

6)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위의 책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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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불임처방 몇몇 가지가 실려 있었다 흔

히 아이를 지우려고 간장을 퍼붓듯이 마셨

다 는 속설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듯이 동의

보감에서는 졸인 누룩이나 독성이 강한 부자

며 쇠무릎풀 구맥 계심 등이 태를 떨구는

낙태약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사

생아를 임신하여 낙태 또는 유산을 원한다면

미륵불이나 부처님 코를 조금 긁어먹으면 효

과가 있다는 속담도 있는 것으로 보아 낙태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7)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낙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낙태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형법8)

은 낙태죄는 타태죄(墮胎罪)로 표현되었는데

즉 타태죄의 규정에서 행위의 주체를 타인으

로 한정하고 있다 낙태의 방법에 있어서도

구타로 인한 낙태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태아

의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타상

해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동규정

은 타태를 규정함에 있어 구타의 결과로 인한

타태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태아는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손상

한 것으로 취급하여 구타상해로 규율하고 있

는 것이다 그 이외 자녀 낙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9)

그러나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1912년

형법도 개정되었고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개념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낙태죄10)는

1912년 조선형사형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에

의해 상해죄의 형태는 사라지고 자녀를 낙태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임부보다 태아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낙태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당시 일

본 형법은 기독교 윤리관에 기초한 생명권과

모체보호라는 19세기 근대국가의 형법에 영향

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증

가가 곧 공익 부녀건강 도덕에 의의를 두고

낙태죄 규정을 지속시켰다 이 낙태죄의 규정

은 해방 후에도 미 군정기를 거쳐 우리 형법

이 시행되기까지 효력을 지속하였다 11)

4 1953년부터 1973년까지의 낙태

1) 형법제정과 관련된 낙태죄규정

7)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30-33
8) 조선시대의 기본법은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명의 대명률이 기본법으로 작용하였다 형사법에서는 보통법으로

서 경국대전 등 우리 고유의 법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었다

9) http //sangsaeng org/mnu03_05_07b html

10) 일제 의용 형법에서의 낙태죄

제212조 잉태한 부녀가 약물을 쓰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써 타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3조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 타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부녀

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4조 의사 산파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 타태에 이르게 한 자

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 부녀의 촉탁을 받지 않거나 또는 그 승낙을 얻지 않고서 타태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벌한다

제216조 전조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것에 따라 처단한다

11)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위의 책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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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경제난의 한 요인이었다 1920년대

산아제한 논쟁의 분위기 속에서 1924년 처음

으로 우리나라에 피임약 선전이 시작되었는

데 당시 광고는 1924년 3월16자 <매일신보>

에 실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쇄도 70판 발매 실제적 피임법 최신

간 희망하지 않는 임신 구하지 않는 아해의

중하(重荷)에 고(苦)하는 인에게 고함

이 책에서는 압박 세척 체위변형 살정

살란 노동법 보조기구 따위의 피임법과 불

임법 인공유산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12)

1947년에 조직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형

법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해방 직후 산아제한

의 분위기와 전쟁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공익

이라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면서 낙태죄 폐

지를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가 심각하게 논의

되었다 여기서에서는 구법에 비하여 자낙태

죄와 동의낙태죄에 벌금형을 도입하고 형량도

낮추어 낙태죄의 처벌을 완화하려고 하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정부초안에 부

동의 낙태죄 처벌조항을 삽입하였다 낙태죄

전면 삭제안이 의원수정안으로 제안되면서 국

회심의 과정에서 낙태죄 찬반에 관한 일대논

쟁이 전개되었다 정부초안 입법자들의 낙태

죄 구상은 6 25 전란의 와중에서 국력의 확보

라는 인구정책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다 찬

성론자의 논거는 헌법원리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성도덕유지

간통죄의 입법에 따른 균형유지 등이었다 이

에 대하여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6 25전란 와

중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하에서 출

산을 강제하게 될 때 여성이 입게 될 여러 가

지 위험성이 논거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결

국 법사위수정안이 통과되었다 13) 이로써 우

리나라 해방이후 1953년 최초의 형법에 낙태

죄가 존립하게 되었다

2) 가족계획사업의 대두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

획이 채택되어 그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1961

년의 일이었다 1961년 4월1일 사단법인 대한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고 같은 해 6월 30

일 국제가족계획협회연맹(IPPF)에 가입하였다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당시 추정된 인구증가율

2 9%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

년)이 끝날 때까지 2 5%로 제2차 5개년계획

(1967∼1971년)이 끝날 때는 2 0%로 내리겠다

는 목표를 세워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

치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

을 배치하는 등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 계몽

및 봉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5개년계획이 끝

나는 1976년에는 연간 평균증가율 1 7% 제4

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는 1 5%까지

낮추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수용태세를 갖춤으로써

인구증가억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

며 주변 각국으로부터 성공적인 표본으로 주

목을 받았다 가족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부부

의 생활능력이나 이상·연령 등을 고려하면서

12) 신동원 위의 책 p 33
13)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위의 책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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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의 수나 출산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정하

는 것이다 따라서 산아제한이나 수태조절과

같이 피임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사회적·문화적 생활향

상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자주적인 인간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산아제한이나 수태

조절 등과는 일단 구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임여성에게 진료를 통해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족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가족계획의 목표는 인구를 조절

한다는 거시적인 것보다는 개개 가정의 모자

보건 가정경제의 향상 자녀교육 등 생활수

준 향상이라는 미시적인 면을 더 많이 내포하

고 있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1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가족계획은 주

로 산아제한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분

위기 속에서 1962년이래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않

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정부에

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신초기에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부인에게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아래 시술비를 지원하

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구억제정책은 가

족계획 어머니회(1968년) 등의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어 주로 농촌지역의 가족계획사업에 역

점에 힘입어 우리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 시

술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당시 낙태의 현황은 정부기관에서 공식적

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개인 논문에서 조사되

었는데 1961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일

대의 적령기 유부녀의 472명 중 163명인 34

3%가 낙태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5) 1963년 5월9일자 동아일보에 발표

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행한 조사에

서는 1058명의 유부녀 대상자 중 33 2%가 낙

태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243명을

대상으로 한 낙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논

문에서는 164명인 67 4%가 당시 우리나라에

서 낙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

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낙태가 법으로 규

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당시 산부인과 의사인 고려대학교 홍성봉

교수의 서울과 농촌 지역의 낙태에 대한 조사

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

다 1964년에는 서울시 성동구지역을 중심으

로 낙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농촌지역으로서

는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1965년에 다시 1970

년에 서울 성동구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하여

보고하였다 1971년에는 서울과 근교도시 농

촌을 각각 조사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조사는 1971년 9월15일부터 11월15

일까지 이루어졌고 기혼부인 1 464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낙태를 경험한 기혼 여성은 서

울 38 5% 시 33 1% 농촌 19 3%로 도시화의 정

도와 정비례하며 전국적으로는 26 1%가 낙

태 경험자였다 낙태 시술을 받은 연령별을

비교해보면 서울지역에서는 30-34세군 에서

그 시행비율이 제일 높고 시도지역과 농촌지

역에서는 35-39세군에서 제일 높았다 서울지

역에서는 이미 자녀수 제한을 위주로 한 낙태

14) http //100 empas com/entry html/?i=45827&Ad=Encyber
15) 차옥희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사회학적 조사 서울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2 전병재 낙태죄에 관

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4 17
16) 전병재 위의 책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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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세 전반기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농촌

및 기타지역에서는 30대 후반기에 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출산종결시기

에 가까운 40-44세군에서의 평균자녀수를 낙

태군과 전체부인군과 비교하면 서울 4 2명과

3 6명 시도 4 6명과 4 2명 농촌 5 2명과 5

0명으로 주거지에 따라 자녀수의 명백한 차이

가 있으며 낙태경험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낙태는 자녀수가 많은 부인에게 널리 실

시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낙태 시술 장소는

개인병원이 서울 90% 시도 83% 농촌 81%이

고 종합병원은 6-8%정도였다 17)

이렇듯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큰 어려

움 없이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할 수 있어 낙

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

었다

그러나 1965년 대법원은 낙태죄와 유효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의문을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하여 일축하였다

피고인이 설혹 본건 낙태행위가 가족계획

의 국가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

라도 국가 시책에 의학 가족계획은 어디까지

나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방법에 의한

것이고 임신 후의 낙태행위를 용인함이 아니

라 함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됨을 알지 못

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18)

한편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홍보 및 계몽사업은 물론 소득세

법 개정과 함께 각종 보상 및 규제제도를 가

하였고 목표량을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 관

련하여 모자보건법제정을 추진하면서 합법적

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형태로 낙태의 일부합

법화를 시도하였다 1965년에는 인공임신중

절 법제화시비 라는 심포지움이 열렸고 1970

년에는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넘긴 모자보건법안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서 낙태죄의 찬반논의가 재연되었다

5 1973년 이후 이루어진 낙태

1) 모자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

1973년 정부는 당시 유신하 비상국무회의에

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모자

보건법안을 제출 및 통과시켰고 공포된 이

법률은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낙태 합법화의 한 전기를 이루는 모자보건법

의 제정은 그것이 민선 국회에 의한 입법이

아니라 비민선 비상입법기구에 의한 비공개

적인 입법이었다 그 때문에 사회각계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함께 이

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19)

1973년 모자보건법은 동법 제8조에서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17) 홍성봉 전국인공유산의 실태 서울 최신의학사 1972 14-22
18) 1965 11 23 65도876

19) 김택현 낙태의 합법화문제 변호사 1974 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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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

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

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

조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가능한 시기

는 임신한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20) 동법 제12조는 형

법의 적용배제라는 내용으로서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 및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및 형법 제

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낙태죄의 성립 범위를

대폭 제한하면서 법적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인 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합법적인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

는 1976년 1982년 1985년 등 수차례에 걸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확장하려고 하

였으나 특히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보류하였다 21)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제정된 이래 1986년 5

월10일 1987년 11월28일 1994년 12월22일

1997년 12월13일 1999년 2월8일 등 다섯 차

례 개정을 하였지만 낙태죄와 관련된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다

2) 낙태 현황조사

우리나라에서 낙태의 현황조사가 공식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1994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연간 150만 건이라

는 기록 외에는 공식적인 조사 전무하다 우

리나라에서 연간 낙태 건수를 정확하게 통계

내기 힘들고 단지 추산하는 이유는 낙태시술

을 한 병원이 공식적으로 시술 보고를 하도록

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비합법적인 낙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로도 파악이 되

지 않으며 낙태시술을 받은 사람들 자신이

시술 여부를 밝히기를 꺼려하며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도 시술 횟수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1964년 이후로 매년 1979년부

터는 매3년마다 출산력과 가족보건 실태조사

를 해 오고 있으며 조사담당기관은 한국보건

20) 제3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일 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

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 원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써 그 질환의 태아에 미치는 발생빈도가 10퍼어센트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

③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 질환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전염

병을 말한다

21) 1976 4 29자 한국일보 1982 2 17자 경향신문 1985 9 18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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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이다 가장 최근 조사로서 18번째

시행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는 2000년 6월19일부터 8월31일의 기간

동안 시행되었고 조사대상은 총가구 수 11

388가구이었으며 조사대상 부인 수는 8 935

명이었다 22)

그 결과를 살펴보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낙태경험율에 관한 변동추이를 보면 낙태 경

험율이 점차 증가하여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53%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2명의 부

인들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낙태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은 다소 감소하여

52%가 됨으로써 둔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체로 낙태경험율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

으로 볼 수 있겠다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보는 기본적

인 시각이 원하지 않는 출산을 조절하는 행위

이다 1971년 홍성봉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 수 제한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터울조

절을 이유로 한 낙태가 14%였고 건강상의

이유 10% 경제적 이유가 4% 기타 이유가

11%를 차지하였다 가족 수 제한은 3번째 임

신한 여성의 경우 32%가 낙태를 4번째 임신

한 여성은 63% 6번째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

는 82%가 낙태를 선택하였다 23)

한양대 심영희 교수가 1984년부터 1987년

직접 농촌현지 조사시 만난 부인들과 면담하

여 얻은 결과를 보면 적당한 피임방법이 없

었던 1960년대 1970년대 초기에 부인들은 끊

임없이 되풀이되는 임신과 자녀양육으로부터

운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의

료 채널을 이용하여 3-4번의 낙태를 시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게다가 외국에서 들어

왔다는 피임약이나 통경제 등을 사용한 경험

그리고 애를 뗄 수 있다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속방법인 약초를 달여 먹거나 간장 엿기

름을 먹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40

대 50대에 이르고 있었다 자신의 출산력 통

제를 위하여 심한 노동을 하거나 나무에서 떨

어지거나 언덕에서 구르는 등 주위에서 얻은

정보들에 의존하여 위험한 유산 시도들을 하

곤 했다

비고 본 표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합쳐서 만든 것임

표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낙태경험율의 변동추이 : 1971-2000 (단위 %)

지역 및 연령 1971 1973 1976 1979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지역

전국 26 30 39 48 53 52 54 49 44 39

시부 37 37 46 53 55 54 55 49 45 39

도부 19 24 29 40 48 47 49 49 39 41

연령

15-24 11 10 16 19 22 20 29 21 21 13

25-29 81 19 27 36 42 40 40 36 27 17

30-34 30 29 46 54 61 50 55 51 45 35

35-39 38 43 50 59 63 60 60 58 52 50

40-44 33 40 45 56 67 62 65 60 53 52

22) 김승권 조남훈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1
23) 홍성봉 위의 책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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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 P시에서 행한 현지자료 조사에

서는 중산층 여성인 경우에 30명 중 20명이

낙태를 했었다고 보고되었고 일하는 여성(혼

전에는 모두 생산직 노동의 경험을 갖고 있

다 )들인 경우에는 14명 중 10명이 낙태를 했

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두 집단에서 보이

는 낙태 현상은 이들의 삶의 기반이 다른 것

만큼이나 낙태를 경험하는 이유와 경로가 다

르다 이들의 경험은 낙태가 얼마나 많은 사

회경제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중산층 전업 주부 집단의 낙태는

대부분 결혼 후 일시적인 피임의 실패로 원하

지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더이상 자녀를 원

하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할 사회경제적 형편

이 못 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이 좋지 않

아서 혹은 감기약을 먹어서 기형을 낳을 까

봐 그리고 태아감별에서 여자아이여서 등의

이유로 낙태를 시행한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

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결혼 후 이들이 시술한

낙태는 성 규범이나 모성역할에 전혀 모순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낙태 및 재생

산에 관해 물질적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

에 혼전 낙태니 혼후 낙태니 하는 문제가 여

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대부분의 일하

는 여성들은 동거로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같이 벌어 한번 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동거는 이들에게 두 개인

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성적 결합과 책

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규

범에 준하는 결합과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생산직 노동계층의 이런 동거혼은 어느 정도

동료나 친지들에게 이해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성지식이나

임신조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채널을 없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혼인하지 않

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피임에 대해 누구에

게 물어본다거나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문화

적으로 금기시 되었다 실제로 대상자들 가운

데 피임방법을 사용하거나 임신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쓴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보통 피

임에 신경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순진하지

않은 여자 혹은 이미 성경험이 있는 여자

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또 실제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다 그래서 사후에

걱정이 되어 임신을 막는 약을 사먹는 등의

소극적인 조처를 취하지만 동거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피임을 하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24)

198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

증가억제정책은 도입된 지 35년 만인 1996년

폐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낙태를 더욱 조

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근거로는 1998

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여성들의 낙태에 대

한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52 3%가

피임 실패가 원인이 된 것이었다 즉 효과가

낮은 콘돔 및 월경주기법에 의한 피임실천율

이 높아서 낙태가 원하지 않은 출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낙태를

하는 주된 원인은 원치 않은 임신(35 9%)

터울조절(20 5%) 임부의 건강상(9 5%) 혼

전임신(9 5%) 경제적 곤란(6 6%) 태아 이

상(4 8%) 성 선택(1 8%) 가정문제(1 5%)

기타(9 9%)이었다

3) 여아선별낙태

24)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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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한 낙태

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여아선별낙태이

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과 함께 남아선호가 아주 강한 나라로 알려져

왔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들을 칠거지악이

라는 규율로 처벌하고 축첩제도 씨받이 등의

장치가 횡행해 온 전통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

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억

압이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

아선별낙태는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실용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25) 출

산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많은 자녀수를 출산

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으로 자녀 중 1-2명의

남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으며 한편으로는

남아선호의 영향으로 자녀 중 적어도 1명 이

상의 남아를 갖기를 희망하여 출산을 계속함

으로써 남아선호가 출생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하였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의 성

공과 경제사회발전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격

히 감소하고 소자녀관이 형성됨에 따라 많은

부부들이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게 되었다

즉 남아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소자녀관과 남

아선호관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26)

실제로 우리나라 출생 시 성비는 1980년에

104 3이었으나 1990년에는 116 9를 기록하였

고 1991-1993년 기간 중에는 112 9에서 115

6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출생성비인 106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표-2참조) 1990년의 출생성비가 116 9로 급

격히 증가된 원인 중 하나는 1990년이 말띠였

고 이 해에 태어난 상당수의 여아가 1989년

과 1991년에 각각 분산하여 출생신고된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 27)

표 2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80-1993

연도 전체 1 2 3 4 5+

1980 104 3 106 1 104 3 103 2 102 0 96 8

1981 107 8 106 8 107 0 108 0 114 4 117 8

1982 107 6 105 9 106 6 110 3 114 6 121 1

1983 108 6 106 5 107 0 114 6 123 9 133 2

1984 109 5 106 8 108 1 121 6 136 8 141 0

1985 109 5 106 0 107 8 129 1 148 7 143 2

1986 111 8 107 4 111 3 138 7 153 1 146 2

1987 108 9 104 8 109 2 135 4 146 6 156 9

1988 113 4 107 4 113 3 1666 3 193 3 175 0

1989 112 1 104 2 112 6 183 9 207 2 197 1

1990 116 9 108 7 117 2 191 0 224 3 206 2

1991 112 9 106 1 112 8 184 7 206 3 199 7

1992 114 0 106 4 112 8 195 7 232 4 216 7

1993 115 6 106 6 114 9 206 5 253 4 223 3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5) 서정신 한국에서의 성별낙태에 대하여 철학과 현실 20(3) 1994 223-225

26) 조남훈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36

27) 조남훈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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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에 입각한 여아

선별낙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단기적으로 출생

성비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인 태아성감별

및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987년에 의

료법 제19조 2항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

반할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1994년에는 의료법

제67조를 개정하여 상기 19조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

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의료인 스

스로가 태아 성감별과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실천운동

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남아

선호의 이유로서 가문계승 의 비율이 1985년

37 3% 1997년 35 1%로 나타났다 1990년 가

족법이 개정되어 예외적으로 배우자인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호주 중심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여아선별낙태를 해

결하는데 있어 호주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4) 법과 현실의 괴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

사에 따르면 1960년대 초 10만 건에 달하던

낙태가 1970년대 초에는 31만4천8백90건 197

8년에 1백만 1985년 우리나라 기혼여성들 중

44 2%가 한번 이상의 인공유산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또한 낙태의 이유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낙태 행위가 범죄라

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낙태

시술의료인들이 낙태시술을 행할 때 의료인들

의 48 4%가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나태시술을

행했다고 보고되었다 29)

이처럼 낙태시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현실적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1961년 1년 동안 낙태행위를 한

자 중 검찰에 접수된 건수가 18건 그 중에서

도 기소가 6건 불기소가 12건이며 1962년도

에는 접수건수가 19건 중에서 기소가 3건 불

기소가 13건이었다 1966년 이후에는 입건되

어도 거의 기소되지 않았다 30)

1989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낙태죄로 기

소된 사건은 단 1건이었고 그나마 선고유예

로 종결되었다 1989년도 검찰이 처리한 낙태

죄는 총 29건이었다 그 중 구속기소는 2건

약식기소가 5건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

었다 31) 1990년도 검찰이 처리한 낙태죄는 총

30건이었다 그 중 구속기소는 단 한 건도 없

었고 불구속 기소가 1건 약식기소가 4건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32) 1998년

28) 낙태와 생명윤리 새생명사랑회 1997 13

29)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91 292
30)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위의 책 p 72
31) 법원행정처 사법 연감 1990 762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 제11회 낙태반대운동

연합 대안마련 봄 정기세미나 자료집 2000년 5월 30일 p 9

32)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9/1990 226 김일수 위의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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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처리한 낙태죄는 총 56건이었다 그

중 무약식 기소가 3건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런 현상을 놓고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은

실효성을 잃었으므로 낙태죄의 규정을 폐지하

자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낙태죄의 규정은

유효하며 오히려 합법적인 낙태를 가장한 불

법적인 낙태를 막기 위해 사법적인 조치는 강

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3)

5) 시민계의 대응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반대운동의 역사는 그

리 길지 않다 1980년 시작된 한국누가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영적 성장 의대

생들의 기독학생운동 의료윤리연구 국내외

의료봉사를 목표로 창립되어 수련회의 선택식

특강과 누가들의 세계 지를 통하여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어 왔다 1987년 학술윤리부가 발

족되면서 정기적인 학술윤리세미나를 개최하

였으며 1992년부터는 생명윤리 스터디그룹이

시작되어 인공유산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나아가 당시 반낙태운동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이던 새생명사랑회 IVF의 생명

을 아끼는 모임 목산교회 한국누가회 기독

교실천윤리운동(기윤실)이 함께 모여 1994년 4

월 26일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 대표 김일

수)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형법에 반대한 1만 명 서명서의 국회제출

과 침묵시위 등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

하게 되었고 현재는 34개 기독교단체와 교회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4)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는 낙태반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세미나 교육 홍보 자료 배

포 등을 통해서 낙태반대와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매년 2회 낙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 왔다 또

한 매년 5월 과 10월 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낙태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각 학교 종교단체 공단 일반단체를

방문하여 낙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낙태문제

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

담과 지원을 위해 종교인 교수 법조인 의

료인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 돕고 있

다 35)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는 낙태에 국한되지 않고 성문화 자체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들이 많

이 늘어나고 있지만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의 마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6 결론

지금까지 해방이후의 우리나라에서 낙태에

관한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규제로서 1953년 형법

에 낙태죄가 구한말부터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었던 가족계획사업과 함

께 낙태를 행하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였다

33)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위의 책 p 63

34) 박상은 국내 기독교 생명윤리 현황과 전망 http //www sangeun co kr/lifb4 htm

35) http //prolife or kr/prolife_frame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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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가정책의 괴리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무지함 속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억지스런 상

황에 대하여 낙태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교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는 낙태죄

의 올바른 실효성을 위하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에서 이뤄지는 낙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아성감별행위 금지라는 임시방편

적 대응보다는 국가단위의 적극적인 성교육

및 올바른 피임교육의 활성화 요구된다 나아

가 낙태 논의의 적극적인 사회 공론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색인어∶낙태 낙태죄 가족계획사업 원하지 않은

임신 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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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bo rt ion in K ore a S ince 19 4 5

JEON Hyo Suk* and SEO Hong Gwan**

Since prehistorical era the human has desired to control reproduction artificially

However abortion one of the productive methods has been prohibited to a certain degree by law

in some countries but the operation of abortion has been done in practice Also controversial

arguments on legitimacy of abortion have been raised

In Korea physicians operates abortions more than 2 million times each year In spite of serious

social problems arguments on abortion have not been common yet The efforts to find a good

solution for abortion have not been very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cerns for the conditions of abortion since 1945(this

year is the independent one from Japan's government) through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to suggest

the efficient direction in policy Since 1945 many women have had no choice but abortion for their

basic life The Korean government of legislated the Crimes of Abortion in Criminal Law in 1953

However the number of women who underwent abortion increased since 1962 due to the

governmental Family Planning Policy In addition the Mother and Fatherless Child Health Act was

enacted in 1973 that tolerated abortion to some extent The disparate treatment of abor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the governmental policy fueled the confusion to potentially pregnant women The

first reason why Korean women choose abortion is wrongful pregnanc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Korea abortion were operated for sex selection

To conclude it is important to be implement positive sex education proper contraception education

by government and social publicization of arguments on abortion

Key Words∶Abortion Crimes of Abortion Family Planning Policy Wrongful Pregnancy Sex Selection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Ethics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Department of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National Canc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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