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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젠더 리뷰> 여름호에서는 2019.4.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근거인 현행 형법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법제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다루기 위해 기획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하나로 ‘낙태죄, 66년만의 폐지와 그 이후’에 관한 특별좌담회를 마련하여 낙태죄 관련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낙태죄 폐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 이후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까지 여성이 자신의 몸에 관해 관심을 가지거나 임
신중단의 권리, 재생산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사회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입법
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임신, 출산에 있어 여성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우려의 지점은 무엇인지, 보완입
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어 독자 여러분의 관심
과 흥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합헌적 법제정비방향에 관한 2개의 글을 통해 낙태죄 폐
지 이후의 여성의 재생산권,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프에서는 ‘미세먼지와 인체위해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동향’과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다루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주요 영향과 우리 정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
고 향후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후자는 음란물의 평
가 기준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지 않고 이중 성규범이 갖는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피
해를 온전하게 다룰 수 없으므로 디지털 성폭력이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범죄이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진 남성중심 성문화는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
한 제도변화와 교육적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리뷰에서는 ‘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 일본 여성인 ‘내’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를
통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관한 일본 대중매체 및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반응을 소개하고 한국 및
일본여성이 느끼는 성차별적 상황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6
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 함의’에서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본회의 및 side event 등을 통
한 다양한 젠더 의제의 논의점들과 국제개발협력과의 관계, 국가별 발표를 통해 도출한 SDG5 달성의 함
의점을 모색하였습니다.
국내․외 여성통신 중 해외 통신은 독일에서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영국에서 생리기간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대 지급을 의무화하였으며, 영국에서 치마속을 촬영하면
처벌하는 일명 ‘업스커팅’법이 시행되었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산후 우울증 치료제를 숭인하였다는 등의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여성가족부는 스
쿨미투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호가 제시하는 다양한 내용을 통해 성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난 성평등 사회 달성에 뜻을 같이
하는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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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특별좌담]

낙태죄, 66년만의 폐지와 그 이후
박선영(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다해 한겨레신문 기자

박수진 변호사

박슬기 언니들의 병원놀이/산부인과 전문의

조주은 여성가족부장관 정책보좌관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처벌 근거인

40분 동안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에서 낙태죄 폐

현행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지의 의의를 돌아보고 향후 법개정 방향 등을 모색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하는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은 박선영 한

하였다. 이는 형법에 낙태죄조항이 도입된 1953년

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박다해

이후, 66년만에 사실상 ‘낙태죄 폐지’를 선언한 것

기자, 박수진 변호사, 박슬기 전문의, 조주은 정책보

으로, 2012년의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의 일이기도

좌관, 차인순 입법심의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

하다. <젠더리뷰>는 5월 21일 14:30부터 약 1시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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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 호주제 폐지 이후

박슬기

저는 헌재 앞에는 못 갔구요. 그때 진료일

또 큰 산 하나 넘은 격/국가가 여성의 몸을 규정하는

이었는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느껴지는 게. 그날

전근대적 상황을 벗어나, 비로소 주권자로서의 지위

오전에만 낙태를 원해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

찾아/그러나 ‘국가의 잘못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요. 근데 오후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 전날부터

옳지 않고, 혼란을 핑계로 여성이 책임지는 게 옳지

(판결 때문에 긴장해서) 잠도 안 오고, 아침에 그분

않음’에도 여전히 그 혼란은 이어지고 있어...

들 봤을 때도 혹시 오후에는 이 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전히 헌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법불합치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님은 4월 11일에 헌재 앞에 계셨나요? 아, (낙태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좀 울컥했거든요.

위헌 소송)대리인이셨지요, 그 때 선고법정 분위기

그래서 같이 기뻐서 부등켜 안고 울고 이러는 게

박선영

어땠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되게 뭔가 TV 속에
서 일어나는 것처럼 당장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아

선고를 그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많이 했어

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낙태죄는 없다!’이

요. 저희는 미리 얘기해가지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렇게 퍼레이드 하고 (집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게 벅찼죠. 왜냐하면 전날에 조금 부정적인 결과

알고, 같이 또 활동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마음 모르

를 예측하기도 했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 단순 위헌

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좀

세 분, 헌법 불합치 네 분으로 나왔을 때 많이 벅찼

다른 마음으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좀 울컥

고, 특히 단순위헌의견 선고하실 때는 그 내용이 자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기결정권 측면에서 전향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당

그 판결문에. 저는 또 울컥했던 부분이, 그 단순위헌

장 나가서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받아 적으면서도

(판결문)에도 국가의 잘못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건

일부 대리인단분께서는 막 울기도 했었죠.

옳지 않다, 당장 이 혼란을 핑계로 여성이 책임지는

박수진

게 옳지 않다 하는 그 말이 가장 와 닿았거든요. 그
박선영

박다해 기자님은 거기 계셨어요?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혼란은 이어지고 있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성이 여전히 몸으로 그 죄

박다해

저는 (헌재)앞에 있었어요. 앞에서 분위기

를 떠안고 있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구요.

나오는 거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 나오는 거 보고는
저도 달려가서 기사 쓰느라고(웃음).

박선영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

니다. 현장에서 보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 같구
박선영

저는, 생각보다 일찍 나왔더라고요. 좀 늦

요. 보좌관님은 뭐하시고 계셨어요?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박슬기 선생님은 그날 진료
하셨어요?

조주은

저는 헌재랑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하며 상

황을 지켜보다가(웃음) 인터넷을 통해 알았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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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무 너무 기뻤죠. 저는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를

하든 삼라만상은 항상 운동하고 있으니 사는 것이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

혁명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무수한 작은 변화가

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크게 봐서 젠더관련 두 가지

세상을 흔들리게 하고(搖) 시대를 변화시킨다.”제가

의 입법과제가 남았구나 싶었죠. 하나는 낙태죄 폐

이 문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저희가 낙태

지,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어요. 그러던

죄 관련해서 시민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가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해결이 되니

때는 엄청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 상황이 상

“큰 산을 하나 넘었구나”하는 마음이었어요.

상이 안 돼요. 한 5년 전 정도 일이었는데. 그래서
2012년에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났고 이게 2019년에

박선영

심의관님은 어떠셨나요?

헌법불합치가 났는데, 그 동안 한국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

사무실 TV를 틀어놓고 기다리면서 헌법

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불합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헌 아니면 적어도 헌법불합치겠구나 라고 확신이

리고 더불어서 저는 우리사회에 임신중단의 권리보

들었던 게, 재판장님 한 분이 의자에 앉자마자 씨익

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웃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됐구나 싶었어요. 판결문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인순

을 다 듣고 나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나
는 ‘중요한 법률 개정 사항을 왜 국회에서 못하고

강남역 이후 여성이 믿을 것은 여성의 연대 … 강해

이렇게 헌재의 힘을 빌려서 해야 하나. 국회가 너무

져야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 … 각성하면 되돌

약하다.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여성들의

66년 동안 뭐 했나’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또 하나

자기보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흐름 외에 실제

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몸이 전근대적인 상황을

로 이 문제를 개정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

못 벗어났는데, 이제 비로소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 오류로 인한 모순이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폭발하게 된 측면 있어/헌법재판관의 구성변화도 영
향 미쳤을 듯

박선영

네.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집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웃음). 다음 질

박슬기

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선명하게 강남역 이후라고 생각해요. 강남역 이전과

정희진 선생님이 쓴 칼럼 ‘혁명은 일으키는 것이 아

이후의 여성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니라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치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듯이. 그 이후에

이게 회자됐는데 그 글에 이런 인용구가 있어요.“레

물밀 듯이 뭐랄까, 우리가 세월호를 맞닥뜨렸을 때

볼루션에는 반란의 의미도 있지만 회전(回轉,

그 충격처럼.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가 아닌’걸 깨달

re-volution)한다는 뜻도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

은 것처럼 강남역 이후에도 여성이 우리가 믿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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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 서로의 연대이고, 우리 힘으로 생존할 수

하는 생각이에요.

밖에 없고,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선
명하게 깨달았고, 그 후에 그 힘이 일어났다고 생각

차인순

하구요. 이렇게 좀 흐름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는데요. 그 동안 저출산 정책의 헛발질도 영향이 있

(요즘 출판되는) 책들을 봐도 그렇고, SNS를 봐도

지 싶어요. 관련해서 어떤 입법정책적 흐름이 있었

그렇고. 처음에는 여성들의 내 삶에 대한 분노가 쏟

냐면, 돌이켜보면 17대 국회 때, 충분히 활성화되지

아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페미니즘 파도가 우

않았지만,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

르르 서점가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제가 요즘 현

했어요. 진보정당 쪽으로 갈수록 총선공약이나 대선

장에서도 피부로 느끼는데 이제 여성이 내 몸에 대

공약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 합헌(결정)

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

이 내리기 전인 18대국회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와

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제 여성들이 얘기하고

관련해서 모자보건법의 허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있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에게 요청되

우생학적, 유전학적 장애 질환 규정은 삭제해야 한

는 강연도. 처음에는 성폭력 아니면 페미니즘 이런

다는 제안을 장애인 의원들이 주도하면서 법안 발의

강의들이 주욱 지나갔다가 지금은 이번 달만 해도

가 여, 야 구분 없이 계속 되었었죠., 또 모자보건법

생리 관련 강의들이 두 번이 예정되어 있는데, 생리

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사회

와 같은 것들,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 이것은 내가

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법안으로도 올라왔었죠.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흐름들이 두드러지는
것이 저는 강남역 이후라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

근데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당시 정부가 갑자기
저출산 대책으로 사문화된 낙태죄를 살리면서 역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

적으로 여성들과 의료계의 문제의식을 집중하게 했

면, 저희가 first wave, second wave 하잖아요. 세

던 거죠. 그러한 모순이 물밑에서 지속되다가 20대

계적인 흐름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

국회 들어와서는 의료계의 요구로, 한국당 의원실과

나. third wave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가 후원한 토론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의료계의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에 이뤄져

요구로 이 의제로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모

오고 있는 것들, 미투도 그렇고 낙태죄 폐지도 그렇

낙폐, 인의협과 정의당이 함깨 한 토론회도 있었구

고 같은 의제들이 세계적으로 같이 서로 연대해서

요. 이런 흐름으로 보건데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힘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아, 이 시대에 살게 되

대한 인식의 확장도 한 축에 있었겠지만, 다른 한

어서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 역사에

축으로는 입법정책의 장에서도 이 문제를 개정하려

주된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고 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

것처럼 그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동력이 생기지 않

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았을까. 근데 각성을 시작한 것뿐이지 이제 각성하

인해 거꾸로 모순이 누적되어 폭발하게 된 그런 요

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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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저는 낙태죄를 바라보는 연령별 감수성차이

내 파이를 가져가지 않는 선 내에서는 그런 불평이

는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나 권리나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 다 있는데, 다만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자들,

요즘 말하는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도 사실 결국 자

청년들의 경우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긍정적 여론

기 파이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박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해 기자님이나 박수진 선생님은 저희들하고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젠더 감수성의 차이, 이런 문제

박수진

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어요.

이라는 보호법익을 공익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나

낙태와 관련해서 오래된 구도가 태아 생명

임신중단권이 사익이라고 보는 것이었죠. 특히 미국
정책적인 흐름은 심의관님이 말씀해주신

에서 그런 법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전반적인 영향은 의사선생님이

세대의 경우 태아의 생명보호가 공익이라는 데에 그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활동하시는

다지 공감하지 않는 반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2012년에는 헌재 앞에서

국가에 의해서 강요되었을 때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되게 외로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

나와 내 배우자, 가족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친다라는

은 여성들이 같이 해줬던 걸 느꼈고, 이거는 말씀하

사익적인 어떤 체감이나 문제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신대로 저는 강남역, 제 또래 여성들 만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임신중단 권리를 자기

가장 많이 얘기해요. 강남역 이후에 내 삶이 바뀌었

의 문제로 발언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

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역에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한

(대해서) 또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이전에 2015년에

사건이 아니라 강남역 살해사건, 미투운동 등 이런 흐

페미니즘이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름 속에서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

영향을 미쳤고, 강남역, 미투도 있어서 사실 그게 다

고, 특히 남성사회에서 종속적으로 취급당하거나 낙

하나 하나 다 집합체라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

인찍혔던 과거 몸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는

았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 20대 남성도 낙

것이죠. 이게 정말 명확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박다해

태죄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현실의 차이나 변화가 헌재의 낙태죄 관련 판
단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2012년 헌재결정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어

문을 보면 여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거든

려워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경우에 오는 자기

요. 또 2012년 즈음해서 낙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

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거 아니

려 했던 분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는 낙

였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 경험 당사자를 섭외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자기

박선영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익명으로 얘기를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 20

한다고 해도 당사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구요.

대 남성이라는 주체들도 뭐랄까 나와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에서 2012년 결정이 나왔다고

박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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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요. 이에 반해서 2019년 이번 현재 결정을 보

박선영

확실히 헌법재판관 구성의 영향은 부정할

면 여성의 삶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이 끼치는 영향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임신중단을 여성

에 대해 단계별로 매우 실질적인 이해가 담겨있고 또

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기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앞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2년 과 2019년 사이에

으로 젠더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들이 수반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얼굴을 공개하는 다큐멘터리

될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

영화가 나온다든가 낙태경험을 묶어서 책이 나온다

든요?

든가 하는 변화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연구자 집단,
산부인과 의사집단, 모낙폐 같은 단체 등 낙태 이슈

남녀가 삶으로 체험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나,

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입법·사회적으로 재생산권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는 거는 그 이전이랑 많이 다르지요. 물론 그 전에도

공론장에서 얘기하는 단초가 될 것/범죄가 아닐 뿐 아

이 문제에 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말하는

니라 국가가 권리로서 보장해줘라는 것인 만큼 낙태

분들이 있었지만요.

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주은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분들 내용의 연장

인 것 같은데요. 헌재의 낙태죄 관련 마지막 결정이
있었던 2012년도가 이명박정부 시기였거든요. 당
시 결정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여성정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부 하에서 지내왔잖아요. 이
명박정부시기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책과 예산 등
에서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여성들의 다양한 입장
이 고려되지 않았지요.
그런 정부 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갈급함은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
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1인가구의 증가가
보여주듯이 개인화의 물결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의 변화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인적구성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최근 헌재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다해

근데 저는 아까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인데 아직 막
이렇게 되게 한건 뭐 없어요. 입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당사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남녀가 삶으로 체험하기
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서 젠더관계가 당장 막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입법적으로나 사
회적으로나 어쨌든 재생산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
내지는 그 의미에 관해서 공론장으로 꺼내서 얘기하
는 그 단초는 되지 않았나(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후반기에 있었던 재생산권
토론회에서 고민 지점은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기자
의 입장에서 기사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기가 되게 어
려운, 이걸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하나. 이것을
대중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 친숙하게 만들
어야 되고, 이 논의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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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요한데,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달하는 게

안좋은 상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훨씬 더 어려웠다면, 적어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
생산권이 뭐고 이것을 왜 국가차원에서 논의해줘야

박선영

하고, 이게 왜 입법논의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논

면 이제는 원하면 내가 원할 때 내 몸의 주인은 나니

의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논의가

까 낙태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영

낙태와 관련해서 어떤 뭔가 큰 변화, 여성들의 몸의

향을 결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젠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 이거는 사실 헌재

더관계는 아직은 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

낙태를 하고 싶었는데 불법이어서 못했다

완입법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될지가 더 중
여성의 권리담론을 둘러싼 갈등, 딜레마가

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면서 얘기를

예상됩니다. 낙태 관련한 현실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으로,

범죄였잖아요. 근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보면 범

개념으로 여성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죄가 아니라고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는 없는지, 생각

이제 이거 허용해줘, 이런 허용의 얘기도 아니거든

해보게 돼요.

조주은

요. 이를 넘어서는 권리라는 거고 그 권리를 잘 행사

이게 뭐든지 여성의 권리가 됐잖아요? 권리가 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보장해줘라 그

니까. 이게 뭐든지 여성의 책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걸 국가가 권리로서 보장해줘라 하는 거거든요. 낙

이후 낙태죄가 폐지되고 보완 입법도 내년 말까지

태와 임신중단 선택에 관해서도 전인적 결정이라는,

마련이 되고, 2021년, 2022년이 된 상황에서 내가

여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규정을 하고

만약에 임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낙태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낙태를 안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럼 세상이 ‘야

하는 여성이 가지는 태아의 생명과 관련한 죄책감이

너 낙태죄도 폐지되고 지금 범죄도 아닌데 너 그거

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편한 의식들에 대해 헌재가

몰랐어?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낙태하지 않은, 만

결정문에서 다른 의미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취

약에 미혼모에 대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낙태를

지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권리조차 행사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후년도부터는

하지 못한, 그런 측면으로 그 여성이 비난받을 여지

여성의 몸을 둘러싼 모든 선택, 책임이 여성의 권리

는 없는지, 그니까 뭐든 이제 그 여성의 책임이 되는

로 논의되면서 혹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태시기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놓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여

되는 거라서, 앞으로 보완입법이나 보완될 제도 이

성의 책임이 되면서 비난받게 되는 상황.“너는 너의

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헌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택권, 권리를 향유하지도 못하니?라는 질책. 앞으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 긍정적인 상황만 생각하고 싶지만 젠더권력관계
라든지 보완입법 등이 어떻게 자리잡을지를 모르니

10 젠더리뷰

특별좌담 : 낙태죄, 66년만의 폐지와 그 이후

소극적인 권리로서의 자기결정 뿐 아니라 평등권, 사

는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정책개발하는 분들

회권, 건강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재생산권에 대

이 잘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의 취지를 살려서 입법에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재생산권은 당연한 권리

보장이 되어야 재생산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 여성들의 시민적·인간적 권리로서 재생산권 보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같이 갔을 때 되는

은 국가의 의무/임신, 피임, 임신중단, 출산 이것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결 짓는 데 있어 공백상태였던 여성의 권리 부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젠더관계가 관련해서 변

박슬기

화할 것

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엔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고, 어떤 것을 앞세

재생산권이 결과로서가 아니고, 정말 지금 당장, 다
박수진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해요. 헌재결정을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산권이라고

보면, 저희가 헌법소원할 때 의견서나 변론에서도

하는 건 누가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

자기결정권만 침해됐다고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자

반대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제를

기결정권은 소극적인 자유권적 권리잖아요. 사실 그

선점해서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당연

거는 2012년 헌재결정에서도 반대의견에서 네 분

한 권리로 인식시키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위

이나 이미 침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험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는 좀 더 나아가자고 해가지고 자기결정 뿐만 아니

들고요. 저절로 인식되는 개념은 절대 아니죠.

라 평등권이나 사회권적인 측면, 건강권 이런 것들

이름도 생소하거니와, 사실 저는 법적인 논리는

도 침해라고는 다 했어요. 근데 이번 헌재결정에서

잘은 모르지만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대립이

자기결정권만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기타 기본

계속해서 헌재의 판결 기준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자체가 코미디인거죠. 그 자체가 에러인 거고. 사

하지만 분명 자기결정권 보장으로서만 임신중단

실 운동의 영역에서도 ‘My body, My Choice', ‘내

권리가 입법에 반영되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자궁은 나의 것’ 이런 구호가 계속 있었어요. 낙태죄

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결정권의 문제 아니

집회할 때도. 이 구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

냐 이렇게 하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의

이 됐죠. 'My body, My choice', ‘내 몸은 나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국한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것’이 되면, ‘내 자궁은 나의 것’이 되면 내 몸에 일

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헌재의 결정에 보면 자기

어나는 것은 내 책임이 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은

결정권의 침해논증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등권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맘대로 할 건데 건들지 마’인

반차별, 뭐 이런 시민으로서의 동등권, 이런 서구에

데, 재생산권은 국가의 의무이고, (여성이) 국가에게

서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리가 부족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나왔던 그런

내가 인간으로서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

런데 이것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럼 헌재의 결정에 있는 다른 권리를 도출해낼 수 있

이걸 보장해. 내가 낳고 싶으면 낳게 양육을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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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내가 낙태를 하고 싶으면, 건강하게 당연히 보장해.

공자가 남성인데, 그 남성에게 내 몸을 허락받기 위

임신, 출산, 저는 사실 재생산권을 피임하고 건강권

해서 ‘낙태할거니까 동의서 써줘’ 구걸하다시피 해

여기까지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

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너무 잘

신, 출산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게 월경이면, 깔창생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빌미가 돼서, 나중

리대 얘기 안나오게 해야 되구요. 건강한 월경 교육

에 이혼할 때, 나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그게

해야 되구요. 피임약도 당연히 급여화 되어야 하구

다 빌미가 되어서 실제로 협박당하는 사례들이 있었

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적어도 이제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그게 ‘죄가

는 게 재생산권이고, 지금 꺼내지 않으면 사실 저절

아니다’라고 국가가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게 큰 거

로 이야기 될 때까지는 너무 늦어요. 우리가 지금

죠. 그거 자체가 큰 거죠.

이걸 가장 앞에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결정권
얘기를 이제 좀 지우고 재생산권을 꺼내야 한다는

차인순

생각을 하는 점이 있구요. 이것이 국가의 의무고. 말

백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성의 몸과 관련된 임신, 피

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여성들이 ‘우리는 이등시

임, 임신중단, 출산 이러한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민이 아니다’라고 자각하고 있는데 내가 시민으로

권리가 공백 상태였는데 그것을 새롭게 채울 수 있

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됐지요.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변화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일 앞에 걸어야 하지 않나(생각해요).

것처럼,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법체계를 총체적으로 보면 여성인권에 공

그리고 사실 그 젠더관계에 대해서는-젠더관계

젠더관계가 변화하겠죠. 당장은 현행법 상 배우자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긴 한데, 현장에 국한

동의라든지 이 과정에서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던 관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낙태가) 불법인데

행,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차

도 계속 (암묵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별적인 요인들이 해소되게 되었죠.

보호자라고 하면 남편이잖아요. 남편, 남자친구. 왜

재생산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냐하면 불법수술이어도 나중에 의사가 고소당하지

여성의 몸을 둘러싼 피임, 임신, 임신중단 그리고 출

않으려면 같이 제3자, 그 사람을 끌고 들어와야 이

산까지의 과정을 모두 권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계

사람이 나를 고소를 안 하니까. 적어도 그건 없어졌

기가 됐다는 것, 또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자기결정

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어디에서 낙태시술을 받

권의 이해가 작은 의미에서는 자기가 결정했으니 자

고 오면, 이전에는 낙태시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기가 오롯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될 수도 있지만

병원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피나고 배 아프고 걱정

큰 의미에서는 그 결정이 실질적인 자기결정이 되기

된다는 이야기를 못했죠. 근데 이제는 낙태시술을

위해서는 제반 사회적 조건들까지 마련되어야 하는

받고 와도 내가 낙태시술 받았는데 (괜찮은지) 진료

것이기 때문에 건강권이나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이

받고 싶어요. 하는 얘기할 수 있게, 적어도 그 정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요.

까지는 됐고. 저는 그건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

원치 않는 임신이 (낙태의) 원인이고, 그 원인 제

성의 몸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큰 시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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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거죠.

정문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도 분
명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본적

박선영

네. 굉장히 큰 시작이지요. 여성정책연구

으로 섹스부터 시작해서 출산 양육까지 여성의 섹슈

원의 좌담인만큼, 이제부터는 정책얘기를 할 필요가

얼리티가 갖고 있는 통합적인 성격, 이 성격에 대한

있는 것 같아요. 임신중단의 권리와 그 권리를 넘어

이해를 토대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서 앞으로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주수문

그것이 어떤 여성이든 간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

제라든가 이걸 넘는 아까 얘기한 여성의 재생산권을

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경제

실제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건지, 재생산권은 어

적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까지를 포함하는 건지, 그래서 각각의 정책들을

기존에 사용되던 사회경제적 사유하고는 다른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으

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헌재는

면 좋겠어요. 박수진 변호사님이 이 고민 많이 하셨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입법

을 것 같은데요.

과정에서 취지가 잘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사유제한이든 주수제한이든 제한 관련해서는 먼저 얘

또 무엇보다 사유제한이든 주수제한이든 제한 관

기가 안 됐으면 … 재생산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련해서 먼저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헌재결정

여성의 임신중단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설계를

을 보면 소극적으로 권리침해하지 마라, 권리보호해

논의해야/의료적인 영역에서의 정책적인 조치를 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어떤 권리를

떻게 입법할 것인가, 교육부분에서 어떻게 내용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

만들어나갈 것인가, 근로관계와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재생
산권이나 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박수진

일단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주수제한이

and rights) 아마 한국말로 번역되기로는 ‘성과 재

랑 사유제한인데. 저는 사실 주수 제한은 명확성의

생산의 건강 및 권리’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원칙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여성 인권의

최근에 얘기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논의를 저희가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의

다음에 사유제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얘기되는

임신중단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부 입법

게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허용이잖아요. 이게 사

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 제한사유들이

실 헌재결정 이전의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말의 사용

논의되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 되게 좁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사유였거든요. 그
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자녀이거나, 미혼모이거나,

차인순

정말 ‘객관적’이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지만 물리

정책적인 조치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가 있을 것이

적인･절대적인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어야

구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적 내용들을

한다는 좁은 의미로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헌재결

보완하거나 개선할 건가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크게 본다면, 이제 의료적인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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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뭐 사실 다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근로와 관련된, 지

치면 알음알음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그런 식으로 여

난번 젠더법학회 집담회에서도 중요한 지적이 있었

성의 몸을 대하는 시선도 당연히 너무나 폭력적이

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낙태가 죄인 이유로 인

죠. 우리나라의 의사 80% 이상이 남성이고, 산부인

공유산을 한 사람한테는 휴가를 안 줘요. 자연유산

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하는

을 한 사람한테는 휴가를 주는데. 여성 당사자의 입

데요. 내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장에서는 인공유산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마찬가

(남의 몸을) 결정하는, 뭐랄까 그런 엄청난 권력을

지인데, 법이 그렇게 가혹하더라구요. 노동영역 전

지닌 사람들이 특히 산부인과 남성의사들이잖아요.

반에 걸쳐서도 조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권위적인 시선이
산부인과에도 정말 많이 투영이 돼있기 때문에. 이

박선영

대상별로도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권이나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이걸 봐야할 것 같

건 의사 개인들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이 양성이 되는 거죠.

구요. 그리고 교육, 아까 얘기한 성교육 문제. 이게

미프진은 당장 들어와야 되는 게, 이 의사들의 결

하나 있고,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구체적

정에 대한 권리를 없앨 수가 있죠. 적어도 초기 주수

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에서.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약국에서 낙태약

또 하나는 약물에 대한 자가임신중단동의 이거는 모

주세요 하고 낙태약 먹고 끝.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자법만 바꾸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 기본적으로 미프진 들어온
나라에서도 적어도 두 번 세 번 의무적으로 병원진

사실 약물 임신중지가 많은 걸 내포하는

료를 받아요. 가장 먼저 임신을 확인하고, 이후에 유

게 당장 오늘부터 가능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 의

산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출혈이나 부작용

지가 없는 거예요. 다 몸 사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건,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그거 말고, 의사

하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한테 직접 나 해주세요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의사

울화가 치미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인공임신중절이

가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여성이 내 몸에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의학적으로) 배우

대해서 정말로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

고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트레이닝은 대학

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계속 그런 요구

병원에서 받잖아요. 저희가 다 케이스를 보고 환자

를 하잖아요. 거부권을 달라.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를 보고 트레이닝을 받는 건데 누가 대학병원에 낙

생각해요.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건 용납되

태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실제로 4년 동안

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슬기

(전문의 과정) 트레이닝 하면서 전문의 될 때까지 한

그와 별개로 의사들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학교

저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내 손으로

에서도 이 챕터는 그냥 패스. 왜냐하면 불법이고 배

(낙태를)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의사

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닥

개인으로서 트라우마가 남는 일이거든요. 그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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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최소화하는 것에도 (직접 시술하지 않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료를 해야 하기 때

역시 미프진이 기능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

문에 (진료비 부분은) 사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해요.

프진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식약처에서는 현행법

실제로 정말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미프진이라는

상 불법이니까 안된다고, 그게 맞는 말일 수는 있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수제한 사유

데, 더 충격적인 일은 4월 11일 낙태 판결 있기 일

제한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유제한은 어떤 걸로도

주일 전인가요? 열흘 전인가요? 그 때 굳이 나라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서 유해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네

로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파도 위의 여성들’이

왜냐하면 저희도 생명이라는 고민이 당연히 있

라고 해서 공해 상에 배를 띄워서, 우리나라나 특히

죠. 저희가 의료법 상으로 500g이 넘고 20주가 넘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아일랜드도 굉장히 (낙태금지

으면 태아로 인정한다고 (의사자격) 시험 볼 때도 나

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요, 낙태하지 못하는

와 있는데. 나와서 생명력이 있는 주수에서 낙태를

여성들을 공해 상의 배에서 낙태시술을 해주는 운동

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장애인, 청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까

소년 이런 상황들이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다 같이

지 갈 수 없으니까 미프진을 보내주는 그런 단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들이 계속 시설에

있는데- 그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라고 낙태죄 폐지

있고, 정신지체나 성폭력이 계속 은폐당하면 그 안

일주일 전에 차단이 된 거예요. 굳이. (판결까지) 일

에서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오기까지는 완전 의료사각

주일만 기다려도 됐잖아요. 굳이 차단을 했고. 그걸

지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28주, 29주

심의하는데 41초 밖에 안 걸렸대요. 그냥 이거 뭐

돼가지고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청

유해사이트야 땡땡땡 한 거예요.

소년들도 이전에 낙태가 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

사실 이제 낙태죄가 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기

면 (의사 입장에서) 편한 게 있어요. 그냥 죄라고 안

때문에 그 유해사이트 차단만 풀어라. 이것부터라도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례를 보면 본인이 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유통받

를 너무 낳고 싶어 해요. 청소년 여성이 본인의 애를

을 수 있는, 왜냐하면 여성들이 요새 너무 똑똑해가

너무나 낳고 싶은데, 엄마가 멱살 잡고 와가지고 당

지고, 의사들보다도 미프진을 더 먼저 알고, 더 먼저

장 낙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본인의

얘기한 게 의사들이 아니고 여성단체들이에요. 의사

결정권은 어디까지 얘기할 것인가. 정말 많은 이야

들은 오히려 이런 불법 약물을 어디 감히 환자한테,

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의사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예

배우지 않았으니까. 불법이면 당연히 위험하게 생각

를 들어 정신 병력이 있는데,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먼저 생각 들고, 그리

본인은 너무 낳고 싶어 하는데 가족들이 정신병력

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때문에 못 키운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예전에 우리

것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든 (조율)할

그런 일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강제낙태. 사실 여성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프진 하나 먹는다고

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더 먼저 얘기하지 못했던 게

2019_여름호 15

기획
특집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그 장애시설에서 강제시술 당했던 역사 때문이다는

내 건강이 지금 적신호인지 아닌지, 치료를 받아야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

되는지 아닌지를 10대나 50대나 똑같이 몰라요. 그

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게 가장 핵

런 상황에서 이건 성교육 한번 하자 이거랑은 차원

심적인 논쟁이어야지, 몇 주다 이런 게 논쟁거리가

이 다르구요.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정규교육하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훌륭한 나라잖아요. 저는 정규교육 안에 커리큘럼으

그리고 저는 사유제한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로 다 넣어가지고 당연히 그 학년별 연령 성장대에

하는 게, (사유제가 존치되면) 여전히 낙태죄가 존재

맞게 이걸 챕터를 짜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성이 누군가의

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성교육 의무교육 시간에 낙

허락을 받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

태 비디오 틀어주고, (강사가) 기독교 믿으면 낙태는

의 허락을 구걸하면 안 되고, 의사한테 와서 내가

죄다, 순결 서약하고, 그 스펙트럼에 어떤 강사가 들

이렇게 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구걸해선 안 되고,

어오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구요.

그냥 그 여성이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알고계시겠지만, 지금도 성교육 교과서에 그렇

서포트가 먼저 당연하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수

게 나와 있더라구요. 저희가 거울 보면 자궁, 난소가

제한이든 사유제한이든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제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외음부, 외부 생식기

이 없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주수

인데. 외부 생식기를 제대로 명칭을 부르지도 못하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28주까지 기다려야지라

고, 요도하고 질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질염

고 하는 여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모

그러니까 정말로 여성이, 여성이 인간이라는 걸

든 혐오와 무지로 여성의 매일이 고통받고 있는 거

믿고 존중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이

죠.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모든 게 정자, 난자 기준

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한

이에요. ‘생식기를 함부로 만지면 정자와 난자가 아

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 미프진은

파요’라고 씌어 있어요. 생식기를 만지면 사실 외음

몇 주까지 가능하다던가, 초기 몇 주, 14주면 14주

부나 질, 남성은 요도를 만지는 건데. 요도를 만지면

까지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의료진한

‘정자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정규 교과서

테 당연히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육도 정말

부터 생식을 기본 디폴트로, 당연히 여성과 남성은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요즘도 계속 그런 얘기를

애낳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실 너무

하는데, 우리가 흔히 10대가 철없어서 임신한다고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하거나 생각을 쉽게 하지만 10대하고 50대하

모형을 꺼내놓고 어디가 자궁이고 어디가 질인가부

고 피임에 대해 모르는 건 똑같아요. 정말 너무 깜짝

터 설명하고, 이것부터 진료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놀라서 환자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여직까지

예외없이. 그런데 정말 연령에 관계없이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살았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환자
한테 나는 화가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

차인순

생리도 마찬가지로, 정상 생리가 어느 범주까지고,

고 약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당시 요구의 핵심은 응

16 젠더리뷰

응급피임약 있잖아요. 2012년 경 병원하

특별좌담 : 낙태죄, 66년만의 폐지와 그 이후

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만 오천 원, 삼 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소

응급피임약을 약국에 일반의약품으로 풀어서 착상

년들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쉽지 않죠.

단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약국에 더 싼 값에 풀어야 된다

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

고 생각 하지만, 그런데 응급피임약이라고 하는 건,

고 없던 일로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생각이 나요.

사후피임약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응급피임약이라

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은 수입을 해야 하니까 준비하

이름을 굳이 부르는 거는 정말 응급할 때만 먹어라,

는 절차도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거고 일단 응급피

근데 그게 어떤 시기에 필요하고 어떤 시기에 안 되

임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

는지 교육이 안된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죠. 가장

면, 이거는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죠. 피임이 제대로

가능한데, 의사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약국에 이

안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했을 때

걸 보편적으로 보급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어떤

여성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서 그런 교육이 됐다는 신뢰가 없어서 저는 현재로
서는 좀 가격을 낮추던가. 아니면 병원이 (진료시간

제가 (이 자리에) 의사 혼자라서 마음이 되

이 끝나서) 문을 닫잖아요. 보통 여섯시에 문 닫는

게 무거운데요(웃음),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위험

데, 그러면 그 밤, 아니면 주말, 연휴 이럴 때는, 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기

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조치를 하든가 이럴 수는 있

본적 교육이 잘 되어서 내가 언제 이 약을 먹어도

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

되고 안되고를 명확하게 알고, 부작용이 어떤 건지

고, 미프진도 그런 맥락이에요.

박슬기

알고, 피임약이라는 게 어떻게 기능하고, 평소에 어

솔직히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신

떻게 피임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잘하다가, 정말 안돼

뢰가 없어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언니들의 병

서 어쩌다 한번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에 먹는,

원놀이’라는 이름도 여성들의 건강권, 몸에 대해 우

이런 정도의 교육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SNS로

저는 반드시 약국에 (일반의약품으로) 풀어야 된다

제게 어떤 병원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

고 생각해요. 지금은 돈도 비싸고, 왜냐면 기본적으

는 사실 안 가르쳐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책

로 단순히 약국에서 사지 못할 뿐 아니라, 병원에

임질 수 없고, 가까운 병원에 내가 아플 때 갈 수

오면 처방료가 붙어요. 응급피임약 처방받으러 오시

있는 병원에 가야지 소위 어떤 착한 의사, 좋은 의

는 분들은 진료실에 잘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거든

사, 나쁜 의사를 구분해가지고, 이 의사가 하는 말은

요. 약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런데도 접수하고 처방

맞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

전 하나 받아가는 데 거의 만원씩을 받는 거예요.

각해서 저는 병원을 안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런 수

응급피임약 처방료만. 그다음에 응급피임약 사려면

요가 있을 정도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진

약국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만 원 어떤 데는

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프진이 만약에 정식으

만오천 원 받거든요. 그러면 (사후피임약 사는 데에)

로 들어오면 병원에 안 가고 미프진을 먹으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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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죠. 어떤 식으로든 유통이 될 거고, 그런데 그게

그 직후부터 바로 논의의 초점이 되게 좁혀진다는 느

굉장히 위험한 게, 일단 정상임신 중이라는 확인이

낌을 받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이 테이블에 있

되어야 하구요. 임신확인이 안되고 자궁외임신이라

으신 분들은 다 주수제한은 안 되고, 사유제한 안 되

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진단 안되고 치료가 안

고, 제한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성의 결정

되면 정말 심각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을 국가가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접근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병원

야 된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사실은

가기 싫으니까 일단 미프진 먹는다고 하는 게 위험

정책결정권자들과 우리 같은 당사자들과의 괴리가

할 수 있고, 미프진 먹어서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너무 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상상력 자체가 되

있었는지 확인을 또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병원에

게 빈곤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에서만 해도 이거

오는 게 의무화되지 않으면 컨트롤되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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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접수가 안되어 있으면 오는지 안 오는지

주 제목을 뽑지 말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왜 그러는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언론사라

그래서 저는 미프진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

고 하면, 의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편집위원 그 쪽일

드시 병원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

거고, 정책결정자라고 하면 부처 아니면 국회의원들

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많은 것들이 같이

일건데 그 결정권자분들은 그냥 이게 왜 주수제한을

바뀌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하면 안되는지 왜 사유제한을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

바뀌어야 되고, 의사들도 미프진을 잘 알아야 되고.

한 게 없어서 그 직후에 나온 논의들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해서 미프진에 대해서 (환자에

나온 얘기들이나 이런 게 헌재 결정을 완전히 좁혔다

게) 제대로 교육하고,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

고 생각을 해요.

가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죠.

모 의원안이 나와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비판지점을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실제적으로 법

헌재결정 직후부터 바로 논의의 초점이 좁혀지는 듯.

안 논의형식으로 들어가면 모 국회의원의 안이 굉장

정책결정권자들은 왜 주수제한이나 사유제한을 해서

히 파라다이스 같은 안이 될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떻

는 안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해, 당사자들과의 괴리

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점이, 사실 20

가 심해/20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안할 거라는 얘기

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안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도 … 총선 이후 국회가 어느 방향으로 구성될 것인

요. 민주당은 일단은 2020년까지 해서 형법 폐지되

지, 보건복지위나 법사위에 누가 들어올 것인지에 따

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고, 결국 모자보건법

라 훨씬 후퇴된 지형에서 논의될 우려도

개정안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헌재결정에서 헌재재
판관이 누가 임명되는지가 중요했듯이 사실 총선 이

박다해

근데 정책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후에 국회가 어느 방향으로 구성될 것인지, 보건복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헌재결정문은 제가

위에 누가 들어오고, 법사위에 누가 들어올 것인지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따라서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현재의 결정이 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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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후퇴된 지형에서 논의될

헌재의 의견이므로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것이 불가피하지 싶어서 좀 우려돼요.

위헌의 취지를 국회에서 잘 살려서 입법을 할 필요
가 있죠.

차인순

가장 크게 고민 되는 지점이, 임신중단한

여성을 형법에서 형사처벌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다

박선영

루어야 하는 문제가 제일 고민이 되요. 헌법불합치

거 같구요. 주수나 사유, 이 문제로 논의가 좁혀지면

의견을 보면 여성의 자기낙태죄는 정당하다는 거예

저는 박다혜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사실 국

요. 그거 자체는 정당하고. 다만 과잉됐으니까 이걸

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상대방도 있고,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로 정리가 되었죠. 형사처벌이

이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어서. 오히려

라는 수단도 정당하다고 명시했죠. 근데 단순 위헌의

얘기했던 재생산권에 대한 걸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

견을 보면 달라요. 자기결정권 보장과 과잉 금지 위

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뭘 할 것인지 이게 훨씬 더

반에 동의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정반대에요. 여성의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기결정권은 임신의 전 기간을 통해서 보장되어야

해요. 근데 요즘은 논의가 주수냐, 사유냐 이렇게 좁

되고, 여성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같이 위험해지는

혀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후기의 상황에서 제한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설명을

사실은, 그니까 폐지까지는 독자적인 목소리로 폐지

하거든요. 두 의견이 모두 전제했던 태아의 안위와

까지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대책으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 안위가 일치하는 것이라는 핵심 견해를 염두

국회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있고 상대가 있는 거기

에 두면 이게 맞는 거죠. 이 논리가 헌법불합치로 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뭘 하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커요.

면 진이 빠져 오히려 헌재 결정의 내용을 현실화하

우려되는 점은 국회의 입법 관행이에요. 국회 현
장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가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비범죄화, 그 문제일

는 데 장애로 되어, 이게 뭔가 변화 발전시켜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봐요.

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현재 형법의 기본 틀은 안
바뀌는 게 아니냐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성 당사

조주은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임신 후기에 임신종결을 선택

모두 삭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부동의 낙태라

할 경우에 정신적, 물리적,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

든가 이거는 다른 범죄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을 겪는 게 사실인데, 이런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하

법의 낙태의 부동의, 자기낙태와 부동의 낙태죄는

겠다?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문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모자보건법’ 개

되어 왔던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헌재

정안으로 가야한다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형법으로 가게 되면 형법의 낙태 조항은

판결문의 입법부 기속력이에요. 헌재가 낙태죄를 위
헌이니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한 주문

차인순

부분이 기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항이 위헌판결 난 적이

나 단순 위헌 의견으로 제시된 부분들은 그야말로

있었는데요. 판결의 취지가 일률적으로 10년을 똑

예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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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같이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

해당 조항을 10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법원이 그 범

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 대리인단이

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한 적이 있었어요.

변론이나 재판 준비할 때도 가장 새롭고 어려웠던

이번 판결도 낙태를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적인 부분이었어요. 공개변론

것이 과잉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니까 같은 논리 구

준비하거나 변론서 준비할 때도 낙태 관련 의료 현

조로 해석될 위험이 있거든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이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공개변

제한적,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성의 자기낙태죄

론 앞두고 참고인을 선정하잖아요. 공개변론 할 때

를 형사처벌 하지만 일정기간, 임신 초기에는 그러

참고인을 한 분 모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

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얘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법적인 논리는 이미 2012년
에 헌재가 결정을 하면서 선행경험이 있잖아요. 법

그니까 지금 헌재의 결정은 단순 일괄적으

리적인 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 헌재도 그

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

렇고, 이제 모르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참고

니까. 아주 좁혀서 개정하려면 사실상 왜곡인건데

인으로 부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수진

현행 형법 조항을 변경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12주

사실 낙태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낙태죄와 관련해

이후의 낙태는 처벌한다든가 금지한다든가 이런 식

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성의 건강권 침해거든요.

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국회가 그럴

너무 직접적인, 사실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것 같으면 차라리 개정 시한을 넘기는 게 낫다고 봐

부인과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모셨고, 사실 공개변론

요. 그냥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까지 끌

때도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

고가다가 현행 낙태조항이 폐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얘기들이 많

에 다른 개별법 마련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이 나왔지요. 예를 들어, 의료적 상황에 있어서 현행

게 낫다.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요.

낙태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의과대학에서 관련 교육이 전혀 안되고 임상

박선영

아니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웃음).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매뉴얼도 없다라는 점,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낙태시술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뿐만 아

아까 박슬기 선생님이 한 차례 얘기해주셨

니라, 십여년 전부터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금지할 때는 일괄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들에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가

지를 하니까 입법하기가 수월했죠. 상대적으로 쉽

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생기기는 했

죠. 근데 이제 권리로서 보장을 하자고 하면 대단히

지만 예전에는 다태아임신에 대한 선택적 유산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있고, 지적장애

것들도 많이 이뤄졌다고 해요. 그게 행위 자체로만

인들이 있고, 너무 많은 다양한 조건에 놓인 분들이

보면 보통 시기가 임신 10주, 12주 이렇게 되기 때문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입법을

에 초기 낙태와 다르지 않아요.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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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모순된 현실을 의료적 측면에서 조

런 것도 당연히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줘야

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와서 임신 진

번 공개변론 과정에서 낙태죄가 위헌임을 드러내는

단되면 (산모니까) 산모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고, 산

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후 입법에서

모하고 똑같이 급여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실 의료적인 부분, 특히 보건복지부가 너무 중요

의료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정해진 행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료적 분야에서 꾸준히 선생님

별 수가대로 급여 시스템 안에 들어어면 된다고. 그

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

냥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

적인 입법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요.

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계속 ‘왜 낙태
하려고 하는데 저출산 국가에서 나라 세금을 쓰고,

약간 추정이기는 하지만, 진짜 이 법안 논

왜 이런 소위 나쁜 여자들한테 나라세금을’ 이런 얘

의의 단계로 들어가면 솔직히 주수제한, 사유제한

기를 하니까. 저는 그건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 이야

후퇴형태든, 그대로 두든 생각보다 빨리 더 쉽게 확

기라고 생각을 해요.

박다해

대할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의료계에서 왜냐면 의료

그리고 급여화하고 또 의료거부권, 이거는 절대

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이라는 이해관계가 있

로 물러서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지금 국민

기 때문에 보험적용 여부, 그 다음에 수가는 어떻게

청원 올리고 의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신념

할 것인지, 신념에 따른 거부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

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시키냐’그래요. 그런

하면 어떻게 신념이라는 걸로 규정할 것인지, 의료

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있는 병원이 산모 전문병원

접근권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사실 의료계의

이에요. 산모 전문병원이고, 산후조리원 있고, 그리

논의가 더 복잡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 보통 병원 규모마다 할 수 있는 수술이 다르잖아
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궁 혹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실 그 부분은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은 수술 안하니까 의뢰서 써서 (수술)할 수 있는

주장해서 지금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병원에 안내해서 보내거든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

반드시 해야 되구요. 그리고 수가도 사실 이미 정해

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거부권이라 하지

져있어요. 왜냐면 치료적으로 유산을 하는 수가가

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다 정해져있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우리

만약에 그 병원에서 가능한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영

가 그 수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가 행위

역이라고 하면 이미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그

별 수가제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 똑같은 행위에 따

런데 그냥 보내지는 않잖아요. 이 병원에 누구 있는

라서 똑같은 수가를 매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데 (의사) 이름까지 써가면서 의뢰서 다 써가지고 보

요. 그리고 산모 급여 초음파도 다 정해져있어요. 그

내죠.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 당연히 가야되고, 이

러면 이 사람이 임신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낙태를

거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닌데, 계속 그런 뭔가 낙태

하려고 병원에 왔건 아니건 산모이기 때문에 산모한

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낙태는 여전히 나

테 주는 혜택, 지금 바우처랑 다 주잖아요. 저는 그

쁘고 죄인데 이게 죄를 행사할 수 없는 의사들의 선

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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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의, 이런 것들로 계속 포장이 되는 거예요.

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하면 여전히 이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이

상담은 헌재 판결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경우 필요한

드는 거니까요. 건강권 얘기는 사실 너무 잘 아실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의무적으

거라서 굳이 일부러 꺼낼 거 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로 갖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폭력적인 상황을 여성

것 중에, ‘낙태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들이 또 감내해야 하는 상담은 안돼 … 구체적으로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낙태로 인해 본

어떤 상담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이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계속 자살시도 하고

촘촘하게 봐야/도덕적, 윤리적, 법적 논쟁이 첨예한

우울증 걸리고, 이런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낙태 증

낙태 관련 상담은 고안도 잘 해야 되지만 운영에 있어

후군 검색해보시면 떠요. 그런데 그게 병명이 (의학

서도 계속 피드백 필요

적으로)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겪은 여성들이
증상이 계속 얘기되면서 아예 자기들끼리 (병명 아

차인순

닌) 병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면 낙태증후

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8대 국회 때

군이 생기나보다. 그거는 사회가 준 트라우마거든

발의된 법안을 보면 당시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에

요. 이전에 국가에서 낙태를 종용하던 시절에, 동네

대한 것이었는데도 여성에게 상담과 숙려 등을 의무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경험을 얘기하고 신세한탄하

화하는 촘촘한 법안들이 여럿 나왔어요. 아마 이 부

고 터놓고 말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던 시절에는 없

분을 다시 살피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성의 자

었던 병명이에요.

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된 것이 위헌이라는 이번

그렇죠. 상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충

그래서 낙태는 정말 죄이면 안되는 거예요. 더 이

판결의 취지를 기억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담서비

상 낙태가 죄라는 걸 덧씌우는 모든 것들은 절대 허

스를 구축할지의 문제도 일관되게 사고되어야 한다

용하면 안된다고, 여기서 물러서서 (의사에게) 거부

고 봐요. 여성의 선택, 그리고 국가의 서비스 의무

권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요.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빨리, 마음이 같으신 분들이 모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으

여서 내용을 정리해서 요구사항으로 바로 걸고 힘을

로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보여주기 시작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박슬기

외국의 경우처럼 상담시스템 도입하고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헌재에서 정보제공 관련

게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한 상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서 임신을 유지할

실제 보면, 저도 낙태죄 폐지를 얘기하지만, 오시는

건지 중단할건지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도와줄

분들한테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는 하죠. 예를 들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이것

(낙태를 원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임신

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임신인 줄 모르고) 술을 먹거나, 나쁜 약 먹

그 얘기를 하면 그게 건강권하고 다 연동돼서 얘기

어가지고 불안해서 지운다고 하면 약물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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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좌담 : 낙태죄, 66년만의 폐지와 그 이후

성을 다 알려주고, 기형아 때문에 그런다면 유전상

요. 근데 아무런 제지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게 없

담 해주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

거든요. 물론 그냥 조정결렬시키면 되지만, 어찌됐

택하도록) 하지, 곧바로 ‘그래, 지웁시다’ 이렇게 안

든 얘기는 들어야되지요. 조정을 한번은 가야되고

하죠. 어떤 여성도, 어떤 의사도. 이런 것들을 최소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법원에서 운영하는

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당연히 있

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게다가 여성의 성과 관련

어야 하고. 그리고 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 저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 윤리적 ․ 법적 논쟁

그건 너무 폭력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이 첨예한 낙태와 관련된 상담이라고 한다면 정말

양육을 책임지지 못하고 너희가 키울 돈 없으면 지

제도의 고안도 정치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에 있

워도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국가폭력이라고

어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양육에

생각해요. 상담 절차가 도입된다면 오로지 임부에게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쪽하고 연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임신을 위하여 기능

해서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제도

누가 상담하면서 그 상담자가 또 이 여성에게 ‘아,

를 만들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안은

나 기독교 믿고 있는데 같이 교회가자. 너 (낙태하

아직 없어요. 고민중입니다.

면) 천벌 받는다’고 하면, 이런 건 실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런 상담, 폭력적인 상황을 여성

박선영

들이 또 감내해야 하는 상담은 안된다는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프진 도입을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그 다음에 상담을 구조화하면 어

할 것인지에 대해 촘촘하게 봐야 해요.

떤 식으로, 전달체계는 어떻게 가야하고, 누가 할 것

그래서 사안별로 연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지, 이런 식의 연구가 되어야지요. 오랜 시간동안
상담 문제는 너무 중요한데요. 이후 입법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토론회에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해서 배우고 있었구

들어요. 상담절차를 도입할지부터 시작해서 누가 운

요. 4월 11일 이후에 저희가 1년 반 동안 어떤걸 해

영하냐, 상담 주체, 누가 어떤 매뉴얼을 가질 것이

야 될 것인가의 얘기를 좀 많이 했구요. 이 얘기는

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고안돼도 제가 경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말씀주세요.

박수진

험한 걸로는 상담절차가 잘 운영되는 걸 보지 못해
서요. 상담과 조정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낙태죄 폐지 이후에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것 만큼

들어 이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도 조정전치주의니

중요한 것이 성교육. 초중고교 성교육 문제는 중요하

까 어쨌든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거든요. 조정

고 심각해/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생명을 소

위원을 판사 출신이거나, 변호사이거나 사회적으로

중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프레임은 이제 벗어나야/낙

연륜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조정과정에서

태금지가 무었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헌재가 얘기한

많은 편견과 문제되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것들에 주목해야/재생산권과 관련된 국가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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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대한 성인지예산 분석을 통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손

않는 임신으로 인해 인공 낙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에 잡히는 얘기를 할 필요

피임이 남성한테는 의무, 여성한테는 권리,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정확하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

조주은

미프진 얘기하면서 같이 나와야 될 것은,

한 학교 성평등 교육이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합니다.

일단은 안전한 여성의 몸에 안전한 약물에 의한 자
기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검증된 다양한 약물이 빨

박선영

지금 성교육 표준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

리 많이 좀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고유

요하고 심각해서,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야

명사로 미프진, 미프진 얘기만 하는데, 좀 더 다양

된다고 얘기하는데, 관계담당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

한, 여성의 몸에 안전한 약품들이 개발되었으면 하

아요. 이거는 교육부가 국가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움

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세상에 낙태

직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

하고 싶은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에서 조정해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 이 얘기를 안할 수 없는 거지요. 낙태죄 폐지 이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후에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가 목
소리를 높여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대

박다해

인식전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

로 된 성평등 피임교육입니다.

론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

실효성 높은 피임실천이 일상에서 확대되어 낙태

겠지만 언론 안에 아직 공부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

로까지 안가도록 해야죠. 현재 초중고에서의 성교육

부분이 있어요. 다음 과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으니

근거법률은 4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요. 구체적으

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아젠다를 부스팅

로 살펴보면‘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

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구요.

‘학교보건법’ 제9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제 개인적으로는 이후 입법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

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명 공청회도 열리고 담당을 추천해서 자꾸 얘기할텐

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소관부처도 교육부, 보

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생명을 소중하지

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고요. 학년별 15

않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이제

시간 이상 의무실시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성교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게 정책입안자들에

육’실시의 근거법률과 책임소재가 여러 법률, 여러

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처에 산재돼 있다는 것은 결국 아무데서도 책임지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수진

저는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실시’이다 보니 어떻게든 실시되고는 있겠

낙태금지가 무엇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헌재가 얘

으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근

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정 권리나 자기결정권에

거 없는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교사가 누구냐

국한되지 않고, 낙태를 금지했을 때 무엇이 침해되

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

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헌재논증을 자세히 보면

습니다. 성교육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죠. 피임, 원치

다른 기본권의 측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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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여 강조하는 게

말거예요. 이 논의는 말씀 나누신대로 시작을 잘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헌재결정이 나왔기 때

야 되기 때문에, 언론도 계속 기획으로 가줘야 해요.

문에 헌재결정 이후 입법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상당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성인지 예산분석제도가

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있잖아요. 재생산권과 관련된 국가의 사업이 있었다

알리고 살리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낙태를 두

면 이것을 다 모아서 성인지예산 분석을 하면 좋겠

고 공익/사익 이런 허구성이 깨졌고, 헌재 결정문에

어요. 그 동안 뭘 했고, 얼마나 했고, 어떤 문제와

서는 이제 여성의 선택존중이라는 소극적 자유권적

한계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가가

권리보호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가 하는. 구

잘 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생산권

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권

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반영

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작과 원칙으로서는 좋

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논의가 충실히 되는 게

은데, 결론으로 갈 때는 논쟁에 머물기 쉽죠.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후의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보험급여나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예상하는 쟁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

사유, 판단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등등. 이런 모든

적인 연구를 선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쟁점에 있어서 사실 저는 보다 넓고 다양한 권리적
측면에서의 임신중단 권리라는 선행 논의의 충실성

박슬기

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조항

생각으로 정리를 했구요. 사실 의료인도 어떻게 보

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걸 고민을 해나가는 게 좋다라

면 하나의 주체인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부끄

뭔가 오히려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 내가

럽기도 하고. 또 워낙 그 시스템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럴려면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죄책감도

움직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있고. 일단 그렇게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대여섯 개의 유관부처가 있잖아요. 쫙 모여서 TF를

하는 사람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

구성해가지고 분야를 구획하고 취지를 공유하고요.

람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대표성을 띌

마찬가지로 여정연이나 보사연도 각각의 주제를 같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것을 잘

이 하든 따로 하든, 하나하나 소주제별로 연구를 시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인순

작해야 되지요. 내년 결론까지가 시한인거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해보겠다는 건 아니잖

박선영

아요. 사실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특별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돼요. 마지막에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쫓기면 재생산권, 방향 뭐 이런 거 없이 개정하고

오래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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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합헌적 법제정비 방향*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적으로 태아의 생명보호를 하지 못하며, 2006년부
터 2013년까지 여성이 낙태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낙태’1)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원칙적 ‘낙

연간 10건 이하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태’금지와 예외적 ‘낙태’정당화를 두 개의 법에서 이

평가되어 왔다. 또한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

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자기낙태’(형법

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전면적·일률적

제269조 제1항)와 산모의 촉탁 또는 동의를 받아

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전문가가 실행하는 ‘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 모

을 침해하는 한편,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

두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그리고 모자보건법

가능하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

제14조에서 우생학적 사유, 전염성 질병의 사유, 강

될 수 없고, 낙태수술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후유증

간으로 인한 임신 등 범죄적 사유, 친족간 임신 등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며, 비싼

윤리적 사유, 임산부 건강상 사유 등 임신중절을 정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당화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다.

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듯이 형

뿐만 아니라 낙태죄 조항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

법상 ‘낙태죄’는 임산부의 낙태갈등 상황에서 실효

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

* 2019-2 미혼모포럼,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2019.4.25.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요 연구분야는 헌법, 여성법. 최근 발표한 주요 논문은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등.
1)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 구분이 되는 개념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현행 법률상 낙태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낙태라고 표현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신중절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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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4.11. 결정에서 형법상 ‘자
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서 ‘낙태’가 원칙적

2.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권리관점에서
본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의의

으로 금지되고 처벌됨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

가. 임신중절을 둘러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

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

1)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임신중절에 대한 이해와 비판

제적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

미국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우사건2)에서 임신

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부의 임신중절을 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

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동재판소는 낙태죄가 위헌으

절차조항에서 도출되는 사적인 프라이버시권(the

로 선고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용인하기 어려운

right to private privacy)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보고 임신부의 건강 또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

서 입법자가 2020. 12. 31.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한 텍사스 주법은 위헌이

하였다. 이로써 조만간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라 결정하였다. 임신중절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지 66년 만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단을 둘러

1992년 캐이시판결3)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권리

싼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입법자는 헌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에 기초하고

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자가 입법재량

있다고 하면서 로우사건에서의 사적인 프라이버시

을 갖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임신한 여성의 신

권과는 달리 한 인간이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은밀

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

하고 사적인 선택들, 즉 개인의 존엄과 자율이 중심

방하고 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

이 되는 선택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

자유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발전하

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4)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그러나 로우판결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임신중

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절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개

의 관점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

념의 수동적 폐쇄성으로 인하여 1980년대부터 지

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매키넌은(Catharinie
MacKinnon)은 프라이버시권은 남성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본다. 남성이 지배하는 성차별적 사회에서는

2) Roe v. Wade 410 U.S. 113 (1973)
3)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vania v. Casey 505 U.S. 833(1992).
4) 여성의 낙태권리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분명한 출산자율권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낙태법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해준다는 입장으로는 황필홍, 로우 케이스 사십년 평가와 전망: 여성의 재생산권 확장의 도정에서,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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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여성이 성행위의 선택에서 진실로 자유로울 수가 없

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의 추상성으

음에도 성활동을 프라이버시속에 가둠으로써 남성

로 인하여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가 권리로서

은 여성을 성적으로 더욱 강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

확실하게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점6)도 큰 한계로 지

여성이 남성중심의 사고에 길들여지게 되어 프라이

적될 수 있다.

버시권에 따른 임신중절의 권리는 여성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 긴스버

2)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 대법관은 여성의 임신중절의 권리를 평등조항에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서 도출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에 의존한 점을 비판

에서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

하고 있다. 즉,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 특별한 부담을

민이 헌법상 인간상에 부합하여 자기결정권을 지닌

지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해서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안되며, 모든 사람은 법률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

을 자격이 있다는 명백한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

임신중절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5)

하는 민주적 시민이라고 보고 있다.7) 자기결정권의

위의 비판에서 보듯이 여성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내용으로 자기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8), 개인정보

임신중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임신

자기결정권9),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10), 그리고

중단의 논제를 사적영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공적 영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11) 등을 들 수 있다. 임신여

역으로 가져와서 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임신,

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피임권, 임신할 권

그리고 임신중단을 이해해야 하며, 여성의 성과 재

리, 임신중단권을 들 수 있다.12)

생산을 위한 자율적 결정을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에서 여성

필요한데 프라이버시권으로는 이러한 논리를 구성

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5) 황필홍, 로우 케이스 사십년 평가와 전망: 여성의 재생산권 확장의 도정에서, 195쪽.
6) 한 보도에 따르면, 2019년 5월 14일 ‘산모의 건강(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만을 제외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임신중단이
불가능’한, 사실상 임신중단 금지법안이 미국 앨라배마주 의회를 통과했고 Kay Ivey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99년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http://www.ildaro.com/8473;
7) 헌재 1998.5.28. 96헌가5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8) 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은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자기운명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권ㆍ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9) 통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등을 든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판결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도 파악한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
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10)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내용 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11)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소원
1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채윤, 김용화, 영남법학 제45호(2017.12), 10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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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

자로서의 여성을 보는 관점에서 인권주체로서의 여

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

성으로 그 지위를 전환시켰다. 여성의 주체성과 정

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

보와 동의에 기반한 자율성, 그리고 다양한 선택사

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13)한 바

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은 임신과 피임, 임신중절과

있다. 2019년 낙태죄판결에서도 동 재판소는 여성

출산, 입양과 양육으로 나타나고, 국가는 이러한 일

의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자기결정권에서 도출하

련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 있다. 즉, 형법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출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급부, 양육환경 조성, 차

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별금지 등 영역에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임신중절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

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하는

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적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한 여성

임신중절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경우 근

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

대 시민헌법의 자기결정권이 모든 종류의 타인결정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에서 자유롭게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

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의 침해

하여 책임을 진다’는 개인주의적 인간상에 기초한다

로서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4)

는 점에서 여성과 사회, 여성과 태어날 생명과의 관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다양한 문화적 지역적 차이

계와 배려를 중심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임신중단

로 인해 국가마다 강조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

의 자기결정권과 모순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

통적으로 폭력, 차별, 여성의 신체와 성, 그리고 임

할 필요가 있다.15) 개인주의적 자기결정권을 여성

신통제에 대한 저항에서 주장되었으며, 그동안 희생

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13)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며 형법상 자기낙태죄의 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14)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소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임신종결 여부 결정의 특성, 생명의 발달단
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의 생명보호수단,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의 한계와 문제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
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태아
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은 중요한 공익이나, 결정가능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실효성 내지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자기낙태죄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결정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매우 크다.
결국, 입법자는 자기낙태죄 조항을 형성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
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15)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북반구와 남반구 여성주의자들의 갈등에 대하여서는 Christa
Wichterich, Sexuelle und reproduktive Rechte, Hrsg. von der Heinrich-Böll-Stiftung, Schriften des Gunda-Werner-Instituts, Band 11,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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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여성의 임신중단결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같은 세부적 내용을 가진다.18) ① 생명과 생존, 안

불확실한 사안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 선택 후 홀로

전의 권리: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권리, 개인의 자유

그 결과를 담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한 임신여성

와 안전의 권리,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권리, 고문 및

과 태아, 그리고 사회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의 자율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16) 이렇게 본다면 임신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② 재생산에서의 자기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전적 개인주인적 관점에서

정권: 아이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사생활과 가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결정이란 측면과 이러

족의 권리, 자유로운 모성선택과 관련된 권리, 결혼

한 결정은 사회관계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수용될 필

하고 가족을 꾸릴 권리, 모성보호 일반 및 고용기간

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자기결정권과 모순

동안 모성보호의 권리 ③ 건강 및 과학적 진보의 혜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택과 관련한 권리: 가장 높은 기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건강 및 과학적 진보의 혜택과 관련한 권리,

3) 여성의 재생산권으로서의 임신중절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갖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

고 존중받을 권리 ④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ICPD)’에서 채택된 카이로 강령에서는 처음으로

존중을 받을 권리: 재생산과 관련하여 갖가지 이유

재생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재생산권

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⑤ 정보와 교육,

은 모든 부부 및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리: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적

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절한 정보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권리, 교육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

을 받을 권리

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

카이로 합의 후 발전해온 성과 재생산권리는 개

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인과 집단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의해 좌우된다. 또한 이 권리는 관련 인권협약에서

를 포함하는 다양한 자유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개

표현된 바와 같이 차별,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인, 모든 부부, 성소수자,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금

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17)

지하고 평등한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평등권,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6조e에서는 ‘아이의 수 및 출

교육, 건강, 혼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

산의 간격을 자유롭게 또 책임을 가지고 결정할 남

격도 가지고 있는 복합적 권리로서 매우 광범하

녀의 동일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19) 나라마다 수용하는 정도도 상이하다. 재생산

재생산권은 다섯 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다음과

권은 초국적 기업들의 바이오산업, 재생산(임신)산

16) 신옥주,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제2권 제1호), 2018.4, 28-29; 신옥주,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통권 60호(2017.12.), 26쪽 참조.
17) 류민회, 재생산권의 개념과 국제적 기준, 여성연합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2쪽; 이를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건강, 재생산권리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30,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018, 12-13쪽.
18) 하정옥,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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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리고 재생산여성노동자(대리모, 난자제공, 재

재생산권을 이해하는 경우 재생산권은 자기결정권

생산기술사용 결정 등)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재생

의 내용인 여성이 성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산 개념에서 중요한 자주적인 개인의 자율적 선택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성적 권리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불평등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한 사회적 관계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인도

자유로울 권리와 출산의 규모와 터울을 결정할 수

에 있는 ‘재생산병원’에서는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한편, 사회적 권리의

으로 정보를 받고 결정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지만 대

성격으로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로서 임신,

리모와 의사들간의 지식과 가난의 불균형이 매우 심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

해서 선택의 자유는 매우 추상적이다. 이에 따라 자

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

유로운 선택이 단지 환상인지, 혹은 현대자본주의

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자기결정이 얼마나 우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20)

나. 헌재 2017헌바127 결정의 주요내용과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성과 재생산권의 개념, 그 주체
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

1) 헌재 2010헌바402 낙태죄22) 합헌결정의 문제점

족하다. 따라서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402 형법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결정에서 형법 제269조 낙

롯한 재생산활동에 대한 자유권적 권리이자, 보건에

태죄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태아 자체로 모와 별개의

대한 권리,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21)로 보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

19) 이러한 점은 재생산권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후 나온 주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재생산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재생산에 대한 모든 영역과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좁게 봐도 피임, 임신, 임신
중단, 출산, 양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산권은 그 이상이다. 성(젠더)을 가리지 않으며
(남성이나 성소수자도 누려야 할 권리),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집단적 권리이기도 하다. 반드시 임신과 낙태, 건강과 보건의료만 해당하
는 것도 아니다. 재생산에는 예외 없이 불평등과 차별이 따르고 경제와 문화가 깊이 개입하니, 권리 또한 그곳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을 잊지 말 일이다. 우리는 권리의 내용뿐 아니라, 권리인지 아닌지, 어떤 권리인
지, 누가 권리를 보장받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한 권리까지 재생산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과 방법도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낙태의 ‘의료화’는 반대한다! 프레시안
2019년 04월 19일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71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 Christa Wichterich, Sexuelle und reproduktive Rechte, Hrsg. von der Heinrich-Böll-Stiftung, Schriften des Gunda-Werner-Instituts,
Band 11, 2015, S. 23.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사태와 관련하여 생명윤리영역에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신옥주,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통권 60호 (2017. 12)참조.
21)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2010.12. 63-100쪽 참조.
22) 우리 법체계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자기
낙태죄(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 낙태치사상죄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전염성 질환･강간 또는 준강간･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보건의학적 이유 등 5가지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만 형법상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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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

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

연하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

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낙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

태죄처벌로 인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합헌

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낙태죄가 갖는 위축효과를

헌이고, 또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

통해 낙태를 줄인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시각은 여성을 낙태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반인

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

권적, 반여성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시각

이라고 보았다.

에 기반한 합헌판결은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

다수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정권을 대립시킨 후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 우위에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하면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

놓고 국가가 낙태죄를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

이므로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보호의무가 있다고 인

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불법적 낙태로 인해 받게

정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되는 여성의 심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한 낙태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

규정이 실질적인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미흡하다

은 이유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

는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생명권

하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먼저 임신·출

과 자기결정권의 조화 및 실질적인 태아생명보호를

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보다는 낙태죄를 존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치시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가장 손쉽고 경제적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며, 안이한 수단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고통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낙태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

의 불법성을 주지시키고 훈육시키는 것이라는 비판

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

이 가능한 것이다.23)

으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2) 헌재 2017헌바127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24)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

다수의견인 헌법불합치의견은 태아의 생명보호

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

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

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죄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23) 신옥주,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제2권 제1호), 2018년 4월, 31쪽.
24) 헌법재판소는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조산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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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마지막 생리기간 첫날이 기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

산점)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

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

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

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태아의 생명을 보

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

고 본 것이다. 동 재판소는 또한 임신한 여성의 신체

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적ㆍ사회적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낙태를 감

데 자기낙태죄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

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순위헌을 결정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

의 종합적 대책이 없고, 낙태 갈등상황에서 형벌의

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위하력이 적고, 실제도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드문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잠정

현실을 살펴보면 자기낙태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태

적용을 명하고, 2020.12.31.까지 입법자에게 개선

아의 생명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

입법을 하도록 하였다,

다.25) 그리고 형법상 금지되는 낙태를 한 여성의 의

단순위헌의견은 자기낙태죄조항과 의사낙태죄

료후유증 등에 대하여 법적 구제가 어렵고, 수술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

가 비싼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절한 수술을 받기 어

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임

려우며, 낙태가 민·형사상 악용된다는 점도 강조한

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

다. 동재판소는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에는 다양

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고 있는데 자기낙태죄조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자기낙태

항은 모자보건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

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

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을 하여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나 법적 공백이 발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

생하지 않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

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

를 피력하였다.

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
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3) 2017헌바127 결정의 의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여성의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

낙태에 대한 권리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

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기결정권이며,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

25) 현재 낙태죄는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낙태건수가 많고, 기소율이 지극히 낮으며 기소후 처벌율도 낮다(대검찰청, 검찰연감,
2016 참조). 신현호,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12, 2010, 374쪽.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시각
에서는 낙태가 정상적이라는 허구의 믿음도 생겼다는 시각도 있다. 신동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필요성과 방향. 안암법학. 32권
0호. 2010년 5월.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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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단순 대립시키고 양자를 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형량하여 우월한 기본권을 도출하는 것은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들에게 입법개선에 대하여

보호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

촉구하면서 합헌적 개선이 될 수 있기 위한 ‘헌법재

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부담과 희생을 감내할

판소가 설시한 한계내’에서의 입법개선이라고 하는

수 있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다. 임산부는 출산과

세밀한 장치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기관을 기속하지만 입법자

라 태아의 건강과 장래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으

들은 위헌적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들을

므로 임신부의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은 곧 태아의

어떻게 합헌적으로 개정할 지에 대하여서는 광범위

이익도 함께 고려한 결정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모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또는 종결에

자보건법 제14조에 정당화사유를 새로 추가함으로

대한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

써 위헌성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

한 입법개선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장과 태아의 생

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명보호를 위한 종합적 법ㆍ제도 마련이라는 헌법재

전인적(全人的) 결정으로 파악한 점도 매우 중요한

판소의 설시내용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

시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판소는 설시한 한계 내에서의 입법개선을 주문하고

종전결정(2012. 8. 23. 2010헌바402합헌결정)

있는 것이다. 또한 개선입법의 내용도 향후 낙태결

에서는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

의 충돌문제로 파악하고 생명권에 절대적 우위를 두

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

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2019년 낙태죄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과

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으

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

려고 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

태아의 생명권과 이를 위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생명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

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이라고 구체적으

를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

로 언급하고 있어 입법자들은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태아가 모체

는 입법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
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
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
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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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구 형법 제217조에서 “혼인외
의 아동을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살해한 모는 3

가. 실질적·전체적 관점에서 임신중절 자기결정
권의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년 이상 1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
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배제, 직업의 상실, 전시효
과 등 사회적 압력을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가 경감

1)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규정의 폐지

된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혼인 중의 영아에 대한

낙태죄 규정들의 개정과 더불어서 유기적 관점에

살해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

서 다른 형법규정들과 모자보건법의 제·개정도 검

나 동 규정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혼인외 자에 대

토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형법 영아살해

한 인정과 이들의 동등지위가 인정이 되고 더 이상

죄와 영아유기죄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 형법 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1998년 삭제되

251조는 ①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었다.27) 현행 형법에서는 영아살해나 유기에 대하

②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③ 특히 참작할 만

여 특별한 감경사유를 두지 않고 영아살해는 제211

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조의 일반살인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영아유기의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부

경우도 형법 제221조부터 213조에서 일반유기에

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 사회·경제적 동기, 특히

따라 처벌받게 된다.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이나 직후에 사람을 살

어떤 이유로든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겠다는 산

해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일반살인죄에 비해 감

모에게 출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이다. 출산을 강

경하고 있는 것이다.26) 영아유기의 경우도 형법 제

요한 후 치욕은폐 등을 위한 유기나 살해를 감경하

272조에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는 것도 매우 큰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형법상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절대적 생명보호를 위하여 착

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상이 된 이후에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비해 살아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사

써 역시 일반유기에 비하여 감경하고 있다. 이 또한

회·경제적 동기인 ‘직계존속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

사회·경제적 동기인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하여’ 살해하는 경우, 그리고 유기하는 경우에도 감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경우’ 뿐만 아

경하고 있는 것은 규정의 타당성과 법체계의 정당성

니라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자기의 돌봄 하에

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낙태죄 규정의

있는 직계존속을 유기하는 경우 감경을 하고 있는

개정과 더불어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8)

26) 영아살해죄 발생건수를 보면 1990년 7건이었다가 1992년 20건으로 급증하였다. 그 후 1999년 18건, 2000년 17건, 2002년 10건으로
감소한 상태로 발생하다 2010년 18건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16건이 발생하였다. 22년 동안 20건 이상 발생한 해는 1992년 한
해뿐이고, 10건에서 18건이 12년, 3건에서 9건 발생한 해가 9년이다. 신옥주, 낙태죄의 위헌성 고찰, 35쪽.
27) 신옥주, 낙태죄의 위헌성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제2권 제1호): 2018년 4월, 36쪽.
28) 전보경. 영아살해죄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013.09. 181쪽; 동조항의 폐지 또는 해석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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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2) 현행 낙태 관련한 법체계의 정비 방안

둘째, 독일의 입법례에 따른 일원화된 법체계의

첫째, 법체계의 이원화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

정비를 고려할 수 있다.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은

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에 임신중절금지와 일정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는데, 임신중절을 범죄, 비범죄,

한 기간 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임신중 제4조 제1항절 정당화, 불처벌의 4가지 경

두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의 정당화 규정을 개정

우로 구분한다. 각 임신중단 유형에 따라 임신중단

하여 정당화 사유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가능기간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제218조에서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임신중절을 여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② 제218a

성의 인권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원칙

제1항에서 상담 이후 3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

적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궁박한 사유에 따른

임신 여성의 요청에 따른 12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최후수단으로서 낙태’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신중절은 임신중절죄

것으로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보장이라

의 범죄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범죄자체가 되지 않는

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것으로 이해된다. ③ 정당화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이

또는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이원적 규정방안

있다. 먼저 제218a 제2항에서 의학적 사유로서 산

이 있다. 프랑스는 형법에 임산부의 동의 없는 임신

모의 생명, 신체, 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

중절의 구성요건규정만 있고 임신중절과 관련된 다

우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한의 제한

른 사항은 건강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이 없다. 제3항에서는 범죄에 따른 정당화규정으로

Art. L2211-1 ff)에서 규정한다. 민변에서 이와 유

서 강간이나 이와 유사한 성범죄의 결과 임신이 되

사하게 형법에서는 부동의 낙태죄만 규정하고 의료

었다는 추측이 근거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최초

법29)에 관한 규정을 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30)

12주 내에 허용된다. ④ 임산부의 요청에 따른 12주

네덜란드와 같이 형법상 임신중절금지규정은 그대

이내의 임신중절에 대한 예외로서, 임산부가 임신갈

로 두고 임신중단법(1984년 제정)을 제정하여 임신

등상담을 하였음을 증명하면 의학적 정당화 사유 없

24주까지 임신중단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

이 임신 12~22주 사이의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이

나 이러한 법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화

경우 임신중절을 한 임산부에 대하여는 불처벌 한

하여 보장하는 방안으로 평가 될 수 있지만 사회구

다. 그러나 의사는 처벌될 수 있는데, 임산부가 임신

조, 사회보장의 정도, 시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

중절을 할 때 특별한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확

로 고려하여 볼 때 아직은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기

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19조에

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거하여 제정된 임신갈등법에서 임신한 여성이 위

성낙현.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 Vol. 646. 2010.7. 5쪽 이하; 이영란, 형법에서의 여성의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1, 2002.12,
109-114쪽 참조.
29) 의료법 제20조 제3항에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후에 약물 기타 방법으로 인공임신수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추가.
30) 자, 이제 재생산권이다!,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 2018.11.22.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 자료집, 12쪽.
여성민우회는 동 토론회에서 임신중단 불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
하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36 젠더리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합헌적 법제정비 방향

기에 처한 경우 임신, 임신중절, 출산, 신뢰출산과

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범위가 임신초기에

관련된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

한정되어 너무협소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축하고 있다.

한다.

이 입법례에 따라 우리의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경

둘째, 기한 방식 대신 프랑스와 같이 임신 12주

우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 정당화 사유

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 자유로운 임신중단권을 보건

는 모두 형법 제269조로 이전하고, 형법 제269조를

법에서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법제는 태아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 범죄

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화 사유가 있어 처벌이

않아 우리헌법상 국가의 생명보호원칙에 맞지 않다

되지 아니하는 행위, ‘궁박’으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

고 생각된다. 네덜란드처럼 형법에서 낙태를 죄로

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

규정하지만 낙태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

건법은 태아, 아동, 여성의 건강, 재생산 등과 관련

한 보장하여 궁박의 사유로 임신 22주(수정 후 24

된 규정들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법률로서 전면적

주)내까지 임신중절을 보장하는 방식도 고려 될 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있다. 네덜란드의 입법례는 다른 규정들 없이 태아
의 독자적 생존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여성의 자기결

3)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임신중절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방안

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
법상 낙태죄규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첫째, 임신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된 임신의 기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간(수정 후 12주씩)에 따라 초기 임신 12주까지의

수 있는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제화에 있

임신중절에 대하여 자유로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어서 현실적 난관이 예상되어 법제화되기에는 어려

(또는 사생활보호)을 보장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울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태

셋째, 독일방식32)에 따라 임신중절사유에 따라

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의사상담과 숙려기

좀 더 자세하게 임신중절시기를 정하는 방법을 통하

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의 임신중단의료서비스 적용제안을 보면 임신 초기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낙태를 원칙적으로 불

(12주 이내)에는 산모요청에 따른 시술, 중기(12~

법으로 규정한 후, 임신 12주까지는 임산부의 의사

24주)에는 태아와 산모측의 의료적 사유, 사회경제

에 따라 자유롭게 비범죄의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적 사유, 후기(24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정당화 사유로서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

을 위한 사유로 구분하여 각 기간에 따라 정당화 사

절은 기한제한이 없고, 강간 등 범죄적 사유로 인한

유 혹은 시술요건을 설정하고 있다.31) 그러나 이 방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규정을

31) 자, 이제 재생산권이다!,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 2018.11.22.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 자료집, 35-37쪽.
32) 1994년 형법상 낙태죄를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할 때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낙태죄 규정을 “fauler, aber lebbarer Kompromiss(썩어
악취가나지만 살릴만한 가치는 있는 타협)”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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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적 사유 없이 임신 후 12주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22주(최후 생리 14~24주 사이) 사이의 ‘궁박’을

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유로 하는 임신중단에 대하여 임산부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상 자기

5) 임신중절 정당화사유에 대한 방안

결정권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권리를 도출하

첫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

고 태아생명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의 우생학적 질병을 임신중절 정당화사유로 존치시

가운데,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을 갖게 되었다. 헌법상 여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정당화사유로 산모의

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학적 사유와 범죄적 사유만 남기고 우생학적 사유

의무를 인정하는 논리와 논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

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임신 12주부터 22주까지의

에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제개선을 하는 것도

임신중절도 산모의 생명, 신체, 정신상의 의학적 사

하나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없이 상담을 전제로 허용되고 임산부는 불처벌된
다. 의사는 임산부의 ‘곤궁’함으로 인한 임신중절수

4) 자기결정권의 실질화를 위한 상담제공의 방법에
관한 방안

술임을 밝히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곤궁’함의 대
부분이 태아의 장애로 인한 것이다. 또한 유전자진

자기결정권은 임산부가 어떠한 외부 압력 없이

단법33) 제15조에서는 출산전 태아나 배아에 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보의 접근이

유전자 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출생전 유전적 검사

쉬워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의 결과에 따라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후 임신중절

다.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을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독일의 형법에서는

나라에서 임신중절전 상담은 필수적이다.

정당화사유로 태아의 우생학적 질병을 배제하였지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는 임신중

만 임신중절 불처벌규정과 유전자진단법상의 결과

절을 실시하지 않는 의사가 임신중절방법, 후유증

에 따른 임신중절을 가능케 하고 있어 태아의 우생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독일의 경우 형법의

학적 사유에 인한 임신중절이 현실에서는 가능하다.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임신갈등법에 따라 임신갈등상

그러나 태아의 우생학적인 사유는 장애를 가진 생명

담소에서 체계적·조직적·전문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과 장애를 갖지 않는 생명에 대한 차별로서 이는 결

상담을 하는데, 임신, 출산 및 신뢰출산(제한적 익명

국 유엔 장애인차별철폐협약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출산), 제한적 익명출산 시 향후 법원절차동반, 임신

차별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직접적인 임신중절의 정

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급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당화사유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

우리나라에서 임신갈등여성을 위하여 제한적 익명

자보건법 제14조 1. 태아의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출산제도를 포함하는 상담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임신중절은 삭제하고 5. 모의 생명, 신체, 정신적 건

33)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Gendiagnostikgesetz - GenDG) GenDG Ausfertigungsdatum: 31.07.2009, in
Kraft tritt am 2010.2.10. Vollzitat: “Gendiagnostikgesetz vom 31. Juli 2009 (BGBl. I S. 2529,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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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침해 및 침해우려의 경우를 정당화사유로 개정

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하여 모를 중심으로 임신중절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

사회국가원칙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임신중단

록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을 정당화함으로써 그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결과를

리고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산부의

야기하는 것이다.35)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를 추

‘궁박’을 사유로 한 임신중절이 처벌되지 않도록 규

가하는 대신 임신 12주부터 22주(수정후 24주)내에

정하여 장애가 있는 태아를 가진 임산부가 자기결정

서 의학적 정당화사유 없이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

따른 임신중단에 대하여 불처벌하고, 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정당화사유에 사회·경제

을 시행한 의사는 임산부가 궁박에 있었음을 입증하

적 사유를 삽입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낙태

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정당화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34)하는 방
안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사

6) 모자보건법의 개정

유의 구체적 예로는 미혼임신, 아동복지법상 아동임

모자보건법은 제정배경,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

신, 기혼여성의 경우 피임실패, 혼인외 임신, 이혼

서 한계가 크다. 모자보건법36)을 박정희 정부에서

후 전남편의 임신, 임신후 사별, 자녀가 이미 많은

제정한 배경은 경제성장을 위한 가족계획사업 추진

경우의 임신 등 다양하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적 궁

에 있었다. 낙태죄와 낙태허용에 있어서 일본법제의

박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강한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일제시기 일본 본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고려하지 않

의 낙태죄를 그대로 도입37)했고 그 낙태죄를 해방

도록 사회적 편견·차별철폐, 다양한 가족문화의 수

이후에도 존치시켰던 것이며, 낙태 허용의 배경도

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

바로 일제의 ‘부국강병’을 앞세운 국가주의 논리였

한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후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

다. 모자보건법의 제정 절차도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의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여건의 조성 없이 사회·경

민선국회에 의한 입법이 아니라 비민선, 비상입법기

34) 임웅, 낙태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 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386, 389쪽.
35) 신옥주, 이명박정부의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민주법학 제50호(2012.11.), 34-36쪽.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62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서술.
36) 일본 우생보호법을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데, 1949년 일본우생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낙태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하 법조문은 최규진,
의료와사회(8), 2018.2, 270쪽 재인용.
제14조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인 의사회가 지정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정신병이나 지적장애, 정신병질, 유전성 신체 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친등(親等) 내의 혈족(血族) 관계에 있는 자에 유전성 정신병이나 유전성 지적장애, 유전성 정신병질,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이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병 환자인 경우.
4. 임신의 지속과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저항과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간당하고 임신된 경우.
37) 최규진, 낙태죄의 역사, 의료와 사회, (8), 2018.2. 271쪽. 일본은 우생보호법으로 바꾸면서 경제적 이유 추가. 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변경, 우생수술이란 용어를 불임수술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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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비공개적으로 입법되었다.

한다. 또한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출산을 결정하는

이 때문에 사회각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시대

경우를 위하여 제한적 익명출산제도, 즉 일정 기간

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내용들로 채워졌고38), 국

까지 산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는 출산

가주의적 관점에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

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 장려와 촉진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자
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혼인, 임신, 출산이라기보다

7) 위기임신여성의 지원체계 정립의 필요성39)

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임신갈등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다.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제3조의2에서

임신중절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

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미혼모’, 청소년 ‘미혼

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는 임산부의 날 규정, 그

모’ 들과 같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인정과 차별

리고 제12조 인공임신중절예방 등 사업규정에서 대

및 낙인을 겪는 경우는 임신갈등상황에 직면할 가능

표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

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사회

각을 제14조 ‘우생학적’ 임신중절 정당화사유 규정,

적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은 원가족과의 갈

제7조 모자보건사업담당기구 규정에서 담담업무로

등도 존재하며, 출산 시 경제적 궁핍, 사회적 차별과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 규정에서 볼 수 있다.

낙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기(베이비박스 포함)와

그리고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당연한 전제로 놓고

직접 양육이라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다양한 난임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전면

많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개정을 통하여 아동과 여성, 임산부의 건강, 건강한

처한 임산부를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 법과 제도, 그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

리고 위기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관련 조직 혹은

요가 있다. 전면개정의 경우 법제14조를 형법상 ‘임

기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

신중절’ 규정으로 이동하고 모자보건법은 독일의 임

요가 있다.

신갈등법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형법상 임신중절
규정과 연동되는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담제도는 조직적·체계적·

4. 결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 또는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성, 건강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모든 사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람을 상담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신한 여성을 위

경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임신중

한 상담의 경우 임신, 출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성

절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의 임신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하여 제공하

다하는 것은 아니다.40) 태아의 생명보호는 임부의

고, 어떠한 결론도 유도하지 않는 열린 상담이어야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에야 비로소 실질

38) 최규진, 낙태죄의 역사, 의료와 사회, (8), 2018.2. 270쪽.
39) 자세한 내용은 신옥주,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2016.12.), 233-2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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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임신중절

전기간 동안 의학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은 처벌되

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임신위기여성에게

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다. 그리고 강간 등의 사유로

상담을 제공하고 태아의 출생 후 산모와 영아, 아동

인한 22주 이내의 임신중절을 정당화사유로 두고,

이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22주 이후 후기 임신중절의 경우 임산부는 불처벌

을 유기적으로 조성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인식

을, 그리고 의사는 임산부의 ‘궁박’임을 소명하고 불

개선작업 등을 펼침으로써 생명보호의무를 보다 실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경우

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굳이 둘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형법 낙태죄

이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은 국가가

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아유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건을

기죄와 영아살해죄 규정의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조성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회

하며, 모자보건법은 그 시발점부터 내용에 이르기까

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

지 전근대적 국가주의적 관점과 차별적 시각이 온존

된다고 본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사

되어 있으므로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태아, 아동, 여

람들을 위하여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신, 출산,

성의 건강, 재생산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국민의 기

입양, 양육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며 결말이

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열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아

낙태죄 개정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질적인 성교

으로 고찰할 때 먼저 그 나라의 헌법상 생명권, 생명

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는 임신과 출산에 적합

보호규정, 관련 판례, 사회적 분위기, 국민인식 등이

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영역에서 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과 임신출산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가능성 규정을 두고 정당화 사

로 인한 여성의 차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유없이 12주내 임산부요청에 따른 임신중절과 임신

40) 신옥주.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2017.12.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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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방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1)

1. 들어가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과거 낙태죄 합헌 결정과 큰 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을 같이 하지만, 태아와 임신한 여성의 관계에 대한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형법 제정 이후 헌법

변화된 이해를 보여주며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가 낙태죄의 합헌성을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이번 결정은 ① 임신이 여성에게 끼치는 중대한 부

두 번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공

담을 인식하고 임신중단이 신체적 문제인 것만이 아

익의 위치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의 위치에

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복합적 문제라

두고 두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으며, 낙태

고 보았고, ② 권리의 단순한 충돌에서 태아의 모에

죄의 처벌 범위를 좁히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대한 의존적 관계를 인정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③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낙태죄에 합헌 결

법이 생명을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지

정을 내렸다. 이후 오랫동안 낙태죄에 대한 법의 이

않다는 분석에 따라 발달 단계별로 보호의 정도를

해는 합헌 의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태아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④ 사회적, 경제

여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명으로 보고 태아의 권리

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단을 허용할 필요성을 인정하

가 여성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구도에서

였으며, ⑤ 낙태죄가 실효성 있는 수단은 아닌 반면

생명권을 압도할 다른 권리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

부정적 영향은 크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

능해 보였다.

다. 반면 낙태죄가 침해하는 다양한 권리를 명확히

* 젠더법학, 법사회학 전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지냄. 박사논문으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를 썼으며 공저로 <이주민법 연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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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자기결정권만을 언급하는 데 그친 점, 태

야 하는 권리이다. 임신중단권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의 모체 밖 ‘독자적’ 생존가능성이라는 가상적 개

는 임신 유지를 원하지 않을 때 임신을 중단할 수

념에 의존한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결정권뿐 아니

이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입

라 신체의 완전성(bodily integrity)의 권리를 포함

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법과 정책의 방향은 헌법불합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임신 유지 또는

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회 여론을 반영하고 여성의

중단 여부의 결정과 임신중단에 필요한 정보 및 수

임신중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

단 확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과 더불어 임신

다. 이에 이 글에서는 향후 법과 정책 마련의 기준점

중단 관련 건강 보장 방안과 재원의 마련 등 국가에

으로서 임신중단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낙태죄 개정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는 이러한 권

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안되어온 대안들의 의의와

리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한계를 검토하면서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을 확인하

의무를 진다(김정혜, 2019: 10).

고,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낙태죄 개정과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논의 검토1)
2. 임신중단권의 의의
가. 사유 규제와 사회･경제적 사유
임신중단권은 재생산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재생
산권(reproductive rights)이란 ‘모든 커플과 개인

그간 협소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

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결정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

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 가장 높은

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안이 꾸준히 제안되어왔다.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누릴 권리, 차별, 강제,

외국에서도 ‘선진국’ 중 81.6%가 사회·경제적 사유

폭력 없이 재생산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

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고(United

하는 개념으로서(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

Nations, 2014: 17),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ation and Development, 1994: 43~44), 임신,

에서도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예외를 두지 않는 처

출산, 양육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요구

벌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한다.

그동안 현실에서 행해진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

재생산권의 일부로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성관

은 사회적 사유 또는 경제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계의 결과 임신,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서의 여성에

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게 근본적 권리이자,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

허용은 불법의 영역을 좁히고 절실한 필요에 따른

1) 이 장의 내용은 김정혜(2019),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연구 제19권 1호, 23-41
쪽을 수정,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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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을 합법의 테두리로 포섭하는 역할을 하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는 어떤 방식으

포괄적 규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사회·경

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제적 사유의 도입으로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가 확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입법하는

대된다고 하더라도,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

방식은 포괄적 규정 방법과 구체적 규정 방법으로

유’를 예외로 두는 한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것

구분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에서는

인지 중단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회적 사유, 경제적 사유, ‘정신적 건강에 초래하는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

위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사유의 내용을

경제적 사유 하에서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례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가피한 이유 때문에 출산할 수 ‘없는’ 모성으로 재현

연령, 자녀 수, 혼인 여부, 경제적 여건, 생활 조건,

되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이 임신 유지를

출산이 기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법에 명시

강제하는 논리를 가능하게 한다. 사유가 아무리 넓

하기도 한다. 만약 후자와 같이 사회·경제적 사유를

다 하더라도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의 자

구체화하고자 할수록, 현실에서 일어나는 임신중단

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의 대부분을 포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

수 없다.

개의 임신중단은 종국적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음’
을 이유로 하는데(손명세 외, 2011: 54) 이는 연령

나. 기한 규제와 임신 기간의 불확정성

이나 자녀 수 등 구체화, 객관화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도입과 더불어, 임신 초기에

헌법재판소는 학업,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기한

장, 소득 부족 또는 불안정, 양육 곤란, 육아휴직의

규제 방식도 많이 소개되어온 외국 입법례이다. 이

어려움, 남성의 육아 책임 거부, 유배우 남성과의 관

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중 단순위헌 의견에서는

계에서의 임신,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임신, 임신 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2)부터 14주 무렵까지’를

이별, 미혼인 미성년자의 임신 등 ‘다양하고 광범위

1삼분기로 제시하면서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예시함으로써, 연령이나

한 여성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임신중단을 할 수

자녀 수, 혼인 여부, 경제적 여건 등 수치로서 구체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사유 제한 없이

화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한 임신중단도 허용하여야

여성의 요청으로 충분한 임신 초기만을 구분하는 입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법례도 있고, 중기와 후기를 구분하여 중기에는 사

구체적 규정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유에 따라 제한하고 후기에는 더 좁은 사유에 따라

2) 기한 규제 입법례가 계속 소개되면서 각국의 임신 주수 기준점이 언급되고 있지만, 각 입법례에서 임신 주수의 기산점은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전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기산점으로 하였지만, 수정일 또는 착상일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도 있는데, 수정일 또는
착상일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 기준으로 2주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 00주’라는 입법례가 ‘많다’는 분석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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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다.3)

배란일, 수정일, 착상일에 비하여 임신 전 마지막

임신 기간을 3분기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 하는

월경 시작일이라는 기준은 일견 명확한 것처럼 보일

방법은, 일부 기간이나마 다른 규제 없이 여성의 판

지도 모르지만, 월경일의 확인은 오로지 처벌 대상

단에 따라 임신중단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

인 여성의 진술에 달려 있고, 그나마도 피의자인 여

가 있다. 특히 임신 초기에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

성이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면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법적 임신중단의 가능성을

뿐만 아니라 월경일은 임신 기간을 추정하는 자료

확대하고 임신중단권 보장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중 하나가 될 뿐, 근본적으로 임신 기간과는 무관한

수 있다.

정보이다. 월경 주기의 길이나 규칙성 여하에 따라,

그러나 임신 기간에 따라 규제를 달리 하는 방법은

태아가 수정 또는 착상된 날이 동일하더라도 마지막

무엇보다도, 임신 기간 확정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

월경 시작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처벌이 월경 주기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중대한 한계에 직면한다. 낙태

라는 우연한 요소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월

죄의 맥락에서 임신 주수는 범죄 구성요건이 되므로

경일 기준에서, ‘임신 기간’이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신 주수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을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명확

마지막 월경 시작일 또는 초음파 진단을 통하여 임

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평등을 침해한다.

신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면, 여

명확성 원칙 위반은 임신 기간의 명확하고 일관

성이 마지막 월경 일자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초래된다. 이는 단순

는지 또는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는지, 월경 주기가

히 수사 기법을 발전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또는 긴지 짧은지, 태아가

제가 아니다. 임신 기간은 오로지 의학적인 취지의

평균보다 느리거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의사의 진단

판단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진료 목적에서는 임신

이 정확한지, 임신 원인이 되는 성관계를 특정할 수

일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에 따라 처벌이 좌우될 수

정보를 종합하여 대략의 임신 기간을 추산하고 건강

있다. 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개인

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형사처벌을

그러나 임신 기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법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흠결이다.

는 기간 산정의 기준점이 되는 날짜를 특정할 수 있
어야 한다. 하지만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공임

다. 안전성 기준

신중절을 위한 진료를 하는 시점에서 배란일, 수정
일, 착상일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일이다.

임신 ‘초기’ 기간을 정하고 초기에만 임신중단을

초음파 진단도 임신 일자의 추정에 불과하다(윤정

허용할 근거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는 임신 초기 인

원, 2018: 65).

공임신중절수술의 안전성이다. 일정 시기 이후의 임

3)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채택한 3분기설이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정당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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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신중단을 처벌함으로써 가급적 임신 초기에 수술을

라. 모체 밖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 기준

받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함의 ‘평균’
은 있을 수 있어도 모든 여성에게 안전하거나 위험한

형법은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는 시점을 진통 시작

시기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특정 여성은 자신

후로 본다. 그러나 낙태죄에서는 임신 후기 인공임

에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평균적으로 위험할 가능

신중절을 금지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모체 밖 태아의

성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자적’ 생존가능성 기준이 제시되어왔다. 태아의

수술의 안전성은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인 임신

‘독자적’ 생존가능성은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지속

기간보다도 국가와 지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

적으로 앞당겨지고 있고, 그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

기술 수준, 의료진 교육 내용, 의료진의 숙련도, 보

이 자명하다. 모자보건법에서도 ‘독자적’ 생존가능

편화되어 주로 사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인공

성 기준에 따라 2009년 이전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

임신중절 관련 지식의 보급 정도, 인공임신중절의

준을 임신 28주까지로 하던 것을 2009년 시행령 개

불법 여부와 허용 범위, 임신한 여성의 의료 접근성

정에서 24주로 4주나 축소하였고, 2019년 낙태죄

과 지식, 수술 전후의 관리,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최선의 의료 기술과 의료

건강 상태, 그 사회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섹슈얼리

인력을 전제로’ 할 때 22주(마지막 월경일 기준) 내

티의 윤리, 성평등의 정도 등등 수많은 요소의 영향

외라고 하여 기간을 더욱 앞당겼다.

을 받는 문제이다. 3분기설로 유명한 미국의 로 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말하듯, 현재 ‘독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46년 전의 의학지식

자적’ 생존가능 시점으로 제시되는 기간은 현대의

과 의료기술, 시설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필

의학기술과 장비, 인력의 최대한 지원을 가정할 때

요도 있다.

나 가능하다. 이는 모체 밖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더구나 스스로에게 안전한지 여부를 처벌 기준으

매우 가상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

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다. 2008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의학적 지원이

도 있는’, 하지만 절실한 수술을 요청한 것을 처벌

없다면 임신 34주는 되어야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

받아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안전한 인공임

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의료 지원

신중절의 유도는 해당 시기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처

여하에 따라 태아의 생존가능성은 2~3달까지 차이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신중단 정보 공유의 활성

가 난다는 것이다.

화, 안전한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보와 접

모체 밖 ‘독자적’ 생존가능성이라는 기준은, 낙태

근성 향상 등 보건의학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더 신

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두어도 혼자서 생명

속한 판단과 실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는

유지가 가능한 존재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문제인

것이 마땅할 것이다. 형사처벌은 오히려 임신중단의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현실을 왜곡

안전성과 신속성을 저해한다.

한다. 태아가 특정 시점 이후 모체 밖 ‘독자적’ 생존
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신중단이
금지되고 나면 태아는 모체 ‘밖’이 아니라 모체 ‘안’

46 젠더리뷰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방향

에서 생존하며, 여성은 자연분만기까지 임신을 유지

른 사유를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을 예외로 두어

할 의무가 생긴다. 즉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처벌을 면제하는 입법 방식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확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더불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인 또는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공임신중절

결정이 지적하였듯 임신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

허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사유 해당성 확인은

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태아는 자연

임신중단 허용 여부 및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절

분만기 이후에도 오랜 보살핌과 책임을 요구하는데,

차이기 때문에 누가 판단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

모체 밖 ‘독자적’ 생존가능성 기준은 출산 이후 발생

하며 일관된 결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수 있어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의 수술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그러나 예외적 사유들은 일관된 결론에 이를 수

일이다. 처벌 대상인 여성은 바로 수술 당사자이기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거나(사회·경제적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에 인공임신중절을 하고자

사유들), 입증을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임신한 여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신 후기에

성에게 대기하도록 요구하기에 부당하거나(성폭력

수술을 하는 드문 사례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에서 수사 종료나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아예

가능성이 높다.4) 형사처벌의 위협이 후기 수술을

입증이 불가능하다(근친혼).

줄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유 확인 절차는 누가 확인하고 판단할 것인가

형사처벌보다 여성의 건강 보장을 도모하는 정책

의 문제를 남기는데, 외국 입법례들처럼 의사 2명

을 두는 국가들도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낙태

이상, 법률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집단이나 공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임신

원의 판단을 요할 경우, 의학적 판단 이외에 허용

중절률이 낮은 편이며, 임신 초기에 대부분의 수술

사유의 조사와 판단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되며, 판

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낙태죄를 두어 여

단의 곤란함이 문제되면 기준의 구체화가 시도될 가

성을 처벌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자격을 제한하여 여

능성이 있다. 조사를 자세하게 할수록 수술 시기는

성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한다.5) 법의 목적

더 미뤄지기 때문에 판단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

이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처벌에 있는지 여성의 건

를 줄 수도 없고, 조사 권한을 부여할 근거도 마련하

강 보장에 있는지에 따라 규제 대상과 방법은 완전

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기준(연령, 자녀 수 등)을 마

히 달라질 수 있다.

련할 수 없는 사유에서 판단은 사실상 임신한 여성
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마. 사유의 입증

판단에 따른 임신중단에, 절차적 복잡성과 시간의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 또는 다
4) 일례로 일반 여성 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의 0.8%만이 임신 24주 이후에 이루어졌지만(김동식 외, 2018: 86),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 지원 요청 중에서는 7.1%가 임신 24주 이후에 지원을 요청하였다(이미경 외, 2012: 33).
5) 임신 13주 이후 수술은 특별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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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담 제공과 강제 대기기간

성의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 본인이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배우자

인공임신중절 관련 절차로서의 상담은 여성에게

가 인공임신중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성은 임신을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informed) 판단을 내릴 수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

있게 되어, 제3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

와 상담의 방향에 따라 여성에게 불필요하거나 추가

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배우자가 임신 상대방이 아

적인 고통을 부여하는 절차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

닌 경우, 동의 권한은 임신과 무관한 제3자에게 부

출산을 유도하거나 임신중단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

여되는 셈이다.

게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식의 상담은 여성의 정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또는 태아의 친부는 임신

신적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 유지 또는 중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사실적 권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한은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임신을 중단하겠다

상담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한 여성

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 유지를 강제할 권한

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지, ‘스스로 판단할

을 갖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WHO

능력이 없는 여성’이라는 오래된 전제를 유지하는

는 임신한 여성 외의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

것이어서는 안 된다. 법이 전제로 삼는 자유주의적

가 빈곤여성, 청소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가정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인간임을 떠

력 피해 여성, 가정폭력 위험에 처한 여성 등에게

올리면, 여성 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의심하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경고하였다(World Health

면서 규제를 덧붙이고자 하는 태도는 이례적이기까

Organization, 2012: 95). 출생한 자녀에 대한 권

지 하다. 강제 대기기간(소위 ‘숙려기간’)을 두는 입

리 및 의무를 갖는 것과 임신중단의 불법성을 좌우

법례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기간을 두지 않는 국가도

할 권한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또는 친부의

많고, 심지어 프랑스는 2016년, 대기기간 제도가

동의를 낙태죄의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은 전면 폐지

여성에게 부담을 주고 불필요하게 수술을 지연시킨

해야 한다.

다는 이유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김광재,
2018: 226).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만들고 상담 접

아. 보호자의 동의

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상담을 의무화하거나 여
성에게 ‘생각을 더 해보라’고 강요하는 강제 대기기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간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 등의 동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임신
한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동의능력에 제한을 두지

사. 배우자 또는 친부의 동의

않는다.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 환

현행법은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임신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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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 법정대

요청되더라도 이는 수술 후 미성년 여성의 건강 보

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을 뿐 환자의

호를 위한 것이어서 동반 성인이 반드시 보호자일

연령 제한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 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김정혜, 2019: 40). 즉, 미성

무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롯한 수술을 받고자

년자의 임신중단 여부 판단 또한 여성 본인의 건강

할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이 정책 마련에서 최우선의 고려 요소여야 한다.

요구받고 있고, 미성년자가 성폭력으로 임신하여 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지원을 받는 때조
차도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지원 기관의 요구 때문에
지원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

4.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방향

하지만 미성년자 또한 임신중단권의 권리 주체이
다.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0호’는, 제3자의 동

이제 국가는 정책 방향을 ‘낙태 금지’에서 ‘안전

의나 승인 등이 아동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및 권리

한 임신중단’ 지원으로 전환하고, 여성이 임신을 중

에 대한 상품, 정보, 상담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단할 권리, 임신중단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할 것, 임신중단 관련 결정에서 항상 아동 의견 경청

보장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낙태죄 폐

및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법 개정 또는 정

당사국에 요구한다.

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스스로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고 의사를

가.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책

표시할 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신생

첫째, 임신중단의 안전성을 높이고 여성의 건강

아도 진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인정하

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면서, 다만 의사표시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허가 절차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미프진 도

자녀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입은 낙태죄 법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 2010카합2341).

것이다. 현행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는 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임신을 중단하겠다는

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도 수술보다 안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보호자가 이를 금지하고 임신

한 방법이 있다면 국가는 여성 국민의 건강 보호를

과 출산을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자보건법이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호자 동의가 문제되는 연

둔 낙태죄의 예외가 ‘수술’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령 기준을 미성년자 기준보다 낮게 두거나, 보호자

법 제정 당시 약물에 의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방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

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약물에 의한 인공

면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수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보

사례들이 있으며, 이런 경우 수술 시 성인 동반이

다 더 높기 때문이 아니다. 법 개정 시한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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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늦어도 약물에

접근성 문제 또한 불평등의 문제를 수반한다.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법개정과 동시에 약

넷째, 안전성 확대를 위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인

물 보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 절

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및 의료진의 자

차를 미리 시작하여야 한다.

격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할지, 만약 그렇다

둘째, 인공임신중절 약물 및 수술, 기타 관련된

면 그 기준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지도 검토할 필

치료, 피임 관련 약물 및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요가 있다. 자격 기준의 마련은 여성의 접근성 제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높은 수술 비용은 인공임신중

이 아닌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므로, 기준은 필요 최

절의 접근성을 낮추고 수술 시기를 지연시킨다. 그

소한도로 설정되어야 하고 과도한 요건이나 자격을

로 인한 피해는 아동·청소년, 빈곤여성 등 사회적

요구한다면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임을 염두

자원이 부족한 집단에게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인공

에 두어야 한다.

임신중절과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다섯째,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가장 안전한 인공

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예방과 중단을 국민의 재생

임신중절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확대될

산 건강과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것이다.6)

인 의료진과 의료기술, 시설 수준에 비하여, 임신중

셋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단 불법화는 우리나라의 임신중단 관련 지식과 기술

낮은 지역에 대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보

수준 향상을 억제해왔다.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에

완해야 한다. 2015년에 실시된 출산 인프라 조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과대학의 교육과

따르면 분만(제왕절개)병원 접근성은, 중심부로부터

실습, 의료인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1.1km인 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면 강원도 군지역은 37.7km나 되었다(이소영 외,

노력이 요청되며, 그간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었던

2015: 127).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하

시기에는 채 점검되지 못하였던, 임신중단에 대한

고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원

의료진의 인식 향상, 비밀 보장8) 등을 지식 확산에

병원에서 분만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산전 진찰 정도

포함하여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기를 대비할 수

의 외래진료만 하는 지역도 있다.7) 실제 이동거리는

있어야 한다.

직선거리에 비해 훨씬 길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
은 지역은 교통 인프라도 취약하다. 그로 인한 어려
움은 취약집단에게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의료기관

6) 국제연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몰도바의 정기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의 건강보험 포함을 권고한바 있다.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Moldova”, E/C.12/MDA/CO/3, 2017.10.19., 10쪽.
7) 김상기, “30km 거리 분만병원 찾아 운전대 잡은 39세 임산부…분만인프라 붕괴의 현실”, 2015.9.15., 라포르시안.
8)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Article 12 of
the Convention(Women and Health)”, 1999, A/54/38/Rev.1, ch. I, <https://www.refworld.org/docid/453882a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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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중단 관련 정보 확산

다. 유사산 휴가 배제 단서 조항 삭제

첫째, 임신중단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낙태죄는 형법에서 처벌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예

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

외를 두고 있는 것 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여성의

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및 지원체계 구축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가

이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

중시키는 방향의 상담을 금지하고, 오로지 필요한

에 따라 5일 이내에서 90일 이내까지 휴가를 줄 의

정보와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제74조 제3항). 그러나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시티, 콜롬비아의 병원 및 클리

단서에서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예외에

닉으로 구성된 NAF(National Abortion Federation)

해당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제

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핫라인을 두고 있는데,

외한다. 노동 능력 상실의 원인이 근로자의 불법적

핫라인에서는 임신과 임신중단에 대한 사실 정보,

행위라는 이유로 휴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여성 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재정 지원,

자의 건강권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중 처벌로서의

기금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상담은 익명으로 진

성격을 갖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행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비판단적(non-judgmental)

의 개정 또는 폐지가 예고된 시점에서, 유·사산 휴

지원으로서, 편향되지 않은(unbiased) 정보를 제공

가 배제 조항은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

함을 명확히 한다.9) NAF의 사례와 같이 상담을 통
해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
라,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5. 맺으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한 임신중단 지원이라는 정책적 방향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부터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

에 맞추어 성교육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하여야 한

위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외국 입법례들이 소개되어

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순결주의에서 벗어나, 피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이번 결정에

임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섹슈얼리티 실천의 평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등과 폭력 예방,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

나 입법론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는 방식은 매우

안전한 임신중단 등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낙태죄 처벌 범위

을 위한 방향으로 성교육 내용과 방향을 재구성하여

와 현실에서의 임신중단 실태, 실제 처벌 가능성 및

야 한다.

정도에 상당한 간극이 있었고, 시민사회에서의 논의
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또 다른 내용으로 진화해왔듯
이, 외국에서도 법과 현실, 담론은 매우 다를 것임이

9) NAF, “NAF Hotline Fund”, <https://prochoice.org/think-youre-pregnant/naf-ho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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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자명하다. 우리에게는 허용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

는 좀처럼 소개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된다. 임신

이는 입법례가 외국에서는 오래된 법, 제한적인 법

중단이 무엇보다도 여성 본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

으로 인식되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확대를 위

제라는 점에서, 여성들은 규제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한 ‘검은 시위’를 촉발하고 있기도 하고, 국제기구들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은 낙태죄가 주는 다각도의 부정적 영향을 상기시키

법이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처벌이 아니라 여성시민

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safe abortion)’을 위한

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목적을

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여야 한다. 낙태죄가

단순히 비슷한 입법례별로 숫자를 세어 더 많은

만들어지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까지 66년이 걸

국가가 채택한 방식을 최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렸듯, 이번 개정법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 대립하는 의견들의 ‘중간 지점’이나 ‘합의점’인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은 존재하는 긴 시간 동안 한

양 내놓는 것은, 임신중단권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국 사회 여성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좌우하게 될

태도라 볼 수 없다. 더구나 입법례를 규제 방법별로

것이다.

정리하는 방식에서는 해당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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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국(307명), EU 주요 4개국(340명) 등에 비해 유독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 앱으로 미세먼지

따르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글로벌 대기오염

정도를 체크하고 외출 전 집에 마스크 여분이 있는

조사기관 에어비주얼과 함께 지난 3월 발간한

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실내에서 갑갑한 기분이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들면 혹시나 실내 미세먼지 수치는 높지 않은 지 공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로 나타났다.

기청정기 상태나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확인하

그리고 OECD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는 이 광경은 아마도 요즈음 각 가정에서 낯설지 않

도시에 한국의 44개 도시가 포함돼 있을 정도로1)

은 모습일 것이다.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발간한 보

본고에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주요 영향

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조기사망

과 함께 그동안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고찰

자 수가 2060년 600만~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

하여 향후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기오염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에 대해 추가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기 사망자수가
2010년 359명 수준에서 2060년 1,109명으로 급
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779명), 미
* 에너지환경정책학 전공. 미세먼지 관련 정부정책 동향, 주요국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동향 등 관련한 주요 연구 수행함.
1) ‘미세먼지 배출원인과 저감대책 논한다’(2019.5.31.) http://www.fnnews.com/news/20190531145236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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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위협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보통 세 가지로 분류
되고 있는데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지름이 10㎛ 이하로 눈에 보이 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보다 1/4 크기로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1/20~1/30로 작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이러한 작은 미세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
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되는 일반적 먼지와는 달리
몸에 축척되기 때문에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그림 1] 세계 도시의 연평균 PM2.5 농도 순위2)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건강 위해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산
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

<표 1>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각종 질환
구분

내용

호흡기 질환

기관지, 폐포 등에 흡착한 미세먼지는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등 유발 혹은 악화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PM2.5 농도 100㎍/㎥ 증가 시 호흡기질환 입원 환자 11% 증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혈액을 타고 전신 내 염증반응 유발, 혈액 응고 반응을 자극하여 혈전 증가 유발
→ 부정맥,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등 뇌혈관 질환을 자극
<서울대병원 오세일 교수: PM2.5 농도 10㎍/㎥ 증가 시 급성 심정지 발생률 1.3% 증가>
<미국 러쉬대학병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뇌인지 기능 퇴화속도가 빠르고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정신 질환

<연세대 예방의학과 김창수 교수: 뇌혈관에 염증을 유발해 손상시키고 중금속 성분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 증가하며 이는 자살률 증가로 이어짐>

눈 질환

눈의 염증을 유발하여 가려움증, 눈시림, 충혈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안구건조증에 치명적

코 질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미세먼지가 코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

피부 질환

소아/산부인과

피부의 모공을 막아 여드름, 뾰루지를 유발하며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며, 두피의 경우
모낭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림
<환경부 공동 연구: 대기 중 미세먼지, 벤젠 등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아토피 피부염 악화>
<이대 의대 하은희 교수: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 시 저체중아 출산위험이 5.2%에서
7.4%까지 상승하며 임신 4∼9개월 사이 사산위험도는 8.0∼13.8%까지 상승

출처: 주간동아(2017) 등 신문기사 발췌 및 재가공
2) 2018 World Air Quality Report; Region & City PM2.5 Ranking(IQAir, Air Visu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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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3

(단위: ㎍/m )

항목

기준시간

권고기준1)

잠정목표32)

잠정목표23)

잠정목표14)

24시간

50

75

100

150

1년

20

30

50

70

24시간

25

37.5

50

75

1년

10

15

25

35

PM10
PM2.5
주: 1)
2)
3)
4)

권고기준 :
잠정목표1
잠정목표2
잠정목표3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최저 수준
: 권고기준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약 15% 증가 수준
: 잠정목표1보다 약 6%(2~11%) 사망위험률 감소
: 잠정목표2보다 약 6%(2~11%) 사망위험률 감소

<표 3> 주요국 미세먼지 기준
(단위: ㎍/m3)

항목

기준시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EU

WHO

24시간

100

150

100

25

50

150

50

50

PM10
PM2.5

1년

50

-

-

-

-

70

40

20

24시간

35

35

35

28

25

75

-

25

1년

15

12/15

15

10

8

35

25

10

질로 지정3)하였다.

연령별, 성별 연구 자료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 노

위와 같이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

아니라 조기사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는

마련은 아직 더 많은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연구팀이 서유럽 13개

이와 같은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을 고려하여

국 36만 7000명의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

WHO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4단계의 미세먼지 환

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

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망 확률이 7%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데, 우리나라는 WHO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와 비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폐에서 걸러지지 않

교 시, 2018년 초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존 잠정목

고 혈관 등으로 유입돼 유해성분이 인체에 쌓이기 때

표 2 수준에서 잠정목표3 수준으로 점차 그 기준을

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의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초점이 맞춰지는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는 노약자에게 더 집

추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지역별,

중될 수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는 우

3)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가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암 발병률을 연구한 결과 초미세
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10㎍/㎥ 늘어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
(Raaschou-Nielsen O et al., Air pollution and lung cancer incidence in 17 European cohorts: prospective analyses from the European
Study of Cohorts for Air Pollution Effects (ESCAPE), Lance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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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를 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의

배출 저감과 발생의 지속관리로 미세먼지가 국민건

예방 차원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

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으로 나서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

미세먼지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

먼지 대응을 위한 중점기술 개발, 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 R&D 중장기 투자 효율화를

UNEP(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

Programme) 발간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

략’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미세먼지의 ① 발생·유입

질을 관리하는 국가는 193개 중 109개 국가(약

② 측정·예보 ③ 집진·저감 ④ 보호·대응 등 4대 분

56%)이나 이 중 몇몇 국가는 대기 질 기준(Ambient

야의 근본적·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Air Quality Standards, AAQS)의 실행을 위한 법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 관련 정책

이나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 다. 73개국만이 특별한

으로는 기존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노출 패턴 연구

대기질 관련 정책,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다.4)

를 넘어서서 실내 생활에 따른 공간별 노출 특성과

우리나라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시작하여 미세먼지의 위해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외에 2018년 8월 「미세

성 기전 규명과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

착수하였다.

법)」을 제정하고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그림 2] 박근혜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2016)

4) Actions on Air Quality, Policies & Programmes for Im\-proving Air Quality Around the World, U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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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
육부 등 각 부처별로 중재연구, 예방 및 관리 지침
개발연구 등의 과제에 지원하였다.

정부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우리 국민 삼분의 일 이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할 환경 문제로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을
들 정도6)로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에 깊
숙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자연권을 보장
해야 하는 정부의 일차적 목적을 상기시키지 않더라
도 국민 건강과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시의적절한 국가 정책 운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림 3] 문재인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2019)

미세먼지 관련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정책이 과학기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을 통한 문제해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자칫 문제해결의 방범 탐색에만 치우쳐 환경 분야에

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배

서 근원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생과 지속가능성 제고

출원 감시 강화를 통한 오염원 집중 관리나 인접국에

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

대한 적극적 대응, 보호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감계층

가능성이 담보된 세밀한 전략 수립과 함께 미세먼지

중점 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환경부, 보건

이외의 대기오염물질과 종합적 대기질 관리 대책과

복지부, 교육부는 노인요양시설(어르신), 어린이집

그 실행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만 부각시켜 다른 오

(영유아), 유치원 및 초중고교(원아 및 학생)를 대상

염물질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소위 ‘제로섬

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계층별 대응요령을 만

게임’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들어 이를 알리고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로, 환경문제에 있어 국제 협력 및 공조의 필

이렇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미세먼

요성7)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5)

2016년 5월 착수하여 2017년 보고서를 발간한 ‘한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K2Base) 자료 중 ‘미세먼지 & 건강’으로 검색한 결과
6) 2018년 국민환경의식 조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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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하는 등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을 감시하는 협
력에 대한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이행 방안 마련
을 함께 고민하여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
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의 비용
[그림 4] 국내외 권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도

부담과 희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과 산
업계, 정부 등 각 주체별 입장의 차이를 듣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미 대기질 합동연구(KORUS-AQ)’8)와 올해 5월부

시각으로 당장의 해결책을 촉구하려는 조급증을 버

터 환경부가 중국과 추진 중인 ‘청천(晴天) 프로젝

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트’2) 등이 그 좋은 예시일 것이다. ‘한미 대기질 합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다수

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

의 우리 국민은 기후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정된 미세먼지 PM2.5는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

영향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소 불편하더라

인은 48% 발생에 기여9)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발

도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

있음11)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비록 중국은 그동안 자국

마지막으로, 현재 발표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과 그 성과를 예로 들며

대응요령에 더해 향후 여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우리나라의 소극적 저감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있으

요령과 정책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실외 미세먼지에

나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대한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지만, 정작 실내 공기오

를 정상간 의제로 끌어올려 “2018∼2022 한중 환

염의 위험성에 대해선 등한시 되고 있어 하루 중

경협력계획”에 서명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10)를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주부12)의 경우 실

7) 초국경 대기오염(transboundary air pollution) 관련 국제환경법상 국가 책임을 인정한 스톡홀롬 선언을 근거로 오염국에 법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예방조치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해결로 연결시키기 어려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오염의 인과관계 및 책임 소재의 입증이 어렵고 상대국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함.
8)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과 이동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환경부(국립과학원)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2016년 5월 2일
부터 6월 12일까지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대기질 조사
9) 미세먼지 관련 국외 영향이 60~80% 정도라고 발표한 기존 수치는 2010년 이후 중국 최신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채 추정치 및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석한데에 기인 https://news.v.daum.net/v/20190402213224246
10) 양 정부간 실무자급의 회의와 연구 프로젝트 차원으로 진행되던 환경 현얀 논의를 우리 측 인력이 중국에 상주하면서 연구와 관측,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
11) 기후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 64.3%, 88.8%가 ‘심각하다’고 답변, 응답자의 71.5%는 환경을 보전하려면
‘국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답변(2018년 국민환경의식 조사 결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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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기가 오염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항 안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제품의

경우가 많다. 주방에서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상당

개발 지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실내 공기 정화

량의 초미세먼지나 청소 중 무심결에 쓰고 있는 비

시스템 도입 등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여성의 건강

친환경적 가정용 세제, 각종 방향제품 사용 등으로

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
의와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나 아직은 대응 요령
이 실내 환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주의

* 본고는 저자의 개인 저술 및 의견으로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2) 미세먼지와 ‘고등어의 아이러니’: 주방이 실내 대기오염의 발원지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AF%B8%EC%84%B8%EB%A8%BC%EC%A7%80%EC%99%80-%EA%B3%A0%EB%93
%B1%EC%96%B4%EC%9D%98-%EC%95%84%EC%9D%B4%EB%9F%AC%EB%8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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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과 남성 중심적
성문화
김수아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2014년 발표된 중식이 밴드의 ‘야동을 보다가’

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1). PC

라는 곡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던 시점

2015년 메르스 갤러리에서부터 촉발된 한국 사회의

에서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기록물이 유출되어 논란

페미니즘 논의 활성화 이후, 불법촬영물이 핵심적

이 되었던 사건에서부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격침해를 동반하는 영상물들이 공유되고 유포되는

해당 곡은 헤어진 연인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을 본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

남성의 생각을 담은 것인데, 이 곡에서 표현된 남성의

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

심경 묘사가 성차별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인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이

불법촬영물이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현실에 대해 전

루어지고 있어도 기술적, 문화적 변화를 뒤따라가는

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것에 불과하여 여성의 경험과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

2010년대 이후에야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긴 했

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범

으나, 불법촬영의 문제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디

죄 행위는 오랜 기간 축적되고 자연화된 남성 중심

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된

성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처벌 강화뿐 아니라 문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

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

었다. 2005년 보도된, 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이다.

* 언론정보학 전공,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로 재직 중. 주요 논문은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공저),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등.
1) 권오용(2005.8.19.). 여성직장동료 치맛속 몰카 “여자친구 판다” 인터넷 경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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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의 문제 : 이중 성규범의 자연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전제들이 불법촬영물 공유와 유
포의 근간이 되어온 것이다.

위의 곡 가사는 불법촬영물을 ‘야동’으로 명명했다.

‘야한 동영상’ 즉 야동에서 ‘야하다’는 말은 음란

야동이라는 명칭은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로 일종

물 혹은 성인물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성찰을 요청

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밈(meme)이라

한다. 야한 것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이를

고 할 수 있다. 인기 있었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즐기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 노인 출연자의 별명으로 불리면서 친근한 유머

남성이 ‘야한 것’을 소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코드의 일환으로 사용되었고 음란물 소비와 관련된

다. 이런 인식은 남성의 성욕은 강력하고 자연스러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야구를 주제로 하

운 것이며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성 규

는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야구 동영상’

범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성욕의 주체로서 남성이

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명명은 상징적이기도 하다.

설정되면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 행동을

남들 앞에 대놓고 말하기에는 떳떳한 것은 아니므로

택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

그 명칭을 살짝 달리하는 꼼수를 보이지만, 이를 아는

고 하위 문화화한다.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경험

집단 사이에서 유머가 되는 방식이다. 직박구리 등

연구에서 이중적 성규범을 자연화하는 경험으로 ‘야

다운로드 경로에 생기는 폴더 이름을 농담 소재로

동보기’가 꼽힌 것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삼기도 했다.

학교 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경험,

이것이 농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해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의 능력 중

소하기 위한 음란물의 존재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

일부로 취급되어 성적 행위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러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AV(adult video)를

싶은 인정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이 남성 성 경험의

리뷰하는 블로그가 공개적으로 운영되거나, 온라인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이다.2)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내 은어로 공유를

여기서 문제는 남성의 성욕 추구를 자연스럽게

위한 줄임말 혹은 지칭어를 만드는 것, 가방끈을 패

여기는 것이다. 즉 성행위는 남성 주도적인 행위로,

러디하여 휴지끈이라는 말을 만들고 음란물에 대한

성적 행위를 통해 정복감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많은 사람을 휴지끈이 길다고 표현하는 것,

는 대중적 인식의 문제이다3). 그리고 성과 관련된

일본 AV의 유명 여배우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공개

행위가 남성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것 등은 유머와

남성 간 인정과 서열의 자원이 된다는 생각이 있

음란물 소비를 연결시키면서 특정한 남성 문화를 구

다.4) 권인숙에 따르면, 이러한 남성 서열과 성의 연

성해 왔다. 성인물이니 미성년자의 접근만 차단되면

계는 군대 문화를 통해 강화된다. 여성 배제가 핵심

2) 최경화, 박경, 정숙정(2019). 남자 대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권 1호, 55-83.
3) 신성자(1997).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권
8호, 181-211
4) 공미혜(1999). 7장 성과 권력. 한국여성연구소 편, 「새 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16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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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군대 공간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공감

성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를 형성하며, 남성성 성취 수준을 정하고 우열을

더구나 이 담론에서는 남성의 성욕만 인정된다.

다투는 기본 요소로 성이 활용된다5). 현대문학에서

남성의 성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여성의 성

남성의 성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서열과 관련되어 표

욕은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남성에 의해 만족되

상되는가를 분석한 이유민(2018)이 드러내어 주는

는 객체로만 상정된다. 심지어 여성의 거절은 자연

것은 남성 성장의 과정에 대상화할 여성이 필요하다

스럽게 수동적 여성성의 특성이므로 거절이 진짜 거

는 것이었다. 25세까지 성행위 경험이 없는 남성은

절이 아니라는 인식, 즉 강간통념으로까지 이어진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되고, 첫경험

다. 남성의 성적 충동이 자연스러운 만큼 여성에게

의 자랑과 승인, 인정 구조를 통해 공동체 성원이

는 성적 순결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무지함을 요구

되는 문화적 관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이중 성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7).

이러한 남성 성욕의 자연화는 이중적 성규범을

2015년 메르스 갤러리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패러

구성하고 강화한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서도 해당

디물이 결혼할 남자는 동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사건이 폭력이 아니라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것

이었다는 점8)은, 그 시점에서도 여성의 순결을 요

이었기에 ‘여자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설명되면서

구하는 인식이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공유

여성의 인권 침해를 사소화하는 담론이 작동하기 쉽

되고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어 주고, 이중적

다.6) 이런 점에서 성욕을 절대적으로 해소해야 하

성규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는 기본 욕구로 보는 시각이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중 성규범 내에서 여성의

할 수 있다. 정부의 음란물 사이트 차단과 같은 정책

몸을 객체화, 사물화하고 침해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을 “딸칠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기

인식 구조는 매우 자연스럽게 남성 문화의 일부로

인한다. “자위왕 찬우박”이라는 유튜버를 중심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진행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시위는 야동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검열 금지를 위해 나온 것
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인의 성인물 볼 권리, 야동 볼

단톡방 : 여성에 대한 객체화 양상

권리 등의 표현을 썼고 언론 역시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했다. 자유도 아니고 권리라고 표현된 데에서

여성의 몸이 온전히 남성의 욕망 대상이라는 인

단적으로 드러나듯, 남성의 성욕 해소는 남성 중심

식이 공유되고 기록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단체카카

성담론의 핵심이다. 성욕 해소가 자연화되어 있기

오톡방 등을 통한 문제 역시 계속되는 중이다. 단톡

때문에 이 경우 발생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방 문제는 여성의 몸을 도구로 하는 남성 서열화 실

5)
6)
7)
8)

권인숙(2009).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경제와 사회」, 82호, 38-65.
권김현영(2019).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 권김현영 외, 「미투의 정치학」. 서울: 교양인
Taylor, L. (2005). All for him: Articles about sex in american lad magazines. Sex Roles. 52(3/4)
메갤문학 등으로 기존의 남성 커뮤니티 글을 패러디해 올리는 실천이 당시 유행했는데, “결혼할 남자는 동정이었으면 하는게 여성의
솔직한 마음입니다”라는 제목의 패러디 글은 당시 한 남성 커뮤니티의 말투와 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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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대학 남학생

범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협업하던 동료들이

단톡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는 성적 대상으로서만 자신을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2019년에도 연예인 중심의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는다고 했다.

단체카톡방 문제에 이어, 교대 남학생 단톡방, 기자

즉 이는 인격적인 모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단톡방 문제 등이 연달아 폭로되었다. 이는 한편으

중심 성 문화에서 여성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

로는 단톡방이라는 공간이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기

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 여성에게 고통과 분노

록으로 남기는 역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를 야기하는 것이다.

다. 집단주의적 정서, 남성성의 확인과 인정 구조 등

기자 단톡방의 경우, 더 문제되는 부분은 불법촬

이 이러한 단톡방 문화를 구성하는 구조이며, 한국

영 영상물 공유였다. 4월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사회에서 남성연대가 구축되는 방식이 디지털 미디

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이 공개한 기자 단

어를 만나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 사례를 단톡방

톡방의 사례는 다른 단톡방과 유사한 동료에 대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적 모욕 비하 발언은 물론, 성폭력 관련 사안에서

혹자는 이러한 단톡방의 대화는 사적 대화의 성

취재 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초적인 저널리

격을 가지며, 과거 술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오고

즘 윤리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었

가던 음담패설에 불과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다. 사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일반 대중들의 경우에도 불법

입장을 취하기도 하며, 이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촬영물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 관련 동영상을 요청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

고 공유하는 것을 별 문제의식 없이 저지르기도 한

지만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음담패설의 대

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직업상의 취재 정보를 공유

상으로 여성의 몸과 성이 동원되는 남성 중심 성 문

하는 것이 직업 윤리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화의 문제로, 이는 그 매개체가 기록되지 않는 대화

이러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것을 오히려 ‘용자(용기

인가 기록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인가에 따라 달라지

있는 자)’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격려하고 서열성을

지 않는다. 또한 이런 대화는 끝나면 사라지던 과거

주는 방식을 보였다. 이는 남성 중심 성문화와 관련

의 음담패설과 달리 공유 가능성, 유포성, 영속가능

된 잘못된 인식 구조가 직업윤리를 넘어서는 수준에

성 등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9).

이르기까지 작동하는 문제를 드러내주었다.

동기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카톡방의 경
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때 피해자들
이 경험하는 고통은 지인들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디지털 기술의 젠더 불평등한 이용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고통과 모욕감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앞에서는 평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되어 서구나 일본에서 제작

9) 최이숙(2019). 강간문화의 카르텔: 언론의 젠더감수성과 저널리즘 윤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발제문(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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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통되는 성인물 외에, 한국 야동 혹은 국산

이 바로 웹하드이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하여 운

야동이라는 말로 장르화된 불법촬영 혹은 비동의유

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웹하드를 비동의유포

포 영상물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경우 2010년

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규제해야 한

대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2015년 메르스갤러리

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에의

를 필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새로운 페미

집단 참여를 독려하면서 재유포를 상설화해 금전으

니즘 세대가 등장한 이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삼

로 전환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기

아온 것은 여성의 몸과 폭력이었다. ‘소라넷 하니’라

때문이다11).

는 트위터 계정은 당시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야동을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의 공유와 재유

보기 위해 방문하는 남성 문화의 일상적 공간으로

포를 장려하는 문화가 구성된 것은, 디지털 미디어

여겨지던 소라넷이 사실상 불법촬영물 공유와 비동

의 장점으로 찬양받아온 상호작용성과 참여문화의

의유포의 온상이자, 때로는 여성 전반에 대한 여성

양상들이 오히려 젠더 불평등 양상을 새로운 방향으

혐오적 인식을 생산하고, 성희롱과 성적 모욕, 비하

로 전개시키는가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예컨

발언을 일삼으며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된 바와 같이

대 최근 논란이 된 사례 중 독일 프로그래머가 ‘음란

클럽 내에서 약물을 이용한 강간 등이 벌어지는 것

물’에 등장한 여성의 얼굴을 소셜 미디어 사진 내에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문제적 공간이라는

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가 있다12).

것을 폭로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중적 성규범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디지털 네트워크는 소라넷과 같이 완전히 음성화

을 위해 최신 기술인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경우

된 것도 아닌 일종의 반공개 상태의 남성 중심 성문

이다. 기술이 대체로 남성주도적으로 개발되면서,

화 공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기반이었다. 또

혹은 기술 자체가 별 의도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

한 디지털화된 동영상 파일은 제작과 유통, 소비에

도 해당 기술이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

서의 익명성을 보장해주었으며, 역으로 익명성을 매

용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소위 지인합성

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이를 공유하는

사진과 같은 기술 활용이 대표적이다. 텀블러 사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소라(2018)

트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던 이 유형의 디지털 성

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남성연대의 범위가 확장되었

폭력은 개인이 올린 사진을 성적으로 착취적 이미지

다고 진단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집단 참여하게 되

로 변화시켜 이용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

고, 여성의 몸을 관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권리처

해를 경험했는지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럼 인식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10).

혹은 해당 사진 등이 잘못된 루머 특히 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된 것

루머와 함께 유포되면서 개인에게 심각한 공격이 일

10) 김소라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 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57권 1호. 163-199.
11)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권 3호, 59-95.
12) Chen, A. (2019.3.31). The guy who made a tool to track women in porn videos is sorry. MIT Technology review.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3607/facial-recognition-porn-database-privacy-gdpr-data-collec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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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도 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

촬영죄의 규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나 이러한 지인합성 범죄는 지인과 동료에 의해 이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

루어질 확률이 높아, 상시적으로 여성의 몸이 관음

야 한다.

대상이고 거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

김소라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성적 욕망 또는

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 즉 음란물

쉽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의 참여

판정 기준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현 법원

문화적 특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된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14). 예컨대 지하철에

사례이다. 헨리와 파웰(Henry&Powell, 2014))은

서 촬영된 불법촬영물의 경우 속옷 노출 정도나 신

이처럼 수치심을 주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체 노출 정도에 따라 죄형이 결정되고 있으며, 다리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성폭력과 괴롭힘이 용

촬영 사진의 경우에는 성적 부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13).

나온 적도 있다. 성적 수치심의 기준 자체도 판단
주체 중심이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져 문제이다. 무
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어야 한

디지털 성폭력과 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의 문제

다는 것 자체가 성별 고정관념과 이중 성규범이 작
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5). 법원이 성기 중심의
노출을 피해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요컨대 사적 정보의 유포가 재생산되고 영속할

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일반화된 문화 속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웹에서 성과 섹슈얼리티

에서 음란 또는 외설의 사회적 기준을 남성중심적

를 근간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처벌

시각에서 반영한 판결이다16). 이에 따라 결국 여성

하는 이중 성규범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

의 신체 이미지를 볼거리로 즐기는 문화 자체에 대

었다. 젠더 불평등이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양상으

한 성찰이 어렵게 된다17).

로 더욱 강력하게 여성의 삶을 통제하게 된 현실에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낀다는 것은 왜 문제

대해 법제도적 대책 및 사회문화적 대안이 시급하

인가? 허라금은 왜 수치심이 가해자의 것이 되지 않

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의

고 피해자의 것이 되는지 성과 관련된 문제의 특수

문제이다. 성적 수치심은 현재 디지털 성폭력과 관

성을 다룬 바 있다18). 실제로 현재 성적 수치심의

련된 주요 법적 판단 기준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구조는 여성을 억압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

비동의유포를 경험하는 여성은 피해를 인지하고도

13) Henry, N. & Powell, A. (2014).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Overcoming a Rape Culture (Kindle
Electronic Edition).
14) 김소라 (2018). 앞의 글
15) 김현아 (201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장다혜, 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김소라 (2018). 앞의 글
18) 허라금(2017). 성적 수치심과 권력, 그리고 수치 처벌의 정당화. 「철학연구」, 143권, 2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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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신고하는 권

적 착취는 ‘야동’이나 ‘음란물’이라는 말을 통해 사

리를 포기하기도 하며, 상대 남성이 동영상을 찍었

소화되고 있고, 제도와 법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

다는 것을 안 순간 유포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유와 유포가 야기하는 심대한 피해 구조를 인지하지

사례들이 빈번하다. 이는 여성이 느껴야 하는 고통

못한 채로 남성 중심적 기준의 판단을 여전히 고수

이 수치심과 관련되며 이것이 강력한 사회적 배제

하여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

기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가

지털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중적

해자 남성은 유포 행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

성규범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또, 갖고 남성 연

기지도 않고 자신의 신체가 유포되는 데 공포를 느

대를 구성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성적 평

끼지도 않는다.19) 연예인 단톡방 사례에서도 자신

판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에게 차별화된 폭력으로

의 성행위 영상을 공유하면서 가해자는 수치로 여기

작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 일반에 대한 성적

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 구조 속의 인정 자원으로

혐오를 야기하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온라인 문화를

삼았다.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형성하고 있다. 특정 사기업의 영리 추구와 연결되

것은 이러한 여성의 피해와 남성 중심 성문화에 대

거나 개인의 영리 추구로 연결되는 것 역시 문제적

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여성

이다.

의 복장이나 행실 등이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

음란물의 평가 기준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

면서 여성에게 음란의 책임을 묻는 일까지 벌어지게

지 않고 이중 성규범이 갖는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

되었다. 현재의 성적 수치심은 결국 음란물 판정 기

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법제도적 담론과 사회적 맥

준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락에서 여성의 피해를 온전하게 다룰 수 없게 된

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근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다21). 디지털 성폭력이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범죄

이다.

라는 점,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여겨져 온 남성 중심
성문화는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변화와 교육적

이중 성규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대안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고 고
통을 주는 성적 착취라고 볼 수 있다20). 이러한 성

19)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근간.
20) Henry, N., & Powell, A. (2016). Sexual violence in the digital age: The scope and limits of criminal law. Social & Legal Studies, 25(4),
397-418.
21) 장다혜, 김수아(2018).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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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 일본 여성인 ‘내’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오노 세라(大野 聖良)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1)

서론
“82년생 김지영”은 2018년 12월 도서출판 “지쿠마서방(筑摩書房)”에서 번역 간행되었
으며, 일본 주요 서점에서 문예 부문 판매 랭킹 1위를 일제히 획득, 발행 2일째에는 중판,
4일째에는 3판, 4일째에는 4판 중판 발행이 결정되었고, 2019년 5월까지 누적 발행량은
13만부에 이른다.
책의 출간 직후부터,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와 선배들은 한국 여성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
게 묘사한 한국 “페미니스트” 소설을 읽고 있다면서 SNS를 통해 이 책에 대해 포스팅
하기 시작했다. 출간 후 1, 2개월이 지나면서, 인터넷에서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서평이
나 감상 등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매월 구독 중이던 신문, 정보사이트, 애청 라디오 프로그
램, 그리고 가끔씩은 미용실에서 대기하면서 보게 되는 여성 잡지나 직장 내 책꽂이, 그리
고 전차 내 동영상 광고에 이르기까지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을 접하게 되었다. 평상시
그다지 문예작품을 읽지 않는 나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어째서 이 책이 일본 페미니스
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필독서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책을 읽을 마음이 없었다. 유행하고 있는 책 따위
는 읽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심술도 있었지만 책을 보기 전부터 아마도 읽고 나면 허무감만
이 남을 게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은 친구로부터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으로 읽고나도 어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소감을 들으니

* 일본입국관리정책의 성별분석 및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일본 시민운동의 역사 연구, 인신매매 문제나 필리핀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NGO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음. 주요 연구는 “현대 일본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 성적 착취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웹사이트 제작편집위원회 엮음 “Fight for Justice 소책자 2 성 노예란 무엇인가 - 심포지엄 전체기록” 오차노미즈서방(御茶ノ水書房),
pp.81-97, 2015(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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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읽기가 망설여졌었다.
최근 1년간 내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성차별”보다는 “성별에 따른 비리와 부조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무성 차관, 문예평론가, 저널리스
트, 초중고 교원에 의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취직활동 중 성희롱1), 동경대
의대 등에서의 입시 점수 차별, “(성관계) 가지기 쉬운 여대 랭킹”과 같은 주간지 기사2),
성폭력 무죄 판결 및 피해자 힐난하기와 같은 사법처리, 여성의원 또는 여성 사회활동가에
게 속옷을 착불로 보내기 등의 피해이다3).
비록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이 사건들이 대중매체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다행일
지도 모른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일본사회의 성별을 둘러싼 차별 및 폭력 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국이라는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허구적 이야기를 읽을 만한 여유는
전혀 없었다. 언젠가는 읽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현실세계 곳곳에서 “82년생 김지영”의 표지를 마주치게
되면서, 이는 아마도 지금 읽는 게 괜찮겠다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내가 시간강사로 강의하는 성별론 수강생 몇 명이 수업 후 이 책을 읽고 있다고 일부러
내게 알려준 점, 이 책의 일본어판 표지의 여성이 내가 좋아하는 르네 마그리트를 연상시킨
다는 점, 그리고 내가 주인공 김지영과 동세대인 81년생의 기혼, 미취학 여자아이의 어머
니라는 점 등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 글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관한 일본의 대중매체 및 일본 사회 전반적인
반응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일본 여성인 “81년 생, 오노 세라(大野聖良)”의 시선에서
이 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사회에서의 “82년생, 김지영”
앞에서 말했듯이 이 책은 일본에서 발행되자마자 주요 신문, 잡지, 웹 뉴스 사이트, 라디
오 등 온갖 매체에서 거론되었다. 출판사인 지쿠마서방에서 개설한 특별 웹사이트인 “82년

1) 취직활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측 면접관(주로 남성 사원)에 의한 성희롱.
2) 2019년 12월에 남성주간지에서 성관계 하기 쉬운 여대생이 많은 대학 및 여성들이 특징을 소개한 특집기사를 게재한 사건. 여성에 대한
멸시라는 비판이 쇄도하여 여대생들이 기사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시작, 4만 명의 서명이 모아졌고 기사에 게재된 대학당국도
해당 출판사에 항의했다. 후에 서명활동을 시작한 여성들은 해당 출판사의 편집부와 협의해 사과문 및 개선요구 사항을 해당 잡지의
지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3)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대중매체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변호사, 정치인, 작가, 시민활동가 등에게 속옷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등 주문하지도 않은 통신판매 상품이 착불로 배달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2019년 2월에 7명의 피해 여성들이 기자회
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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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김지영”에 게시된 언론 보도 목록을 보면 간행직후부터 4월 하순까지 연일, 도처에서
화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책 제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책에 관한 서평
이나 감상을 적은 개인 사이트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며, 크고 작은 독서 모임들이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런 유행은 판매 및 홍보 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예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제,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매체에서도 거론되었다. 2월 중순 저자 조남주씨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동경 신주쿠
에 위치한 일본 최대 서점인 기노쿠니야 서점(紀伊国屋書店)에서, 기자회견과 아쿠타가와
상(芥川賞) 수상자인 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씨와의 대담 이벤트도 열렸다. 이벤트를
위해 마련된 400석의 유료좌석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20, 30대 여성이
었다고 한다.
출간되기 전에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라는
등의 예능 뉴스에서 이 책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출간된 후에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이 책이 한국에서 100만부 이상 판매
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이나 한국에서의 페미니스트 운동, 활발한 시민운동,
이 책이 한국의 미투(MeToo) 운동을 주도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 “82년생
김지영 법안”이라는 고용 보육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던 점, 한국 여성들에게는 큰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남성들에게는 강한 비판을 불러 일으켜 돌고 돌아 Amazon 일본어
번역판의 댓글란에는 한국 남성들과 여성들간에 이 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이 소개되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소개나 문학적 의의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이 책을 통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일본사회를 성찰하고 그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을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사가 적지 않았던 점이다.
지쿠마서방의 책 관련 특설 사이트에는 195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출생한 독자 100명의
소리가 게재되어 있다. 세대는 다르지만, 김지영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딸이 과거에 받았거나 앞으로 받아야만 할 경험, 감정 등이 담겨있는 것에 놀라고 당황하여
이 책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거나 이 책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거
나 하는 여성독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외국 여성이 모국어와 일본어로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상황에 놀라서 모국의 남녀차별에 대해 반문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김지영”과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가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도 한다. 그 여성들은 그 무엇인가를 일본에 만연한 가부장제, 성차별주의 남존여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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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많지는 않으나, 남성 독자들도 이 책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해외 문학작
품으로 극찬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거나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되돌아 보게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일본여성들에게 있는 “사토 유코(佐藤裕子: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로 82년 당시 여아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책에서 익명으로 등장하는 한국 남성들처럼 일본 남성들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멀리
건너편에서, 김지영과 사토 유코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듯 했다.
이 책을 통해, 말해본 적 없는 일본 남성은 이름 없는 한국 남성과 어디쯤에선가 만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82년생 사토 다이스케(佐藤大輔: 당시 남아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름)”
의 이야기를 찾아서, 강을 건너, 김지영과 사토 유코의 이야기에 뒤섞일 것인가?

‘김지영’과 ‘사토 유코’ 그리고 ‘나’ 사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다른 독자들처럼 김지영의 이야기에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나 머릿속에 맴도는 말, 그때 느꼈던 감정 등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지방 출신인 내가 동경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주위로부터 “외동딸인데도,
동경에 가게 되어서 기특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익숙치 않은 하이힐에, 화장, 신입사
원용 정장을 마지못해 착용하고 간 동경의 한 기업 면접에서는 “당신은 외동딸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찾아도 되지 않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아요?”라고
면접관이 괜스레 걱정해 준 적도 있었다. 대학원에서 페미니즘을 연구하려고 결정했을 때
진학 사실을 안 교수로부터는 “외동딸이니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말도 들었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연구나 일을 계속할까 고민하면서 바로 이 책의 한 에피소드처럼 남편의
“협력해준다”라는 말투나 서로가 “잃을 것들”을 둘러싸고 크게 다툰 적도 있다. 출산 후에
는 가족 모두에게 내 이름이 아닌 “(아이의) 엄마”라고 불리게 되어서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언짢았다.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6개월 된 딸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는, 친정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맡기니 불쌍하다”는 말을 몇 차례나 들어야 했다. 그리고
“자연분만 신화”, “모유수유 신화”, “세살 아이 신화”라고 하는 출산, 육아를 둘러싼 여러
신화들. ‘엄마’, ‘아내’, ‘딸’, 그리고 ‘여자’라 불리우는 나라는 존재를 속박하는 모든 기호
를 잡아당겨 떼어내면 야생마처럼 황야를 뛰쳐나와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럴 때마다 김지영의 어머니처럼 나를 질타하고 격려해주는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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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과 그것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다.
책의 저자 조남주씨와 대담했던 가와카미 미에코씨는 이 책이 남성(정신과 의사)의 시선
에서 그려진 까닭에, “카탈로그화된 여성의 생애”라고 언급했으며 조남주씨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현대 여성의 인생에 대해 일체의 왜곡, 비하, 비난을
배제하고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신이 능력과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라든가 “당신
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라면서 내쳐지지 않도록, 한국의 사회구조를 나타내는 통계
나 보도자료 등은 주인공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주었고, 그렇기 때문
에 세대나 국경을 넘어서 독자들이 “나는 김지영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
다. 나 역시 그랬다.
일본에서 이 책이 크게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서론에서 언급된 현재 진행형의 성차별,
성폭력 사건들이 이 사회에 누적되어 한국만큼은 아닐지라도 “미투운동” 등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길거리나 SNS를 통해서 행해지던 사회환경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억압이나 폭력, 불공정한 성별역할분업 등의 문제를 깊숙이 파헤치
면서 여성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담은 소설, 만화, 드라마가 일본에 이미 많이 발표되어
왔고,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서적 역시 수없이 있음에도, 어째서 “82년생 김지영”은
이토록 화제가 되었던 것일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떠오른 것은 1970년대 두 번째 페미니즘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사용
된 유명한 슬로건이었다. “82년생 김지영”은 바로 이 슬로건을 구현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페미니즘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물어져왔
던 것이 아니었던가? 2019년 “82년생 김지영”이 일본 독자들에게 “이것은 내 이야기다”라
고 느껴지게 했던 데에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슬로건이 나타
난 지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관점이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은 아직까
지도 “나의 목소리”나 “나의 경험”을 꺼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무려 50년이다.
게다가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된 한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를 무대로 한, “보통”
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 까닭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읽는 우리들과는 일정 거리가
유지되므로 최종적으로는 “한국 여성은 힘들구나”라는 핑계거리도 남아있다. 일본독자들
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위협받지도 않는 구도 안에서, 고작 “이것은 내 이야기
다”정도로 말했던 것은 아닐는지. “82년생 사토 유코”였다면, 이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심술궂은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국적, 계급, 계층, 세대,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등을 축으로 구분되어 불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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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구분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곤 한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오차노미즈 여대(お茶の
水女子大学)가 국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2020년 4월부터 트랜스젠더(MTF) 학생의 입학
을 허용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인터넷이나 페미니즘계에서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둘러싸고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배타적인 발언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에 반대한
다”는 성명을 공표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외에 내가 페미니즘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들은 어느
한명도 “똑같은 여자”가 없다는 것이다. 경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절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예민하게 수용하여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받
아들인 후 “연대하는 것”. 일본에서 일본국적을 가지고 일본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나 자신을 몇 번이고 김지영에 투영하곤 했었다. 물론 일본에 사는 나와 한국에 사는 “당
신”의 사이에는 공유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
지 않았으며, 징병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강렬한 기억이 없으며,
아직도 부부는 각자의 성을 사용하지 않으며, 천황제를 포기하지 않고 새 연호인 “레이와
(令和) 열풍”에 빠져있다. 또한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김지영”에게도 “사토
유코”에게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 그 다리 위에서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연대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내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이 글을 읽으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당신”. 일본과 한국, 양 국가 모두 성별 격차
지수 순위나 성차별적 상황을 나타내는 국가별 통계에서 대체로 “사이 좋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서 진솔한 여성으로 묘사된 “김지영”의 이야기처럼, 만약 일본에서
“사토 유코”의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면 당신은 그것을 읽을 것인가? 한국에서 “사토 유코”
는 어떻게 받아질 것인가? 우리 사이에 펼쳐진 두 개의 이름이 갈등의 바다를 넘어 “82년
생 김지영”, “82년생 사토 유코” 그리고 거기서부터 넘치듯이 밀려오는 나와 당신의 이야
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 그것은 언젠가는 서로를 짓누르는 가부장제나 성 비대칭이라는
사회구조를 안에서부터 깨부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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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82년생 김지영”에 게시된 언론 보도 목록
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8년
2018-03-20

Web

2018-09-12

“더욱 더！코리아”

“RedVelvet 아이린이 이 책을 읽었다고 페미니스트?
수연과 방탄소년단(BTS)의 RM도 읽었다”（원저소개）

Kstyle

공유,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출연 확정(영화화 정보)

2018-10-30

신문

요미우리신문 문화면

“지금 서울에서는 책이 판매 중”（원저소개）

2018-12-14

web

CINRA.NET

“번역자 사이토 마리코(斎藤真理子)씨의 말처럼, 이 책의
인기 확산 배경을 찾는다”

2018-12-14

신문

아사히신문 오피니언면

저자 인터뷰

2018-12-18

라디오

TBS 라디오 “애프터 6 정션”

책 소개

2018-12-23

신문

교도통신

서평

2018-12-23

라디오

TBS라디오 “문화계 토크 라이오
라이프”

책 소개

서평게재

2019년
2019-01-01

신문

통일일보

2019-01-06

신문

마이니치신문

고노스 유키코(鴻巣有希子)（번역가・수필가）서평

2019-01-09

신문

교토신문 석간 문화면

칼럼 “큰 파도 작은 파도”에서 책 소개

2019-01-10

잡지

주간춘추1／17일 호

“나의 독서일기”에서 소설가 사카이 준코(酒井順子)가
책 소개

2019-01-11

web

현대비즈니스

김향청(저술가) “한국에서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가
된 사회적 배경과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다”

2019-01-16

신문

마이니치신문 간사이판

이치가와 신이(市川真意:준쿠도 서점 이케부쿠로 본점)에서
호평

2019-01-18

이벤트

서점 B&B

사이토 마리코(斎藤真理子, 책의 역자)･쿠라모토
사오리(倉本さおり, 저술가) 토크 이벤트에서
“‘82년생 김지영’의 베스트셀러 현상의 시사점”

2019-01-19

잡지

FIFARO japon 3월호

야마우치 마리코(山内マリコ, 작가) 서평

2019-01-22

잡지

주간아사히

나가노 야스히로(長薗安浩, 소설가) “베스트셀러 해독”에서
서평

2019-01-22

web

현대비즈니스

‘김지영’을 읽은 여자가 갖는 공감, 괴로움, 부러움의 정체 –
한국여성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9-01-23

잡지

SPRiNG 3월호

책 소개

2019-01-23

web

J-CAST BOOK 와치

한국의 ‘미투운동’ 열풍 속에 100만부 판매된 소설

2019-01-24

잡지

주간신조 1/31호

사쿠마후미코(佐久間文子,문예저널리스트)의 서평

2019-01-25

라디오

TBS라디오 “오기카미
치키(荻上チキ)･Session-22”

사이토 마리코･승미(번역가)･유키 사오리 출연 “지금 주목
받는 현대한국문학, 그 배경과 매력은?”

2019-01-26

라디오

J-WAVE BOOK BAR “한 권에
혼을 담아”

오이리 켄지(笈入建志, 오라이도서점(往来堂書店) 점장)의
책 소개

2019-01-28

잡지

이코노미스트 2/25호

오기카미 치키(평론가)의 서평

2019-02-01

신문

동양경제일보

서평

76 젠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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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서점 “title”

사이토 마리코･승미･코야마우치 소노코(사회복지사, 번역가)의
토크 이벤트 “한일 여성과 페미니스트의 현 위지” 개최

잡지

오렌지페이지 2/17호

책 소개

2019-02-03

신문

북해도신문

나가에 아키라(永江朗, 저술가)의 서평

2019-02-06

web

좋은책 좋은 날(好書好日)

사이토 마리코 인터뷰, “한국에서 찬반양론의 밀리언셀러
‘82년생 김지영’ 번역자, 사이토 마리코씨에게 듣는 ‘공감과
토론을 부르는 이유’”

2019-02-06

web

산케이신문 “프리미엄”

한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일본에서도 이례적 히트 ‘여성의
힘든 삶’에 공통점

2019-02-06

web

telling

사토 토모미(佐藤友美, 저술가) 칼럼 “한국 여성은 화내고
일본여성은 운다. 읽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는 책이라고?”

2019-02-06

잡지

다빈치 3월호

야마자키 마도카(山崎まどか, 칼럼니스트)의 서평

2019-02-07

신문

마이니치신문 “특집와이드”

“한국소설 ‘82년생 김지영’ 이례적인 베스트셀러”

2019-02-07

잡지

신초 3월호

스즈키 미노리(鈴木みのり, 저술가)의 서평

2019-02-07

잡지

문학계 3월호

사이토 마리코의 기고

2019-02-09

잡지

문예춘추 3월호

후루이치 켄쥬(古市憲寿 평론가, 사회학자)의 서평

2019-02-09

신문

니케이신문

오야마다 히로코(小山田浩子, 소설가)의 서평

2019-02-12

잡지

니케이신문 석간

한국에서 100만부 판매 된 ‘보통’ 페미니스트 소설에 공감

2019-02-14

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춘추”

책 소개

2019-02-15

잡지

주간 금요일 2/15호

나가세 우미(長瀬海, 저술가)의 서평

2019-02-19

web

메일 매거진 “THE NIKKEI
MAGAZIN STYLE Ai”

야마자키 마도카(山崎まどか, 칼럼니스트)의 서평

2019-02-19

web

아사히신문 GLOBR＋

“‘82년생 김지영’의 저자가 방일, 일본에서도 대히트된
배경을 찾는다”

2019-02-19

이벤트

키노쿠이냐서점

“‘82년생 김지영’, ‘현남 오빠에게 - 한국 페미니스트
소설집’ 간행, 저자 방일 기념 특별대담 조남주X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

2019-02-19

web

다빈치뉴스

서평

2019-02-20

web

우토삐(ウートピ)

‘여자는 애교’라는 것은 저주...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을 읽다

2019-02-20

web

BUSINESS INSIDER JAPAN

「‘82년생 김지영’ 한국에서 100만부 판매된 이유는?
여성들의 반격은 일본에서도 공감되는가?(저자 방일 기념
인터뷰)

2019-02-21

web

BEAUTIFUL 40’s

서평

2019-02-23

잡지

GINGER 4월호

누쿠미즈 유카리(温水ゆかり, 저술가)의 서평

2019-02-23

신문

주간독서인

휴즈키 유코(文月悠光, 시인) “‘자기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점잖게, 하지마!”

2019-02-24

web

LIMO

“‘주부는 옛날보다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세대, 그런 말을
듣는 세대의 홈은 채워지지 않았다!?”

2019-02-24

잡지

TV Bros. 4월호

오우타이 아키라(王谷晶, 소설가)의 서평

2019-02-01

이벤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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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9-02-24

web

아사히신문 GLOBE＋

“‘김지영’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 저자 조남주, 카와카미
에이코와 작품을 논하다”

2019-02-25

잡지

크로와상 992호

타키이 토모요(瀧井朝世, 저술가)의 서평

2019-02-25

web

중앙일보

“일본 여성을 울린 한국 소설 ‘82년생 김지영’…‘그건
차별이었던걸까?’”

2019-02-26

web

CINRA

“‘82년생 김지영’의 저자가 방일.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하는
소설’”

2019-02-26

라디오

TBS라디오 “애프터 6 정션”

“지금이 읽을 때! 한국문학을 더욱 즐기려면?”

2019-02-28

라디오

TBS라디오 “아라카와
츠요시(荒川強啓) 데이 캐치!”

책 소개

2019-03-01

잡지

부인화보 4월호

책 소개

2019-03-02

신문

니케이신문

‘주간 오라이(文化往来)’에서 저자 방일 이벤트 게제

2019-03-03

twitter 문학상 해외부문 제2위

2019-03-03

신문

카나가와신문

‘저자의 초상’에서 저자 방일 취재 기사게재

2019-03-04

신문

산케이뉴스

“‘여성차별은 감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화제의 한국소설가
방일”

2019-03-04

신문

엄마의 벗 4월호

아소 하루민(浅生ハルミン, 일러스트레이터, 수필가)에 의한
서평

2019-03-05

신문

요미우리신문

‘책요미우리당’의 저자방일취재

2019-03-05

잡지

계간 우타카마 2019 봄호

오이리 켄지의 서평

2019-03-05

신문

후밍

“‘82년생 김지영’의 저자 조남주씨가 방일”

2019-03-06

web

imidas

아메미야 카린(雨宮処凛, 작가, 정치활동가)의 책 소개

2019-03-06

잡지

한국어학습 채널 hana vol.30

특집

2019-03-08

잡지

주간금요일 1223호

저자방일 취재

2019-03-08

web

monokaki

사이토 마리코 인터뷰 “‘마음에 묻혀있던 것이 흘러내리는’
소설이기에 가능했다”

2019-03-08

ＴＶ

NHK 후쿠오카 방송국
“6시10분! 후쿠오카”

김지영 기자와 저자의 심층 인터뷰 방송

2019-03-10

라디오

J-WAVE 「across the sky」

책 소개

2019-03-10

신문

아카하타(赤旗)

책 소개

2019-03-14

web

포어사이트

저자방일 취재기자

2019-03-16

신문

아사히신문

‘사람’란에 저자소개

2019-03-16

web

AOYAMABOOKCHOICE

야마시타 유우(山下優, 아오야마 북센터 본점) 책 소개

2019-03-20

잡지

여자들의 21세기 No.97

서평

2019-03-22

web

한겨레신문

특파원 칼럼 “‘82년생 김지영’과 ‘안녕, 미니스커트’”

2019-03-24

신문

요미우리신문

무라타 사야카(村田紗耶香, 소설가)의 서평

2019-03-24

신문

교도통신

“‘82 년생 김지영’ 남성우위사회에 폐부를 찌르다,
한국문학이 베스트셀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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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류

게재매체

내용

2019-03-26

잡지

부인공론 4/2호

‘베스트셀러 산책’에서 가와구치 하루미(川口晴美, 시인)의
책 소개

2019-03-26

web

ELLE 온라인

스즈키 료미(鈴木涼美, 사회학자, 작가) “‘＃Ku Too’는
김지영을 행복하게 할까?”

2019-03-28

잡지

VOGUE 5월호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가 선택하는 지금 반드시 읽어야만 할
현대한국문학’

2019-03-31

신문

미나니니혼신문

서평

2019-03-31

신문

아사히신문

‘그때그때의 말’에서 책 소개

2019-04-01

web

좋은책 좋은 날(好書好日)

사이토 마리코와 승미의 강연회(아사히 북 아카데미)
“‘폐활량’의 풍요로움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재미,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씨와 승미씨가 강연”

2019-04-03

web

BUSINESS INSIDER JAPAN

“한국 문학 붐의 도래! 출판업계를 움직이는
방탄소년단(BTS)의 인기와 100만부 작가의 신작 비화”

2019-04-04

web

HUFFPOST

“오가와 타마카(小川たまか, 저술가)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고조되고 있는데, 어째서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되었던 일”

2019-04-05

잡지

VERY 5월호

“한국에서 100만부 돌파! 영화화 결정! ‘82년생 김지영’이
우리들에게 묻는다”

2019-04-05

잡지

다빈치 5월호

‘첫눈에 반한 대상(大賞)’ 수상

2019-04-08

신문

공명신문

고노 키요미(河野貴代美, 페미니스트 카운슬러)의 서평

2019-04-08

잡지

창 5･6호

‘다큐먼트 아메미야☆혁명’에서 책 소개

2019-04-10

잡지

참잡지 5월호

후지와키 쿠니오(藤脇邦夫, 논픽션 작가)의 서평

2019-04-11

잡지

스바루 5월호

에나미 아미코(江南亜美子, 평론가)의 서평

2019-04-11

잡지

주간문춘 4/18호

‘베스트셀러 해부’에서 소개

2019-04-15

잡지

Pen 5/1･5/15호

Pen이 고른 4월에 주목할 책

2019-04-15

신문

아사히신문

여성의 어려움을 담은 한국 소설 히트, 냉정한 필치,
일본에서도 ‘조용한 공감’

2019-04-16

잡지

선데이 매일 4/28호

시라카와 모모코(白河桃子, 저널리스트)의 서평

2019-04-19

web

데일리 신초(デイリー新潮)

‘한국인 남성이 일본 Amazon에 ‘별★1개’의 리뷰를 다는
기현상은 왜 발생한 것인가?’

2019-04-20

잡지

story box 5월호

사이토 마리코 인터뷰

2019-04-21

TV

아사히방송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인 ‘패널 퀴즈 어텍 25’에서 이 책의 제목이
출제문제로 뽑혔음.

2019-04-26

잡지

주간문춘 WOMEN GW호

책 소개

지쿠마서방(筑摩書房)『82년생 김지영』특설사이트（http://www.chikumashobo.co.jp/special/kimjiyoung/2019年5月10일 최종관람）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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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を日
本女性の「私」が読むということ
大野 聖良 獨立行政法人 日本學術振興會 特別硏究員

はじめに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日本では2018年12月に筑摩書房から邦訳が刊行され、主要
書店で文芸ランキング1位を軒並み獲得、刊行2日目には重版、4日目には3版重版が決定し、
2019年5月時点で発行部数は13万部にのぼる。
刊行直後から、SNS上でフェミニストの友達・先輩たちは、韓国の女性の生きづらさを生々
しく描いた韓国「フェミニズム」小説を読んでいるとポストしはじめた。１、2カ月すると、ネッ
トで『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の書評や感想が溢れかえり、毎月購読していた新聞や情報サ
イト、よく聴くラジオ番組、たまたま美容院の待ち時間中に開いた女性雑誌、職場の本棚、そし
て乗車した電車の動画広告にまで、『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を目にすることになった。普
段あまり文芸作品を読まない私にも、同書が日本で大きな波を生みだしつつある、フェミニス
ト必読の書であることが、十二分に理解できた。
しかし、正直に言おう。当初、私は『82年生まれ キム・ジヨン』を読むつもりはなかった。流
行ってる本なんて読みたくない、という単なる天邪鬼な性格もあるが、読む前から、この本は、
途方もない虚無感を私に残すにちがいないと思っていたからである。同書をすでに読んだ私
の友人から、「本当に韓国のひどい女性差別の話で、読んでて救いなんてこれっぽっちもな
かった。」という感想を聞き、読むのを躊躇っていたのだ。
ここ1年、私が暮らす日本社会では「ジェンダー不平等」、というよりも「ジェンダーに基づく
不正・不条理」と呼ばざるを得ない出来事で溢れかえっている。例えば、財務省事務次官、文芸
評論家、ジャーナリスト、小中高大学の教員によるセクハラ・パワハラ・性暴力、就活セクハ
ラ1)、東京医大等の入試得点差別、週刊誌記事「ヤレる女子大生ランキング」問題2)、司法におけ
る性暴力無罪判決と被害者バッシング、女性議員や女性社会活動家が被った商品着払い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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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3)・・・。これらはほんの一端にすぎず、これらが事件としてマス・メディアで報道された
だけでもマシかもしれない。目を背けたくなるような、日本社会のジェンダーをめぐる差別・
暴力の現実を突きつけられ、韓国という、異なる社会で生きる女性のフィクションの物語を読
む余裕は全くなかった。いずれは読むけど、今はいいと思っていた。
しかし、ネットでも現実世界でも至るところで『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の表紙を目に
し、これは、今、読んだ方がいいという内なるサインなのかもしれない、と思い直すことにし
た。私が非常勤講師として教える大学のジェンダー論の授業の受講生の何人かが、この本を読
んだことをわざわざ授業後に教えてくれたこと、日本版の装丁画が私の好きなルネ・マグ
リットを思わせる印象的な女性像だったこと、そして、私がキム・ジヨンと同世代の81年生ま
れ・既婚・未就学女児の母親であることなど、同書は私の心にずっと引っかかっていた。
本稿では、『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に関する日本のマス・メディアなどから、日本社会
による同書への反応を概観したうえで、一人の日本女性である私「81年生まれ、大野聖良」の目
線からこの本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日本社会における『82年生まれ、キム・ジヨン』
前述のとおり、日本で本書が刊行されるやいなや、主要新聞、雑誌、webニュースサイ
ト、ラジオなどありとあらゆる媒体がこの本を取り上げた。出版元の筑摩書房が開設した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特別サイトで公表されたメディア報道一覧をみると、刊行直後か
ら4月下旬まで、連日、どこかで、誰かがこの本のことを話題にしてきたことがわかる（表１参
照）。本書タイトルをネット検索すれば、書評や感想を記した個人サイトは数知れず、大なり
小なりの読書会も日本のあちこちで開催されてきた。
このような流行ぶりは販売・広報戦略の賜物ともいえるが、文芸分野に限らず、経済、社会
問題、ファッション、ライフスタイルなど様々なジャンルの、異なる政治的立場にある媒体で
本書が取り上げられた。2月中旬に著者チョ・ナムジュ氏が来日した際には、日本最大の書店
である紀伊国屋書店（東京・新宿）で記者会見と芥川賞作家の川上未映子氏との対談イベン
1) 就職活動中の学生に対する企業側の人間（主に男性社員）による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
2) 2019年12月に男性週刊誌が、性行為に及びやすい女子大生が多い大学および女性たちの特徴を紹介した特集記事を掲載した事件。女性
蔑視であると批判が相次ぎ、大学に通う女性たちが記事撤回や謝罪を求める署名活動を立ち上げ、4万もの署名が寄せられた
掲載された大学当局も出版社に対して抗議した。後に署名活動を立ち上げた女性たちは同誌編集部と話し合いを持ち、謝罪と今後の誌
面についての改善要求を申し入れた。
3) 性差別や性暴力について積極的に取り組み、メディアに発信している、弁護士、政治家、作家、市民運動家らに、下着や化粧品、健康食品など
頼んでもいない通販商品が着払いで送りつけるケースが相次ぎ、2019年2月に被害にあった7人の女性たちが記者会見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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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も開催されている。イベントでは用意されていた400席（有料）があっという間に埋まり、
その多くが20代・30代の女性だったという。
日本での刊行前は、日本でも人気のある韓国芸能人が『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を読ん
だ、という芸能ニュースの枠で本書のことが伝えられていたが、刊行後には同書の韓国社会で
のインパクトが多く紹介されてきた。例えば、同書が韓国で100万部超えのベストセラーと
なった社会的背景や韓国のフェミニズム運動や市民デモの活発さ、本書が韓国の＃MeToo運
動を盛り上げ、社会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こと、「82年生まれ、キム・ジヨン法案」という雇
用・保育関連の法案が発議されていること、女性からの大きな共感だけでなく、男性から強い
バッシングが起こり、巡り巡ってAmazonでの日本語翻訳本のコメント欄で、韓国男性・女
性の間で同書をめぐる激しい議論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ことなどが紹介されてきた。
他方、興味深いのは、本書の紹介や文学的意義を見出すことに留まらず、同書を通して家父
長制的・性差別的日本社会を振り返り、その社会で生きる「わたしたち」にこの状況を問い直
すよう呼びかける記事が少なくなかったことである。
筑摩書房の同書特設サイトには、1954年から1999年生まれまでの読者100人の声が掲載
されている。世代は異なれど、キム・ジヨンの物語の中に、自分や自分の母親・娘が過去に受
けてきた・今後引き受けねばならないだろう経験・感情があることに驚き、戸惑い、同書を身
近な人に読ませたい・誰かと語り合いたいと思う女性読者の声がつづられている。中には、日
本以外にルーツをもつ女性が、自分の母語と日本語で『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を読み、韓
国社会の女性の状況に驚き、母国の社会の男女差別に思いを巡らす。そして、内なる「キム・
ジヨン」の物語は語る・聞く価値のあるものだと認識し、そうすることで「何か」を可視化させ
ることにつながると気付いている。彼女たちは、それを日本に蔓延る家父長制、性差別主義や男
尊女卑と表現する。
わずかながら男性読者も感想を寄せている。海外文学作品として同書を絶賛するものもい
れば、自分の母を思い出す者、女性に対するこれまでの自分の振る舞いを恐々と点検しはじめ
る者もいる。しかし、みな自分の経験を語ることはない。キム・ジヨンの物語は、日本女性たち
の中にある、「佐藤裕子」（日本で最も多い苗字と82年当時女児に人気の名前）の物語を引き
揚げるアンカーとなっているが、本書で名付け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韓国男性たち同様、日本
男性も自らを名乗ることなく、離れた対岸から、キム・ジヨンと佐藤裕子の語らいを眺めてい
るように思えた。
同書を通じて、語ることのない日本男性は名前のない韓国男性とどこかの岸辺で出会うの
だろうか。それとも、「82年生まれ、佐藤大輔」（当時の男児に人気の名前）の物語を見出し、河
を渡り、キム・ジヨンと佐藤裕子の語らいに交じり合う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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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ジヨン」と「佐藤裕子」と「私」の間で
本書を読み、私も他の読者同様、キム・ジヨンの物語が、私がいつか経験した出来事や頭の
中で巡った言葉、そのときに抱いた感情を強烈に思い出させた。
地方出身の私が東京の大学に合格し入学したとき、親は周りから「一人娘なのに東京に出し
て奇特だと」言われていた。慣れないヒールに、化粧、リクルートスーツを嫌々身に着けながら
臨んだ、東京のある企業の就職面接では「君、一人娘みたいだけど、実家に帰って仕事みつけな
くていいの？お父さん、お母さん、心配しないの？」と面接官に無駄に「心配」された。大学院で
フェミニズムを研究しようと決めたとき、進学を知った教授から「一人娘なんだからほどほど
にしないと」と言われた。妊娠期には、どうやって研究・仕事を続けていくのかに悩み、まさに
本書のエピソードの通り、夫の「協力する」という物言いや互いが「失うもの」をめぐって大喧
嘩したこともある（未だに解決していない）。出産を機に家族皆から、私の名前ではなく「マ
マ」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心底気持ち悪かった。仕事に復帰するため、6ヶ月の娘を保育園に
預けることに、実母に「そんな小さい時期から預けて可哀そうだ」と幾度も電話で言われた。そ
して、「自然分娩神話」「母乳育児神話」「三歳児神話」という、出産・子育てをめぐる神話たち。
「母」「妻」「娘」「女」という私という存在を束ね、繋ぎ止める記号すべてをひきちぎり、野生の馬
のごとく、荒野を駆けだして行方知らずになりたいと思うこともある。そのようなとき、キ
ム・ジヨンの母のように、私を叱咤し励ましてくれるもの、それはフェミニズムやそれを通じ
て出会った人々だった。
著者チョ・ナムジュ氏と対談した川上未映子氏はこの本を男性（精神科医）の目線から描
かれた故に「カタログ化された女性の半生」といい、チョ・ナムジュ氏は女性のだれしもが経
験するエピソードを集め、現代の女性の人生を一切の歪み、卑下、非難を排除して書き残した
かったという。加えて「あなたの能力・資質がなかったから」「あなたが敏感すぎるから」と切り
捨てられないよう、韓国の社会構造を示す統計や報道資料が彼女のエピソードの共有性を高
めており、だからこそ世代や国境を越えて、読者は「私はキム・ジヨンだ」と思える瞬間を分か
ち合っているのだろう。私もそうだ。
日本で『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が大きく注目された背景には、冒頭のような現在進行形
の性差別・性暴力事件がこの社会で累積し、韓国ほどではないものの、＃MeToo運動などそ
れら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が路上やSNSを通じてな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社会的文
脈が影響している。しかし、これまで、ジェンダーによる抑圧や暴力、不公正や性別役割分業の
問題に深く切り込み、女性の生きづらさや苦しみを織り込んだ小説、漫画、ドラマは日本でい
くらでも発表されてきたし、女性学・フェミニズムに関する書籍も山ほどあるのに、な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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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生まれ、キム・ジヨン』だったのか。
「The personal is political. 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
私が本書を読み終えたときに思い出したのが、1970年代第二波フェミニズムが挙げたこの
有名なスローガンだ。『８２年生まれ、キム・ジヨン』はまさにこの一文を体現した作品であろ
う。しかし、本書で描かれてきたことはすべて、フェミニズムがこれまでずっと問いかけてきた
ことではなかったか。2019年に『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が日本の読者に「これは私の物語
だ」と言わせたということは、「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というフェミニズムの言葉が生
まれて約50年たった現在でさえ、この視点が新鮮に感じられるほど、私たちはいまだに「私の
声」「私の経験」を発すること・受け止めることを過小評価する社会で生き続けていることを
意味する。もう一度言おう。50年、である。
しかも、客観的データに裏付けされた、韓国という「近くて遠い」国を舞台にした、「普通」の
韓国人女性の話として、日本にて日本語で読む私たちと一定の距離を保ち、最終的に「韓国の
女性って大変だね」という逃げ道も残されてる。日本の読者は自分の立ち位置を降りることも
なく、脅かされることもない構図の中で、ようやく「これは私の物語だ」と言えたのではないか。
『82年生まれ、佐藤裕子』ならば、ここまで受け入れ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天邪鬼な私はその
ように思えてならないのだ。
私たちは、国籍、階級、階層、世代、人種、エスニシティ、性的指向等を軸に分断され、残念なこ
とにその分断の中でしばしば敵対する。例えば、日本では、お茶の水女子大学が国立女子大学
として初めて、2020年4月からトランスジェンダー（MTF）の学生の受入れを表明した。し
かし、これをきっかけに、ネット・フェミニズムで「女性」というカテゴリーをめぐり、トラン
スジェンダー女性への差別的・排除的発言が大量に流布する事態が発生し、一部のフェミニ
ストが「トランス女性に対する差別と排除に反対する」声明を公表している。
「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だ」の他に、フェミニズムが私に教えてくれたことは、私たち
はだれ一人として「同じ女」はいないということだ。経験の共有性をもって分断を乗り越える
だけでなく、各々のintersectionality（交差性）にセンシティブになり、互いの経験を発
し・受け止めたうえで「連帯する」こと。日本で日本国籍をもち、日本女性として生きる私は、
何度もキム・ジヨンに自分を重ねた。もちろん、日本で生きる私と韓国で生きる「あなた」の間
には共有しない文脈も多々ある。例えば、日本は植民地時代を経験しておらず、徴兵制は今の
ところなく、民主化運動の強烈な記憶はないし、いまだに夫婦は別々の姓を名乗れず、天皇制
を手放すことなく「令和フィーバー」に浸っている。加えて、同じ社会で生きていても、「キム・
ジヨン」でも「佐藤裕子」でも回収できない物語はいくらでもあるだろう。それでも、別々の岸
辺にいる私たちにとって、幾重にも異なる互いの経験を語り聞くことが互いを繋ぐ橋とな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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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橋の上で各々の岸を形成してきた「河」の流れを変える方策をともに考えることはできる
はずだ。『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はそのような連帯の在り方を私に改めて思い出させてく
れた。
本稿を読んでくださっている、韓国社会で生きている「あなた」。私の社会とあなたの社会
は、ともに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のランクや性差別的状況を示す国別統計の中で、大概「仲
良く」低水準に留まり続けている。あなたの社会において、等身大の女性として描かれた「キ
ム・ジヨン」の物語のように、もし、私の社会で「佐藤裕子」の物語が紡がれたのなら、あなたは
それを読んでくれるだろうか。あなたの社会で「佐藤裕子」は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るだろ
うか。私たちの間に広がる、二つの名前がせめぎ合う海を越えて、「82年生まれ、キム・ジヨ
ン」、「82年生まれ、佐藤裕子」、そしてそれらから溢れんばかりにはみ出す、私とあなたの物語
を、ともに語り合いたい。それは、いつか、互いを覆う、家父長制やジェンダー非対称性という
社会構造を内から食い破る力になると私は信じ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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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１> 日本における『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に関するニュース一覧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8年
2018-03-20

web

2018-09-12

「もっと！コリア」

「Red Velvet
アイリンがこの本をよんだからとフェミニスト？スヨンとBTS
のRMも読んでいる」（原著紹介）

Kstyle

コン・ユ、映画「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に出演を確定（映画
化情報）

2018-10-30

新聞

読売新聞文化面

「本を売る、今、ソウルでは」（原著紹介）

2018-12-14

web

CINRA.NET

「翻訳者の斎藤真理子氏の言葉と共に、本書の広がりの背景を
探る」

2018-12-14

新聞

朝日新聞オピニオン面

著者インタビュー

2018-12-18

ラジオ

TBSラジオ「アフター６ジャンク
ション」

本書紹介

2018-12-23

新聞

共同通信

書評

2018-12-23

ラジオ

TBSラジオ「文化系トークラジオ
Life」

本書紹介

2019年
2019-01-01

新聞

統一日報

書評掲載

2019-01-06

新聞

毎日新聞

鴻巣有希子（翻訳家・エッセイスト）書評

2019-01-09

新聞

京都新聞夕刊文化面

コラム「大波小波」にて本書紹介

2019-01-10

雑誌

週刊文春1／17日号

「私の読書日記」にて酒井順子（小説家）による本書紹介

2019-01-11

web

現代ビジネス

金香清（ライター）「韓国で『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が大ヒッ
トした社会的背景―日本とこんなにも状況が似ている」

2019-01-16

新聞

毎日新聞関西版

市川真意（ジュンク堂書店池袋本店）による書評

2019-01-18

イベント

本屋B&B

斎藤真理子（本書翻訳者）・倉本さおり（ライター）トークイベ
ント「『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ベストセラー現象が示唆する
こと」

2019-01-19

雑誌

FIFARO japon 3月号

山内マリコ（作家）書評

2019-01-22

雑誌

週刊朝日

長薗安浩（小説家）「ベストセラー解読」にて書評
「『キム・ジヨン』を読んだ女子が抱く、共感・苦しさ・羨ましさ
の正体―韓国女性は『声を上げる』を知っている」

2019-01-22

web

現代ビジネス

2019-01-23

雑誌

SPRiNG3月号

本書紹介

2019-01-23

web

J-CAST BOOK ウォッチ

「韓国『#Me Too 運動』の中で100万部売れた小説」

2019-01-24

雑誌

週刊新潮1/31号

佐久間文子（文芸ジャーナリスト）による書評

2019-01-25

ラジオ

TBSラジオ「荻上チキ・Session22」

斎藤真理子・すんみ（翻訳家）・倉本さおり出演「いま注目をあ
つめる現代韓国文学、その背景と魅力は？」

2019-01-26

ラジオ

J-WAVE BOOK BAR「一冊入魂」

笈入建志（往来堂書店店長）による本書紹介

2019-01-28

雑誌

エコノミスト2/25号

荻上チキ（評論家）による書評

2019-02-01

新聞

東洋経済日報

書評

86 젠더리뷰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を日本女性の「私」が読むということ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9-02-01

イベント

書店「title」

斎藤真理子・すんみ・小山内園子（社会福祉士、翻訳家）トー
クイベント「日韓女性とフェミニズムの現在地」開催

2019-02-01

雑誌

オレンジページ2/17号

本書紹介

2019-02-03

新聞

北海道新聞

永江朗（著作家）による書評

2019-02-06

web

好書好日

斎藤真理子インタビュー「韓国で賛否両論のミリオンセラー『8
2年生まれ、キム・ジヨン』翻訳者・斎藤真理子さんに聞く『共
感と議論を呼ぶ理由』」

2019-02-06

web

産経新聞「プレミアム」

「韓国のベストセラー小説、日本でも異例のヒット『女性の生き
づらさ』に共通項」

2019-02-06

web

telling

佐藤友美（ライター）コラム「韓国女性は怒り日本女性は泣く。
読むだけでバッシングされる本って？」

2019-02-06

雑誌

ダ・ヴィンチ3月号

山崎まどか（コラムニスト）による書評

2019-02-07

新聞

毎日新聞「特集ワイド」

「韓国小説『82年生まれ、キム・ジヨン』異例のベストセラー」

2019-02-07

雑誌

新潮3月号

鈴木みのり（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07

雑誌

文學界3月号

斎藤真理子による寄稿

2019-02-09

雑誌

文藝春秋3月号

古市憲寿（評論家、社会学者）による書評

2019-02-09

新聞

日経新聞

小山田浩子（小説家）による書評

2019-02-12

新聞

日経新聞夕刊

「韓国で100万部『普通』のフェミニズム小説に共感」

2019-02-14

新聞

日本経済新聞「春秋」

本書紹介

2019-02-15

雑誌

週刊金曜日2/15号

長瀬海（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19

web

メールマガジン「THE NIKKEI
MAGAZIN STYLE Ai」

山崎まどか（コラムニスト）による書評

2019-02-19

web

朝日新聞GLOBR＋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著者が来日へ、日本でも大ヒット
の背景を読む」

2019-02-19

イベント

紀伊国屋書店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ヒョンナムオッパへー韓国フェミ
ニズム小説集』刊行・著者来日記念 特別対談
チョ・ナムジュ×川上未映子」

2019-02-19

web

ダ・ヴィンチニュース

書評

2019-02-20

web

ウートピ

「『女は愛嬌』って呪い…ベストセラー『82年生まれ、キム・ジヨ
ン』を読む」

2019-02-20

web

BUSINESS INSIDER JAPAN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韓国で100万部なぜ売れた？女性
たちの反撃は日本でも共感されるか」（著者来日記念取材）

2019-02-21

web

BEAUTIFUL 40's

書評

2019-02-23

雑誌

GINGER4月号

温水ゆかり（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23

新聞

週刊読書人

文月悠光（詩人）「自分自身の“声”を取り戻すために『おとなしく、
するな！』」（書評）

2019-02-24

web

LIMO

「『主婦は昔よりラクになった』という世代、言われる世代の溝は
うまらない！？」

2019-02-24

雑誌

TV Bros.4月号

王谷晶（小説家）書評

2019_여름호 87

국제리뷰

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キム・ジヨンの人生は“私の物語”』、著者チョ・ナムジュ、川上
未映子と作品を語る」

2019-02-24

web

朝日新聞GLOBE＋

2019-02-25

雑誌

クロワッサン992号

瀧井朝世（ライター）による書評

2019-02-25

web

中央日報

「日本女性を泣かせた韓国小説『82年生まれ、キム・ジヨン』…『
あれは差別だったのか』」

2019-02-26

web

CINRA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著者が来日。『社会の変化と共にあ
る小説」』

2019-02-26

ラジオ

TBSラジオ「アフター6ジャンク
ション」

「今が読みどき！韓国文学をもっと楽しむには？」

2019-02-28

ラジオ

TBSラジオ「荒川強啓デイ・キャ
ッチ！」

書籍紹介

2019-03-01

雑誌

婦人画報4月号

書籍紹介

2019-03-02

新聞

日経新聞

「文化往来」にて著者来日イベント掲載

2019-03-03

twitter文学賞海外編第二位

2019-03-03

新聞

神奈川新聞

「著者の肖像」にて著者来日取材記事

2019-03-04

新聞

産経ニュース

「『女性差別は感情では解決できない』話題の韓国小説か来日」

2019-03-04

新聞

母の友4月号

浅生ハルミン（イラストレーター・エッセイスト）による書評

2019-03-05

新聞

読売新聞

「本よりみり堂」にて著者来日取材

2019-03-05

雑誌

季刊うたかま2019春号

笈入建志による書評

2019-03-05

新聞

ふぇみん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の著者
チョ・ナムジュさんが来日」

2019-03-06

web

imidas

雨宮処凛（作家、政治活動家）による本書紹介

2019-03-06

雑誌

韓国語学習ジャーナルhana
vol.30

特集

2019-03-08

雑誌

週刊金曜日1223号

著者来日取材

2019-03-08

web

monokaki

斎藤真理子インタビュー「『心に埋めたものが流れだす』小説だ
からできること」

2019-03-08

ＴＶ

NHK福岡放送局「ロクいち！福岡
」

キム・ジヨン記者による著者ロングインタビュー放送

2019-03-10

ラジオ

J-WAVE 「across the sky」

本書紹介

2019-03-10

新聞

赤旗

本書紹介

2019-03-14

web

フォーサイト

著者来日取材記事

2019-03-16

新聞

朝日新聞

「ひと」欄 著者紹介

2019-03-16

web

AOYAMABOOKCHOICE

山下優（青山ブックセンター本店）本書紹介

2019-03-20

雑誌

女たちの21世紀 No.97

書評

2019-03-22

web

ハンギョレ新聞

［特派員コラム］「『８２年生まれ、キム・ジヨン』と『さよならミニ
スカート』」

2019-03-24

新聞

読売新聞

村田紗耶香（小説家）による書評

2019-03-24

新聞

共同通信

「『82年生まれ キム・ジヨン』男性優位社会に風穴
韓国文学がベストセラ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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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付

種類

掲載媒体

内容

2019-03-26

雑誌

婦人公論4/2号

「ベストセラー散歩」にて川口晴美（詩人）による本書紹介

2019-03-26

web

ELLEオンライン

鈴木涼美（社会学者、作家）「『＃Ku
Too』はキム・ジヨンを幸福にするか」

2019-03-28

雑誌

VOGUE5月号

「翻訳家・斎藤真理子が選ぶ 今、読むべき現代韓国文学」

2019-03-31

新聞

南日本新聞

書評

2019-03-31

新聞

朝日新聞

「折々のことば」にて本書紹介

2019-04-01

web

好書好日

斎藤真理子・すんみ講演会（朝日ブックアカデミー）「『肺活量』
の豊かさこそ韓国文学のおもしろさ翻訳家・斎藤真理子さん、
すんみさんらが講演」

2019-04-03

web

BUSINESS INSIDER JAPAN

「韓国文学ブーム到来！出版界動かくBTS人気と100万部作家
の新作秘話」

2019-04-04

web

HUFFPOST

小川たまか（ライター）「韓国のフェミニズムは盛り上がってい
るのに、なぜ日本は盛り上がっていないの？って言われる件」

2019-04-05

雑誌

VERY5月号

「韓国で100万部突破！映画化も決定！『82年生まれ、キム・ジ
ヨン』が私たちに問いかけるもの」

2019-04-05

雑誌

ダ・ヴィンチ5月号

「ひとめ惚れ大賞」受賞

2019-04-08

新聞

公明新聞

河野貴代美（フェミニストカウンセラー）書評

2019-04-08

雑誌

創5・6号

「ドキュメント雨宮☆革命」にて本書紹介

2019-04-10

雑誌

本の雑誌5月号

藤脇邦夫（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書評

2019-04-11

雑誌

すばる5月号

江南亜美子（書評家）による書評

2019-04-11

雑誌

週刊文春4/18号

「ベストセラー解剖」にて紹介

2019-04-15

雑誌

Pen5/1・5/15号

「Penが選んだ、4月の注目BOOK」

2019-04-15

新聞

朝日新聞

「女性の困難描く、韓国の小説ヒット
冷静な筆致、日本でも『静かな共感』」

2019-04-16

雑誌

サンデー毎日4/28号

白河桃子（ジャーナリスト）による書評

2019-04-19

web

デイリー新潮

「韓国人男性が日本のAmazonに『★1つ』のレビューを投稿しま
くる珍現象はなぜ起きたのか」

2019-04-20

雑誌

story box5月号

斎藤真理子インタビュー

2019-04-21

TV

朝日放送テレビ

クイズ番組「パネルクイズアタック25」で書名が出題問題に選
ばれる

2019-04-26

雑誌

週刊文春WOMEN GW号

本書紹介

筑摩書房『82年生まれ、キム・ジヨン』特設サイト（http://www.chikumashobo.co.jp/special/kimjiyoung/2019年5月10日最終閲覧）から筆者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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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함의
김선영 KOICA 사업전략기획실 젠더전문관*1)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는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와 더불어 풍성한 side event들로 구성된 최대의 젠더축제로 일컬어진다.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매년 파견하였으며 대표단에는 외
* 국제개발협력 : 농촌지역경제개발 전공. 주요 연구는 「KOICA 사업의 성평등 실행 강화 방안」(KOICA, 2018),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수행체제」(KOICA,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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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단체가 포함되어왔다. 금년 제 63차 CSW에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최초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의 맥락 안에서 CSW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CSW 본회의 및 side event
등을 통한 다양한 젠더 의제의 논의점들과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 특히 국가별 발표를
통해 도출한 SDG5 달성의 함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개요
올해 유엔의 성평등 달성과 관련한 가장 큰 회의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63차 회의
(CSW63)’가 2019년 3월 11일부터 22 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사회 보장 시스템,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부여를 위한 공공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다.
CSW 집행기구인 유엔위민(UN WOMEN)의 설명에 따르면 63차 의제의 의미는 여성과
소녀들은 시장이나 공원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보건 센터의 제공, 저렴한 보육원 사용을 포함하며,
가정 폭력의 생존자를 위한 노령 및 공공 주택의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
하고 있다.
또한 유엔위민은 인프라,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장이 부족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 여성과 소녀들이라 말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이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고려 방법으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여성이 정책 테이블에 앉아
결정을 내릴 때 사회와 국가 전체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성의 안전과 접근을 염두에 둔 공원 재설계에서 가사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노력이다. 키르키즈스탄에서는 지역 수자원 관리에서 여성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며,
필리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재정 계획과 저축 전략을 도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탄자니아의 시장 상인들은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한다.
안전한 사회(Social Security), 깨끗한 식수위생(WASH), 보건과 양육에 관한 지원
(Health and Family support) 모두는 개별적으로도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분야이면서
현재까지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자동적으
로 반드시 여성과 소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유엔위민에서 설명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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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의 수가 충분한지에서 시작하며, 소외된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것을 안전하
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의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려가 해당 공동체, 지역,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증거와 선사례 도출을 통한 끊임없는 ‘성평등한 정책’ 협상의 과정이다. 그렇다
면 CSW에서 논의된 각 국가들의 이행노력이 어떠하였는지와, 이를 통한 국제개발 맥락에
서의 향후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회식 : 사회적 지위향상
먼저 개회식에 참석한 CSW 의장, UN 사무총장, UN WOMEN 총재 등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CSW는 소위 권력(Power)지위위원회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는 수 천년동안 여성
이 체계적으로 무시‧소외‧침묵당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기 때
문이다. ILO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26% 적게
고용되었으며, 더 나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급 여성은 1/3보다 적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아직 성평등 달성의 미진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유엔은 동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고위급 관리직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비율을 달성하였으며, 가장 많은 여성 평화유지군 책임자를 배출했다고 발표하였다. 나아
가 향후 유엔은 2021년까지 남녀 고위관리직 비율 동등을 계속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또
한 2028년까지 전체 이사회 남녀 직원 비율 동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베이징 행동 강령 25주년,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 및 유엔 75주년
을 맞이하는 해로, 유엔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 자유 및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을 피력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는 유엔의 이러한 결과 및 선언이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협력대상국에서 여성 고위급 관리자 쿼터 지정 등 정책 변화를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속한 개발협력기관 혹은 국가에서는 고위급
관리자 성별비율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성평등 달성 정도가 반
드시 국가의 발전 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지표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의 GGGI
지표의 경우, 지표구성요소 중 ‘여성 정치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총점이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및 유엔을 포함한 개발협력기관에서
의 성평등 달성 노력은 한층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회의에서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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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며, 향후 유엔 최고 결정자 역시 여성이 임명되는
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일반 토의 : 국가분석
각국의 대표들이 금번 여성지위위원회의 성평등 의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왔고, 어떤 어
려움이 존재하며, 향후 어떤 제약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표와 공유는, 국가
당 주어진 5분의 시간으로는 현저히 부족하며 피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성평등 의제의 발제를 위해 전 세계에서 유엔총회 다음으로 많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이행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첫째, 공여국의 입장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 의제의 결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성평등 달성의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일컬어지는 북유럽 국가들 및 캐나다의 발제가 특히 그러하였다. 스웨덴은 성평등 달성은
사회적 정의의 달성으로, 성차별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며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것은 향
후 나아갈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표하였다. 덴마크는 아직 활발히 논의
되지 않고 있는 여성 생리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덴마
크는 실제로 회의장에 탐폰과 생리컵을 발표좌석에 배치하였다). 캐나다는 성평등 달성은
올바른 일(right thing)이며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일(smart thing)이라는 말과 함께,
17~18년도 공적원조(ODA)의 90%를 이미 성평등 달성 목표에 지출했고 금년에는 9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지속발전가능목표 SDG의 달성까지 11년의 기간은 길지는
않지만 성평등 달성에 조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둘째, 파트너 국가의 입장은 국가마다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 이슈와 문제들을
국가 스스로 드러내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금번 CSW에서는 의장기관인
유엔위민에서 특별히 각국에 자신들의 성과위주의 발표가 아닌, 문제점과 어려움을 솔직하
게 공유해달라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인 말라위, 잠비아,
나미비아, 짐바브웨의 경우에는 모두 공통적인 이슈로 조혼과 젠더기반폭력 이슈를 공유하
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정책실행을 하려 해도 많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각 개별국가마다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공여기관들의
정책·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성불평등의 현실과 성평등 의제달성의 어려움,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이행의 노력이 한 장소에서 공유될 수 있었다는 점은 특히
CSW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발전 수준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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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지역들을 범주화하는 등(예를 들어 기초교육과 성재
생산 문제가 시급함을 주로 피력하는 국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들과 어려
움을 피력하는 국가, 식수위생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국가 등) 개발협력사업에서의 프로그
램 단위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자발적 토의 : 국가분석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제 중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상호대화 세션은
규범적·법적·정책적 체계수립 강화, 성평등 달성과 여성의 역량강화(SDG5)를 위한 예산
지원 강화 및 환경 조성, 여성 리더십 보장과 동등한 참여, 성인지적 데이터 수집과 평가,
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로. 개발협력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 자발적 발표는 발표를 원하는
국가가 미리 지원을 하여 준비하는 형식인데, 본고에서는 특히 공여국을 제외한 국가 중
필리핀의 사례를 소개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필리핀은 2040년까지의 국가 비전 및 중기 개발계획에 SDG를 통합해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17개의 SDG 목표가 이들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점을 지니며, 성평등 달성 측면에서는 젠더를 범분야 이슈로도
다루고 있어 문서의 모든 챕터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GAD(Gender and Development)
계획에 의거, 정부 사업뿐만이 아닌 공여국을 통한 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최소 5%의 예
산이 젠더관점 반영으로 지출되도록 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마그나카르타 오브 위민(Magna Carta of Women)은 포괄적인 여성인권법
으로,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의 국가번역본이며, 이에 따라 정책·예산·모니
터링·평가에 성주류화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급의 43%가 여성으로 주기적으로 여성
후보자 숫자를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필리핀의 글로벌 목표의 정책 적용발표를 통해 KOICA와 같은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사업 타당성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정책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국제조약과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발전계획이 수립되
기 때문에 정책이행을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업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필리핀
에서 소개한 조화로운 젠더와 개발 가이드라인(Harmonized Gender and Development
Guidelines)은 2004년 컨설팅 회사인 PWC와 개발협력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
어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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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관으로서의 KOICA와 CSW, 향후과제
한국의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KOICA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관의 미션으로는 SDGs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구하며, 여기서 가
장 먼저 강조되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소외된 여성과 소녀가 포함
된다. 성평등 달성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목표이지만 동시에 모든 SDG 목표를 아우르는
범분야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평등 의제를 논하고 이행을 점
검하는 일은 국제적으로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에 KOICA의 금번 여성지
위위원회 참여는 조직의 미션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
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사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
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본고에서 짤막하게나마 정리한 회의의 내용과 함의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결국 사업
으로 귀결될 때 그 미션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사례처럼 국가에서
이미 SDGs 등 국제조약과 목표를 국가발전목표와 연계했을 때의 사업 방향과, SDG5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폭력와 차별, 악습 철폐의 경우 특히 어떤 국가들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며 실태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차후 사업반영요소로 포함시키
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
여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아이디
어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side event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교류 역시 필수적
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본 회의에서 2020년도 베이징 25+를 준비
하는 세션 역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준비되고 있는 바, 계속적인 글로벌 의제에 대한 참여
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http://www.unwomen.org CSW 사이트(접속일: 2019.06.09.)
https://koica.go.kr KOICA 소개(접속일: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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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녀 동일임금’ 위한 법안 시행 2주년과 남은 과제1)
독일은 2008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남녀임금격차의 감소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2017년 3월 ‘공정
임금법(Entgelttransparenzgesetz)’- 모든 고용주는 남녀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히 200명 이상 규모의 고용주는 직원 개인 요구가 있을 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임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500명이 넘는 사기업 고용주는
회사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을 제정했으나,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동법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엄격한 의무조항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스 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경제사회연구원
과 베를린 INES 연구소가 20개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12%의 기업만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이행하고 있었다. 201~500명 규모의 중기업의 19%, 501명 이상의 대기업의
18%만이 남녀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직원이 근로자 대표협의회
(Betriebsrat)를 통해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중기업 13%, 대기업 23%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공정임금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무
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 급여 구조에
대한 심사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규정’, ‘소규모 사업장 직원의 참여 높일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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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https://www.boeckler.de/14_117892.htm
https://www.equalpayday.de/kontakt
https://aktion.bvg.de/frauenticket?fbclid=IwAR0qt57aBuowv6_ImIftBk88lHQuqeXZm1Pp
wyxaIGJvdqe0ObBzWU0m0FA

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2)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행 19%에서 7%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세율체계로 나뉘는데, 탐폰,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 세율인 19%로, 기본 식료품 및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세율 7%보다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자는 움
직임은 독일 내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일었다. 지난해 이 이슈를 공론화한 사회민주
당(SPD) 소속 난나 조세핀 롤로프는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자는 당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여성 위생제품은 럭셔리 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성별에 의한 경제적 차별이며 이 차별
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매거진 ‘Neon and einhorn’를 중심으로 한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은 5월 말까지 독일 의회에서 여성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논의
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9%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 여성 그룹들은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매달 위생용품
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제품에 지금처럼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의회는 5월 28일까지 최소 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부가가치세 인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문헌 ∙
Change(2019), “Die Periode ist kein Luxus - senken Sie die Tamponsteuer!”,
https://www.change.org/p/die-periode-ist-kein-luxus-senken-sie-die-tampons
teuer-starkwatzinger-bmfsfj (검색일: 2019.5.12.)
Deutsche Welle(2019.3.5.) “German feminists call for end to ‘luxury tax’ for tampons”,
https://www.dw.com/en/german-feminists-call-for-end-to-luxury-tax-for-tam
pons/a-48598893 (검색일: 2019.5.9.)

2) 작성 :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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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공개정책의 문제점 과 BBC의 성별 불평등
임금 사례3)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영국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공개 정책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영국 정부는 2017년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이 통과되었고 규정에 성별 임금 격차 보고(gender pay gap
reporting) 의무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기업 재량에 맡기는 제도의 구멍
때문에 부정확한 수치가 넘쳐나고, 잘못된 수치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부족해 ‘엉터
리 보고서’가 될 우려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공영방송 BBC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평등인권위원회가 3월 12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노동당의 다운 버틀러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별
임금 격차 보고는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보고서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참고문헌 ∙
The Guardian (2019.2.28.) “Lack of sanctions 'makes a mockery' of gender pay gap report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feb/28/lack-of-sanctions-makes-a
-mockery-of-gender-pay-gap-reports (검색일: 2019.3.20.)
The Guardian (2019.3.12.) “Equality commission to investigate BBC over pay discrimination”,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9/mar/12/equality-commission-investi
gate-bbc-gender-pay-gap (검색일: 2019.3.20.)

영국, 치마 속 촬영하면 최대 2년형 징역 처하는 일명 ‘업스커팅 법’ 시행4)
영국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upskirting)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최대
2년 징역에 처하는 불법촬영 금지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이 4월 12일 시행
됐다. 영국에서 ‘업스커팅’(Upskirting, 치마 속 촬영)으로 더 잘 알려진 불법 촬영은 사회
에 만연해 있지만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여성

3) 작성 :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4) 작성 :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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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치마 속 촬영을 성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캠페인을 장기간 펼치
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피해 여성들의 활발한 캠페인이 불법촬영 금지법 입법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7세 여성 지나 마틴은 경찰
에 신고했으나, 업스커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나는 “업스커팅을 성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순식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자유민주당 (The Liberal
Democrats) 소속인 웨라 홉하우스 국회의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영국의 아동 및 여성 인권 보호 비영리 단체인 ‘Plan International UK’의 대표 루시
러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
해여성들은 부끄러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이런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서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문헌 ∙
GOV.UK (2019.4.12.) “Implementation of the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lementation-of-the-voyeurism
-offences-act-2019 (검색일: 2019.4.15.)
Legislation.go.uk (2019)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www.legislation.gov.uk
/ukpga/2019/2/contents/enacted (검색일: 2019.4.15.)
BBC (2019.4.12.) “Upskirting now a crime after woman's campaign”,
https://www.bbc.com/news/uk-47902522 (검색일: 2019.4.15.)

영국, ‘스토커’ 통제 및 처벌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 (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5)
영국에서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
을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이 3월 15일 제정됐다. 과거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경찰은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스토커가 피해자에
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스토커에게 심리 상담과
범죄 예방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스토커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형의 징역이나
5) 작성 :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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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10월,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사망 당시 26세였
던 앨리스 러글스는 이별 뒤에도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인 트리만 딜런
에게 잔인하게 살해됐고, 가해자는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8년
9월 보도를 통해 “앨리스가 살해되기 전에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 2명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내무성은 “가정 폭력법 초안은 전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등 아는
사람에게 스토킹 등 폭력을 당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보는 이들은 스토킹 보호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고문헌 ∙
GOV.UK (2019.3.15.) “Government backed Stalking Protection Bill receives Royal Ass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backed-stalking-protection
-bill-receives-royal-assent (검색일: 2019.3.28.)
Parliament.uk (2019.3.15.) “Royal Assent: Stalking Protection Bill signed into law”,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royal-assent-stalking-p
rotection-bill-signed-into-law/(검색일: 2019.3.28.)

영국, 생리 기간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대 지급 의무화6)
영국 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이 생리 기간일 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개정안
을 준비 중이다. 생리 중인 여성 수감자에게 경찰이 생리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인권 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국 내무성은 “구치소에 있는 여성들이 생리 기간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용품이 필요한지 먼저 물은 뒤 수감자가 요청할 경우 생리대나 탐폰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수감자가 생리를 비롯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요구를 할 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 교도관에게 따로 상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내무성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케이트 캠팬 ICVA 대표는 “앞으로 여성
수감자들이 생리 기간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용품을 제공받아 교정시설에서 존엄
성이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6) 작성 :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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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https://www.theguardian.com/law/2018/jan/04/ignoring-womens-needs-in-custody-br
eaches-their-rights-says-watchdog<접속 일자: 2019년 4월 30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prison-women/uk-to-provide-all-female-pri
soners-with-free-sanitary-products-idUSKCN1S025A<접속 일자: 2019.4.30.>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후우울증 치료제 승인7)
2019년 3월 19일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산후
우울증제 치료제를 최초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산후우울증 치료제인 세이지 테라뷰틱
스(Sage Therapeutics)의 쥴레소(Zulresso, 성분명 brexanolone)는 여타의 우울증 치
료제와는 달리 산후우울증에 특화된 약물로서, 치료 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의사의 감독
아래 60시간 동안의 투약을 거치면 길어도 한 달 내에 효능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약
미화 2만 불에서 3만 5천불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PPD)은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발병하며 죄책감, 무기력함과 공허함, 초조함,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40만 명의 여성이 산후 우울
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미의 전문가들은 산후우울증에 특화된
약물을 승인한 것은 그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여성의 질병인 산후우울증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번 FDA승인을 환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The Star(2019.3.19.), “FDA approves first drug specifically for postpartum depression”,
https://www.thestar.com/news/world/us/2019/03/19/fda-approves-first-drugspecifically-for-postpartum-depression.html (검색일: 2019.3.22.)
HuffPost(2017.4.5.), “Canada Needs To Prioritize A National Postpartum Depression Strategy”,
https://www.huffingtonpost.ca/patricia-tomasi/canada-postpartum-depression_
b_9593834.html (검색일: 2019.3.22.)

7) 작성 :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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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성평등 관점에서 공공 여성노동자에 생리용품 무료 지급 공론화8)
캐나다 연방정부는 5월 3일 정부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연방 노동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탐폰과 패드 등의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정부는 현 연방 노동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일터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온수, 손을 씻은 후 젖은 손을 말릴 수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생리용품을 비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은 생리용품을
스스로 준비하여 직장에 가지고 와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언론 브리프에서
트뤼도 수상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평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족부
장관은 이 조치가 ‘정부가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생리용품
까지 보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앞장서 본보기를 세우는데 의의를 둬야 한다’면서,
‘이제는 어떠한 물품과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인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생리용품을 물과 화장지 같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기차나 비행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승객들과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고, 트럭 운전사처럼 근로자가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60일 내에 정부가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어떤 용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2019.3.4.), “Notice to interested pa
rties — Proposed amendments to certain regulations made under 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 to require the provision of free menstrual products in the
workplace”,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3, Number 18, http://gazette.gc.ca
/rp-pr/p1/2019/2019-05-04/html/notice-avis-eng.html (검색일: 2019.5.21.)
Huffpost (2019.5.3.), “Canadian Government Wants To Make Menstrual Products Free For
Federal Workers”, https://www.huffingtonpost.ca/2019/05/03/canada-menstrual
-products-government_a_23721476/ (검색일 : 2019.5.21.)

8) 작성 :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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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성(Sex) 및 성평등(Gender Equlity) 교육 웹사이트 ‘Youmo’ 개설9)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 철도역 광장에서 약 1천 여 명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약 5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
고, 며칠 후 용의자 19명이 특정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은 망명 신청자들이었고, 9명
은 2015년 9월 이후 독일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의 성평등(Gender Equlity) 교육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지난 2016년
*

이민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웹사이트(https://www.youmo.se, 이하 youmo)를
**

개설함으로써 이민, 난민을 위한 성 및 성평등 교육을 시작했다. 유모(Youmo) 는 이민
청소년 13세에서 20세를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 생활, 피임, 임신뿐만 아니
라 동성애, 성매매, 인간관계, 스웨덴에서 친구 사귀기, 결혼, 동거, 가족형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 웹사이트는 스웨덴어, 영어, 아랍어, 다리어, 소말리어,
티그리냐어 등 6개 국어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개설된 이래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유모
가 개설된 후 막대한 세금을 들여야 할 정책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또한 유모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이민 남성으로 하여금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모 웹사이트를 이용한 이민 청소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참고문헌 ∙
https://www.dn.se/ (검색일: 2019.3.20.)
https://www.svd.se/ensamkommande-bor-fa-sexualundervisning/om/overgreppen-under
-we-are-sthlm (검색일: 2019.3.21.)
https://www.thelocal.de/20160108/po (검색일: 2019.3.16.)
The Local(2019.3.28.), “Huge international interest in Sweden’s sex education website”,
https://www.thelocal.se/20190328/huge-international-interest-in-swedens-sex
-education-website (검색일: 2019.3.22.)

9) 작성 : 홍희정(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낮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특징이 있음
**기존 스웨덴 청소년 클리닉으로 불리는 UMO(Youth Reception on the Net)의 자회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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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영방송사의 성별 분리 채널 운영계획에 사회적 논란 확산10)
최근 이탈리아 국영방송사 Rai는 운영 전략 개편의 일환으로 남녀의 다른 선호를 반영
한 분리된 TV 채널(남성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로 특화)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채널 Rai Movie, Rai Premium을 통합하여 남성 시청자들을
공략하는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로 변경하고, 곧 이어 여성 시청자 대상 채널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송사 측은 현재 두 채널로 연간 약 3천만유로에 이르는 광고수
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시청자 수가 적어 이와 같은 변경(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 Rai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성별로 차별하고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성별 수요를 보다 적절하게 겨냥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샀다. 의회 내 방송
사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 살바토르 마르지오타
(Salvatore Margiotta) 상원의원은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오늘
날, 국영방송사에서 여성 시청자, 남성 시청자를 나눠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다. RAI 언론인 노동조합인 Trade Union of RAI Journalists (USIGRAI)
역시 ‘특정 시청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성별을 기반으로 한
채널 분리 및 운영은 용납하기 어려운 계획이며, 각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유명 배우 및
여성 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nonchiudeteraimovie (Don’t Close Rai Movie)
라는 해쉬태그를 달면서 이번 Rai 방송사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
서의 남녀시청자 수요 반영 및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The Guardian (2019.4.19.), “Italian broadcaster’s plans for gender-based channels spark
fur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19/italian-broadcasters-pla
ns-for-gender-based-channels-spark-fury (검색일: 2019.5.10.)
The Telegraph (2019.4.19.), “Italy’s public broadcaster under fire for separate channels
for men and women”,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04/19/italys-pu
blic-broadcaster-fire-separate-channels-men-women/ (검색일: 2019.5.10.)

10) 작성 :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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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9년 총선에 여성의원 비율 47.4%로 역대 최고치 기록11)
스페인은 지난 4월 28일 조기총선을 개최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의 여성의원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47.4%로, 총 350석 중 여성의원이 166
*

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각 정당 후보명단에서 이미 여성후보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
다. 스페인은 2007년 양성평등법을 제정했으며, 본 법에서 선거 후보명단 작성 시 어느
특정성별 비율이 60%를 넘거나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회 내 남녀 비율에서
의 평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은 47%가 넘는 비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평균 의회 내 여성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반면
이번 의회를 구성한 모든 정당들의 대표가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여성의 날을 기념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 내 정치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아직 만연하고 정당 대표, 장관 등과
같은 주요 보직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임명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정부 내 장관급 보직을 맡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19년 현재 평균 30.5%
수준이다. 이 부분은 스페인 역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El Pais (2019.5.22.), “The day that women took over Spanish Congress,” 2019년 5월 22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9/05/22/inenglish/1558517200_573782.html (검색일:
2019.5.22.)
Euronews (2019.5.1.), “Which countries in Europe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women
in parliament?”, https://www.euronews.com/2019/05/01/which-countries-in-eu
rope-have-the-highest-proportion-of-women (검색일: 2019.5.22.)

OECD, 2019년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IGI)’ 결과보고서 발표12)
OECD는 지난 3월 초 국가별로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을 측정한 ‘2019년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SIGI
11) 작성 :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선거직후-5월초에 이르는 기간 대부분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당선된 여성의원이 총 164명이라고 명시했으나, 가장 최근 시점(5월 22일)
보도이자 실제 의회가 개원하고 보도된 스페인 내 가장 유력한 일간지들 중 하나인 El Pais에서 166명이라고 명시한 것을 따름.
12) 작성 :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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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9년 처음 시작되어 2012년, 2014년, 그리고 올해 네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4분야,
총 16개의 세부지표로 나뉘어 국가별 성불평등 및 성차별 정도를 측정한다. 스위스가 120
개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포르투갈이 그 뒤를 이었고, 상위
10위권은 모두 유럽지역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총 점수 23.40%로 51위를
기록해 카테고리 상으로는 ‘낮음(low)’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
었지만 현재의 양성평등 실현 진행 속도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5번인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권익강화’ 목표치
를 달성하는데 최소 2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Reuters (2019.3.8.), “Switzerland ranked as best country for women’s rights: OECD,”
https://www.reuters.com/article/us-global-women-discrimination/switzerlandranked-as-best-country-for-womens-rights-oecd-idUSKCN1QP239 (검색일: 2019.4.7.)
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https://www.genderindex.org/ranking/ (검색일:
2019.4.7.)

국제 앰네스티, 덴마크의 성폭행 법적 정의 및 인식 문제점 지적13)
덴마크는 양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되는 국가 중 하나이나 이번 달 초,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덴마크 사회에 아직 성폭행 문제가 만연하고 특히
법적 정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덴마크
형법 상 성폭행 정의가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 및 폭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동의 여부에 근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덴마크 형법(Criminal Code)에서
는 성폭행은 신체적 폭력이나 폭력 위협, 압력, 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덴마크 여성인권단체인 Danish Women’s Society
부대표 헬레나 글리스보르 한센(Helena Gleesborg Hansen)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러한 법적 정의와 시행체계는 가해자의 범법 행위 자체보다도 피해자가 성폭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에서는 ‘싫다’라고 하며 저항하기 전에는 마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있는데, 그게 “아니다. ‘좋다’라고 승낙하기

13) 작성 :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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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그 누구도 몸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적 정의의 기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접수된 피해 건수가 890여건에 그친다는 점은 피해를 입은 후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제도적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신고 및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법적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성폭행 피해자를 고려하고 보호하는 방향인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mnesty International (2019.3.5.), “Give us respect and justice!: Overcoming barriers to
justice for women rape survivors in Denmark”, https://www.amnesty.org/en/doc
uments/eur18/9784/2019/en/ (검색일: 2019.3.22.)
BBC (2019.3.11.), “Does Denmark have a ‘pervasive’ rape problem?,” https://www.bbc.
com/news/world-europe-47470353 (검색일: 2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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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9.04.11]
∙ 참고문헌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ressrelease/selectPressrelease.do#

▪여성가족부 등은 정부합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
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5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어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국가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4.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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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
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015

[여성가족부]
스쿨미투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여성가족부는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등 학교미투)와 관련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인 각급학교 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 실시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5.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57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17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20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범죄는 두 배 이상 증가(’16년
61건에서 ’17년 139건으로 127.9% 증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4.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9

개방된 ‘열린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열린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 실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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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소년통계 발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인구·건강, 학습·교육, 여가·경제활
동, 안전·행동, 사회참여·의식 등을 다룬 「2019 청소년 통계」 발표
- 청소년의 96.2%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 2017년 청소년 절반 이상이 인권존중과 다양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인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38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
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
료, 2019.04.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7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개설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개설·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08.]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801
&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
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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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 현장 실습 확대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 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26

다문화수용도 ‘청소년 높아지고 성인은 다소 낮아져’
여성가족부는 일반국민(성인)과 청소년 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발표
- (수용성 지수) 청소년은 높아지고(’15년 67.63점 → ’18년 71.22점), 성인은 다소
낮아짐(’15년 53.95점 → ’18년 52.81점)
- (세부 집단별) 연령이 낮을수록(20대 55.61점 > 30대 55.07점 > 40대 53.74점 >
50대 51.49점 > 60세 이상 48.20점)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일반국민(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졌으나, 단일민족지향성
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이주민과의 관계) 이주민과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용도가
높으며, 그들 중 ‘이웃관계에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낮음
- (다문화교육·활동 참여) 교육 및 활동 경험자들의 수용성(청소년 참여자 72.55점, 미
참여자 70.58점 / 성인 참여자 57.70점, 미참여자 52.57점)수준이 높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1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가 2009년 15.6%에서 지난해 60.6%로
크게 증가해 장기 정착 경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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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거주로 한국 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의논 상대가 없다’는 비율은 늘어
나는 등 사회관계망 부족
- 심화자녀 또한 학령기 비율이 증가하여 청소년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 증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42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 (자녀양육)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
로 보임
-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2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발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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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비해 가족친화지수 4.5점 상승 (공공 〉민간 / 인증 〉미인증)
- 기업의 재무성과,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와 가족친화지수는 정 (+) 의 관계
- 24일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잇따라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8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발표
- 적발유형별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
- 적발된 2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 조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4.23.]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2&CONT_SEQ=349166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지급 받아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
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
지급
- 4월 22일 기준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 이 중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4.2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1&CONT_SEQ=34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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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 발표
-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5.16.]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현행 출생·가족·
양육 관련 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
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법무부 보도자료,
2019.04.30.]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566
1369041210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4.20.]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
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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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노동시장 내
성 격차 해소 등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 통한 저출산 대응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저출산, 온라인 성폭력, 낙태죄 폐지 등과 관련해 우리사회 전반의 성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성평등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2019.05.07.).
∙ 참고문헌 ∙
http://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095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5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 아래는 주요 결과임.
▪가족의 의미 : 혼인·혈연중심의 가족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 가족으로 변화
-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이 동의함. 20대(75.2%)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74.2%), 30대(67.6%)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 외국인과의 결혼, 이혼이나 재혼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 독신은 10명 중 약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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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이 수용 가능 응답,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높은 수용도를 보임(각 67.0%)
- 모든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져
세대 간 인식 차이 확인. 비혼 동거의 경우 40대 이하는 70% 이상 수용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상대자로 입양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재혼
가족 자녀를 찬성하는 비율이 70%이상임
- 비혼 동거 가족 자녀와의 결혼에 대한 찬성 비율은 45.2%임.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 높음(20대 60.3%, 30대 52.5%, 40대 51.8%)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 지원정책 수요도는 모두 높게 나타남(한부모 가족 91.4%, 미혼부모가족 85.1%, 1인
가구 70.0%, 비혼 동거 63.4% 순).
-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차별 폐지”는 3명 중 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 [여성
가족부 보도자료, 2019.05.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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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월 18일(목)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 성평등 정책의
확장을 위해”를 주제로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변화하는 남성의 성평등 의식
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한국사회 성평등 정책의 확장 방안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며, 성평등 정책과
실천에서 남성 참여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권인숙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미투운동 등 다양한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띤 논의가 활발하며, 성평등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평등 정책이나 페미니
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고, 반감과 역풍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성평등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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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9일(목)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16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15일(수)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16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난 2년 간 젠더폭력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젠더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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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원고투고 및 정기구독 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젠더리뷰」는 국내외 여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기획 및 쟁점도출과 새로운 연구주제
및 정책개발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로서 연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발간하고 있습니다. 젠더
리뷰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원고를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여성･가족정책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젠더리뷰가 더욱 알찬 계간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고 내용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브리프),
국외 정보(국제리뷰), 정책 현장에 대한 조명(정책현장탐방) 등 부문별 원고
투고 요령 및 발간 예정일
원고지분량은 A4용지 7매(11pt, 줄간격 160, 좌우스페이스 30) 내외로 하되 10매를 초과할 수
없음(상시 투고 가능).
･ 기획특집 원고 : 10매 내외(원고료 편당 30만 원)
･ 이슈브리프, 국제리뷰 원고 : 7매 내외(원고료 편당 20만 원)
계간지 발간일이 3월, 6월, 9월, 12월 말임을 감안하여 발간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해당 월에 게재될 수 있음.
투고 관련 사항
 기고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음.
 기고된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게재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원고작성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원고 작성 시 참고문헌 등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젠더리뷰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음.
원고 제출처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발간 담당
 전 화 : (02) 3156-7288
 E-mail : journal@kwdimai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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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여성연구」 2019년 제3호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여성정책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 동향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19년 제3호(통권 102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게재 논문 공모 내용
 여성･가족문제 및 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함.)
여성연구 투고 요령
 ｢여성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관리 시스템(http://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 이내(요약, 참고문헌 포함)로 하되, 최대 B5 30쪽을 초과할 수 없음.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상시안내정보 중 ‘학술지 원고작성요령’
참조(www.kwdi.re.kr), 또는 위의 ｢여성연구｣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논문유사도 종합검사결과서 제출(유사도 10% 미만을 ‘접수’ 기준으로 함. 10%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투고 자격
 여성･가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접수 마감일
 2019년 7월 30일 (2019년 9월 30일 발간 예정)
논문 관련 문의
 전 화 : (02) 3156-7288
 E-mail : journal@kwdimai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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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 관계자료
등 매년 30여 종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여성정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각급 도서관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자 등이 우리원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구독회원으로 등록하시어 우리원 자료를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종류 및 연회비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 제공 단, 대외배포를 제한한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제외(연/150,000원)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연/100,000원)
회원 특전 및 유효기간
 회원이 되시면 우리원의 여성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음.
 회원에게는 우리원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회원가입 시 꼭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람).
 회원에게는 우리원 자료 구입 시 우송료를 면제.
가입 방법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회비납부
우리은행 : 019-219842-01-006(예금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로번호 : 694403(MICR)
문의처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담당
 전 화 : (02) 3156-7283
 E-mail : kdata@kwdimail.re.kr
*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6 젠더리뷰

원고투고 및 정기구독 안내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판매’ 서비스 안내
자료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의 저변 확대와 사회 일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 자료
 본원에서 발간･제작한 연구보고서 자료(용역과제 제외)
판매 방법
 전화 주문 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TEL. (02) 3156-7283
 E-mail 주문 판매 : kdata@kwdimail.re.kr
 자료 구독 회원가입 및 주문 판매 : 본원 홈페이지 참조(www.kwdi.re.kr)
판매 대금 납부
 온라인 입금(우리은행 019-219842-01-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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