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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입법부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존의 태아와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단순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여성의 낙태죄는 유지
되어야 한다는 관점 등 헌재 결정문에는 자기모순적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이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입법과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정에 본 연구가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과
더불어 연구에 참여하여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
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문함.
-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됨.
○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전개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이
존중받고, 또한 이들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의
법 개정시까지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한
반면 자기결정권 제한 정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선 것이
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 되고, 일정 기간 내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처벌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 정도는 매우 큰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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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실효성 및 기여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함.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만 보지 않고 태아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 출생 이후 여성의 양육 책임 등을 들어 태아와 여성의 이해
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 법이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법적 보호를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 중단 허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 낙태죄가 낙태 감소에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한계
○ 반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침해하는 여성의 권리 중에서 오로지 자기
결정권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권리는 판단 내용에 포함하고 있을 뿐 권리를
목록화하지 못하였음. 또한 태아의 모체 밖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라는
가상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한계를 가짐.

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1.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 논의
○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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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재생산 건강은 재생산할 능력과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자유와 관련되며,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재생산 관련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재화, 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함.”

가. 피임권과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1) 피임약
○ 경구용피임제 중 응급피임약의 경우, 성행위 이후 72시간 내 복용 시 약
80%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복용이 권장됨.
- WHO에서도 최대 5일, 120시간 내 복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처방과 복용까지 시간이 지연
되어 응급피임약의 효과성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통해 제공 받아야 하는데,
응급피임약을 제공 받기까지 절차적 지연에 의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임.
- 특히 의료기관의 영업시간 외 및 공휴일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 처방
받고자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됨.
○ 경제적 부담 가중의 문제가 있음.
- 현재 피임 관련 진료는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일반 진료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가중이 부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응급피임약의 경우, 의사 진료 후 처방전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비 및 약제비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실제 응급피임
약에 대한 접근성을 경감시키는 문제가 나타남.
- 이러한 경제적 부담 가중은 사회계층 간 접근성을 불평등하게 만듦
으로써 건강권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짐.
- 실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성인이나, 성인보다 경제적 여건이 낮은 미성년
자의 경우 성관계 전 적절한 피임 준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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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전피임 준비를 못 하거나 신속한 응급
피임약 복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2) 안전한 임신중단
○ 우리나라에서 임신중단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며, 기존 낙태죄 규정
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임신중단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임신초기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단은 그 효과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오랜 기간 확인되어왔음.
○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 의하여 임신중단을 금지했던 역사를 통해 안전
하지 못한 임신중단으로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사회적으로 경험해 왔음.
- 유산유도제의 금지 역시 여성들을 불법적인 약물구입으로 유인함으로써
임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재생산권 관련 교육
○ 청소년 성교육의 문제
- 학교 내 성교육은 주로 보건 교사에 의해 생식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건전한
성 인식 증진보다는 성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성관계 시기 지연에 초점을
두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관계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증가
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교육 경험률이 낮아지는 등 현행 성교육
체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학교 성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적･형식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쳐 효과가 없던 것으로 응답하였음.
- 또한 적극적인 피임 교육이 수반되지 않아 잘못된 피임 방식을 선택하는
등 건강권 침해 문제도 있음.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욱이 체계적인
성교육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잘못된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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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학습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성교육표준안은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성 가치관과 성 규범, 성 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적 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입되었음.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대상 성교육 부재
-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상정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비가시화해 왔음. 2018년 보호
시설에 있는 장애 여성의 동의 없이 피임 시술을 한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은 장애인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줌.
-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영향으로 교육체계 내의 미비한 성교육에서
조차 장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아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성인인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전무함.
○ 성인 대상 성교육의 한계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실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임산부 및 임신부, 부모 등을 위한 안내서 제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외에 별도의
섹슈얼리티 교육, 성교육 등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2.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
가.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
○ 쟁점
- (의견1) 헌재가 낙태죄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고,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임신 22주를 지적한
것은 이 기간 이내에선 자유롭게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임신 2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낙태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라는 요구임. 또한 대다수의 임신중단 사유가 사회경제적

v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득할만한 상황이나 여건 중 타당한 사유로 명시
해야 함.
- (의견2) 임신한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자신과 태아의
미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에 기반하므로, 넓은 의미로
확대 반영되어야 함. 또한 임신 22주를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춘
시점으로 평가하나, 이는 비용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의료적
조치가 취해질 때 가능한 만큼, 이 자체가 태아의 자력 생존 및 출생
이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시기로 볼 수 없음.
○ 최근 동향
- 최근 임신중단 관련법을 개정한 국가/지역들의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를 보면, 전 임신 기간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 주수(삼분기)별로 필요한 의료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임신 제2삼분기, 제3삼분기의 임신중단 사유도 임부의 생명과 건강 위험,
혹은 태아의 사망 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과 상황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

나. 상담과 숙려기간
○ 쟁점
- (의견1) 상담은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여성이 책임감
있고 양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하며, 임신을 유지할 때 어떤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담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의견2) 상담은 필요하나, 객관적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종교나
개인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 혹은 그에 기반한
설득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며, 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함. 또한 숙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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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의무화는 임신중단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고 보다 안전한 임신중단의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음.
○ 최근 동향
-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정보는 편견이
없고, 지침이 없으며,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제공 받은 여성이 충분히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의료인 역시 여성이
인지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이 과정을 지지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여러 선행연구에서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여성의 신체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등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함.

다. 신념에 의한 거부
○ 쟁점
- (의견1) 의료인이 임신중단을 거부하더라도 의료법상 거부로 보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불가피게 임신중단을 하더라도 처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의료인의 거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념 거부권은 의료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의료인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로도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함.
- (의견2) 개인의 종교나 신념에 따른 거부가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환자의 건강권과 배치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이면서 법적 책임이기도 함. 세계산부인과학회, 세계의사회 등
대다수의 의료인 단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무가 거부권에 우선
한다고 천명함.
○ 최근 동향
- IPPF는 신념적 거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신념적 거부는 개인의 자유권이므로, 이것이 타인의 건강 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없는 점, 신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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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거부는 개인적인 결정이지, 집단적이고 기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신념에 따른 거부는 해당 개인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를 관리･지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신념에 따른 거부를 주장하는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신념에
따른 거부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것임.

라.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지정
○ 쟁점
- (의견1)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원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
- (의견2) 특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 낙태병원 꼬리표를 달게 되어 의료
경영 환경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지정 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
하는 여성의 경우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최근 동향
- 기존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 개정 시 배경을 보면,
당시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인/의료기관이 많지 않았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이로 인해 (의견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뒤에서
지적한 안전구역 설정 등 새로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마. 안전 구역
○ 쟁점
- (의견2) 법이 제･개정되어 임신중단이 합법화되(었)더라도 여전히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여,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위협과 비판･낙인도 여전히 심각할 것임.

viii

○ 최근 동향
- 최근 임신중단 관련 법을 제･개정한 국가/지역에서는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 포함하여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의 보호 구역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고, 의료인의 거주 공간까지도 포괄함.
- 안전 구역 내용에는 공간의 내용 이외 행위적 내용도 포괄하여 금지를 하
고 있는데, 의료기관 이용자를 관찰/감시 및 기록하는 행위, 언어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가로막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등 모두가 포함됨.

바.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 쟁점
- (의견1) 미성년자는 임신중단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이 낮아 의료인에
의한 상담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
- (의견2) 이것은 오히려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
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관련 서비스로의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입법과정에 포함해서는 안 됨.
○ 최근 동향
-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의를 묻는 것은 청소년을 더욱더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음.
- 최근 법 개정을 한 맨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도가 있다면 부모
동의가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여, 법에 명시하고 있음.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캐나다
○ 캐나다는 1988년 R. v. Morgentaler 판결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형법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래로 여성과 의사를 비롯하여 임신중단에 대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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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 규정도 두지 않은 국가임. 인공임신중절은 일반적 의료 서비스
의 하나이며, 보편적 의료 보장 체계하에서 무상 제공되는 것이 원칙임.
어떠한 규제도 없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1월부터 미페프리스톤 공급이 시작됨. 공급 초기에는 제조사에
등록하고 교육과 인증을 받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었고 제조사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야 했으며 여성의 동의서 서명, 초음파 검진, 의사 앞에서 약
복용 등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논문들이 발표
되면서 대부분의 제한이 사라졌음. 현재는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가정의,
임상간호사(NP)도 유산유도제 처방이 가능하며 복용 장소는 여성이 결정
할 수 있음.
○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은 임신 유지 또는 중단, 인공임신
중절 방법, 출산 지원 등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열려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은 강제되지 않음. 여성은 주 정부에서 성적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운영하는 핫라인, 병원 및 클리닉에서의 상담
서비스 등에 접근 가능함. 모든 상담은 비편향적, 비판단적이고 익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최종적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므로
상담 후 일정 대기 기간이 강제되지 않음.
○ 인공임신중절 절차는 클리닉, 병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서비스 제공
절차, 유산유도제 처방 여부, 인공임신중절 여부, 유산유도제 처방 및
수술이 가능한 기간 등이 모두 다르며, 이는 클리닉, 병원의 의료진의 기술
수준, 의료 시설, 공동체의 합의 등에 따른 것이므로 유동적임. 통상 여성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클리닉이나 병원에 곧바로 내원하거나 연계를 통해
병원에 내원함. 약물적 방법을 사용하는 윌로우 클리닉,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의 인공임신중절 절차를 예시로
살펴봄.
○ 인공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여성 본인 외의 제3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음.
1989년 캐나다 대법원은 Tremblay v. Daigle 판결에서 태아의 친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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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에 대한 거부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미성년자의 결정능력에
대해서는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이해하고 동의할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보장함.
지적장애인도 같음. 만일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가 보호자에게 임신중단 결정 여부를 고지
한다면 의료상 비밀 누설에 해당함.
○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을
다른 의사에게 연계할 의무가 있음. 이와 같은 원칙은 의료인 협회의 자율
규제에 의한 것임. 간호사 또한 자신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환자에게 고지하고, 다른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야 함. 온타리오주의 경우 의사 면허기구에서 의사가 양심,
종교의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환자에게 ‘실질적
연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공격이나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르, 퀘벡 등 몇 개 주에 안전 구역
입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도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은 부족한 편이어서, 의과대 학생,
의사 등이 조직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 교육 확대나 유산유도제,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기술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과대 학생들은 MSFC를 통해 대학 커리큘럼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정보 교류 사례로 CAPS-CPCA 포럼의
경우 유산유도제 사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2.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 영국이 Abortion Act를 도입한 1967년은 의료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
하지 않아, 지금처럼 약물에 의한 의료적 개입이나 태아의 생존력에 대한
의료적 기여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 시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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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법은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겼지만, 임신중단과 관련된 전문가,
특히 의료인들은 지금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이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으로 하여금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함.
90년대 임신중단 관련 약물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법률에 적용하지
않은 것도 의료인이 큰 틀에서의 법적 해석과 의료적 적용이 여성에게
더 이롭다고 보았기 때문임.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역행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적인 개정은 최소화하고, 관련 의료지침은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맨섬 및 아일랜드는 가장 최근에 임신중단 관련 법을 도입한 국가로서,
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영국의 관련 법제도를 철저히
검토함.
- 입법자, 이해관계자(기관), 국민 모두가 갈등 없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
으로 법을 도입하기 위해, 영국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명료한 법이
필요하였음. 이에 맨섬, 아일랜드의 임신중단 관련 법은 매우 다양한
조건과 상황별로 구체성을 갖추고 있음.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의 수준은 매우 다양
한데, 이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이 다른 것과 연관성이
깊음.
- 3개국 모두 임신중단 서비스를 약물과 수술적 방법으로 제공하는데,
임신 초기에는 약물적 방법을 더 권장함. 그러나 여성이 수술적 방법을
더 선호하면 여성의 결정을 존중함.
- 영국은 2018년 8월부터 2단계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의 복용을 여성이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하고 있음. 이 배경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있음. 1단계 약물 복용 이후 2단계 복용을
위해 여성은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우며,
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의 재방문은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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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약물 복용 후 장거리 귀가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통증, 합병증 등을
경험할 경우 대처가 늦어질 수 있고, 사회적 낙인에 따른 심리･정서적
안녕도 낮아, 예상하지 못한 사고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났음.
산부인과의사회 및 관련 단체는 이 문제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2단계 약물을 가정에서 복용
할 수 있도록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여러
투쟁을 통해 성과를 거둠. 영국의 의사협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2단계
약물을 가정에서 복용하도록 한 이후 실제 합병증 문제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임신중단 서비스를 받기 전 상담 시행과 이후 3일의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음. 숙려기간이 끝나고 의료기관을 재방문 했을 시
상담을 받았던 의사가 부재한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임신 12주를 넘게 될 경우, 임신중단은 불법이 될 수도 있음. 맨섬
역시 상담은 의무적이지만, 상담으로 임신중단 시기가 늦어져 여성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되며 숙려기간은
의무사항이 아님. 영국은 1967년 임신중단법을 제정하면서 상담 및
숙려기간을 별도로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여성이
원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의료단체는 숙려기간은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위축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영국, 맨섬, 아일랜드 모두 임신중단 서비스를 국가가 지정(승인)한 의료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음. 그 배경에는 임신중단법이 제정된 당시 자발적
으로 임신중단을 시행할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영국
정부가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BPAS, NUPAS,
MSI 등)을 설치･운영하게 됨. 2018년 국민투표로 낙태죄를 폐지한
아일랜드 역시 동일한 이유로, 정부(산하기관인 HSE)와 계약한 의료기관
(의료인)에 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계약하지 않고
임신중단을 하는 의료기관(의료인)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음. 이와 같이,
3개 국가 모두 임신중단은 국가 지정(승인) 의료기관에서만 제공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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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와
방향
1. 임신중단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 입법 추진
○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 완전 폐지
○ 임신중단 합법(허용)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전 임신기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입법 설계
- 임신 주수 및 임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의료인의 전문성 제고 및 표준화된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임신초기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 유산유도제의 가정 내 복용 방안 적극 검토
- 안전한 임신중단 시기 확보를 저해하는 의무적 상담과 숙려기간 및 승
인절차 지양
-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양 및 건강
보험을 통한 재정지원 강화와 다양한 의료주체 활용
-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및 접근권 보장
- 안전구역 설정을 통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환경 조성
- 여성과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 법제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 및
적극적 개선
- 임신중단 관련 입법 시 고려해야 할 내용

2.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강화
○ 경구용 피임약 관련 의약품 분류 개편
○ 재생산 권리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 개선
- 포괄적 성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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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산 건강관점의 정보 전달 및 교육 제공으로 전환
- 교육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및 교육방식의 다각화
- 국가 차원의 재생산권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 지원

주제어: 임신중단(낙태),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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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
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1)을 하였다. 그리고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
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하였다.
헌재의 결정문에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특히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
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재인용)2)”와 같이 자기결정권
을 인정하면서 2012년의 결정과는 달리, 보다 진일보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된다. 이를테면, “낙태죄가 침해
하는 다양한 권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자기결정권만을 언급하는 데 그친 점,
1)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
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헌법불합치 (검색일: 2019.9.13.)
2) 헌법재판소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
=/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
%EB%B0%94127&viewType=3&searchType=1 (검색일: 20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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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모체 밖 ‘독자적’ 생존가능성이라는 가상적 개념에 의존한 점 등”이 그
것이다(김정혜, 2019b: 42-43). 이러한 한계에도, 분명한 것은 임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후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
과 건강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CESCR)의 일반논평 14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
의 건강에 대한 권리(제12)에서 “건강의 권리에는 자유(freedom)를 포괄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성과 재생산의 자유,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건강과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2-3)3).
이번 단순 위헌 의견에서도 “임신한 여성(이하 ‘임부’)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
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
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임신중단의 허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질 경우 임부가 임신중단을 결정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임부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하다(헌재 2019.4.11. 2017헌바127)4).
이에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전개될 입법 논의 과정
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이
존중받고, 또한 이들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3)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https://www.refworld.org/docid/4538838d0.html (검색일: 2019.10.13.)
4) 헌법재판소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
=/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
%EB%B0%94127 (검색일: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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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내용을 다룬다.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는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피임과 유산
유도제, 그리고 성교육 등 정보･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논의와 임신중단 관련
입법과정에서의 쟁점과 주요 국가의 법･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셋째는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 사례로서 캐나다,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 넷째는 위의 내용에 근거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법)방향을 제안한다.

나.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기
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임신중단 관련 자료들과 최근 일부국가에서
개정한 임신중단 관련 법, 그리고 이번 헌재 결정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
한 토론회 및 세미나, 학회 발제문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향후 입법과정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9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캐나다,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로 출장 국가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후 방문기관 및 관계자별
질문지 개발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질문지를 최종 확정하고, 현지방문 전에 각
기관/관계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캐나다는 9월 23~27일, 영국･맨섬 및
아일랜드는 11월 4~8일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각 국가별 방문기관과 면접 대상자 현황이다. 회의는 크게 중앙･지방정부의 임신
중단 관계 부서 관계자, 임신중단서비스 관계 기구 및 제공자(의료인), 임신
중단 옹호기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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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은 국가별 방문 기관 및 면접 대상자 현황과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이다.
<표 Ⅰ-1> 방문 국가 및 기관 현황
국가

기관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

Planned
Parenthood
Toronto

면접 대상

Rebecca Cook
Bernard Dickens

- 토론토 대학 법학 교수.
- 국제 재생산적, 성적 건강
법률 프로그램(International
Reproductive and Sexual
Health Law Programme)
참여

Sarah Hobbs-Blyth
(Executive Director)
등 3인

- 13-29세 청소년 대상 1차보건
서비스, 성･재생산적 건강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 프로초이스 지역 보건센터1)

Choice in Health Sarah Dimitrova
Clinic
(이사회장)

Options for
Sexual Health

벤쿠버
BC Women’s
Hospital

기관/전문가 소개

- 1988년 개원한 비영리 임신
중단 클리닉(온타리오주 보건
부의 재정지원 받음)
- 여성,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대한 비판단적, 존중적 진료
제공2)

Michelle Fortin
(Executive Director)
등 4인

- 브리티시컬럼비아 유콘 지역
에서 성적, 재생산적 보건의료,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 페미니트, 프로초이스, 성긍정
적 관점 견지3)

Wendy Norman (의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교수) 등 4인

-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교수
(의사)
- 임신중단서비스 제공자, 임신
중단 및 미페프리스톤 관련 의
료전문가 정보 공유 사이트
(CAPS) 운영

British Columbia
Derek Rains
Ministry of
(Director)
Health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건국
(Director of Acute Care
Access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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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면접 대상

Abortion Rights Joyce Arthur
Coalition Canada (Executive Director)

- 캐나다 전역 임신중단권 운동
연합체(2005년 설립, 프로초
이스 그룹 및 개인들로 구성)
- 임신중단 권리 및 접근성 증진
을 위한 비영리기구4)

Ellen Wiebe

- 윌로우 클리닉 의사 및 브리티
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
- 임신중단서비스 제공자, 오랫
동안 선택권 옹호 활동

International
Campaign for
Marge Berer
Women’s Right (Director)
to Safe Abortion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캠페인 코디
네이트 및 기자5)

Willow Clinic

Abortion
Support
Network
(ASN)

영국

기관/전문가 소개

Mara Clarke
(Founder)

- ASN설립자
-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등 임신
중단이 불법인 유럽국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 상담
및 연계자6)

Rachael Clarke
(BPAS, Public Affairs
British
& Advocacy Manager),
Pregnancy
Stephen Hall (ROCG,
Advisory Service
Political Adviser),
(BPAS) &
Agnes Raboczki
Royal College of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
General Practitioner),
Gynaecologists
Suzanne Tyler (Royal
(RCOG)
College of Midwives,
Director) 외 2인

- 영국의 임신중단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의료인단체(산부인과,
가정의학, 조산사 등)7)8)
-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보장 옹호 활동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Lesley Regan
and
(President)
Gynaecologist

-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교수, 영국
왕립산부인과학회장
-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등 인근국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계
스피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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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면접 대상

Abortion Clinic Matthew Richards
BPAS Richmond (Treatment Manager)

맨섬

아일
랜드

기관/전문가 소개
- 영국 내 임신 제3분기까지 임
신중단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중 하나
- 최근 임신중단 반대시위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던 시설

Alex Allinson (Tywald,
Parliament of IOM),
Michelle Moroney
(Consultant
Gynaecologist), Ben
Bryan (Head of
Legislation), Tammy
Hewitt (Head of
Commercial Business
and Enterprise)

- 최근 임신중단 관련법 신설 과
정에 참여한 맨섬의회 의원 및
의료 관계자
- 여성의 건강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에서 법제 검토 및
의료서비스 제공

Abortion Rights
Campaign

Ciara Kenny, Claire
Brophy (Coordinators)

- 아일랜드 낙태죄 폐지 운동 이끈
단체 중 하나
- 정부 상대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및 대국민 홍보와 교육 실시10)

Department of
Health

Aoife O'Brien
(Assistant Principal
Officer) 외 2인

- 아일랜드 보건부, 임신중단 관련
정책 담당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ealth Service Pheena Kenny (HSE
Executive (HSE) Project Manager)

Irish Family
Planning
Association
(IFPA)

Maeve Taylor
(Director), Alison
Spillane (Policy
Officer)

- 아일랜드의 임신중단 상담 및
의료서비스 관련 중앙기관11)
- 아일랜드 임신중단정책에 대한
제도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
책임자
- 아일랜드 HSE와 계약을 통해
임신중단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 낙태합법화 이전부터 여성의 안
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캠페인
및 관련 상담과 교육 실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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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Planned Parenthood Toronto, “about us”.
http://www.ppt.on.ca/about (검색일: 2019.12.7.)
2) Choice in Health Clinic, “About”.
http://www.choiceinhealth.ca/Public/About (검색일: 2019.12.7.)
3) Options for Sexual Health, “What We Do”.
https://www.optionsforsexualhealth.org/what-we-do (검색일: 2019.12.7.)
4) Abortion Rights Coalition Canada. “Our Mission”,
http://arcc-cdac.ca/mission.html (검색일: 2019.12.7.)
5) IPPF. “Marge Berer: the Veteran campaigner on a lifetime fighting
for justice for women”.
https://www.ippf.org/blogs/marge-berer-veteran-campaigner-lifetime
-fighting-justice-women (검색일: 2019.12.4.)
6) Abortion Rights Campaign.
https://www.abortionrightscampaign.ie/ (검색일: 2019.12.4.)
7)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https://www.bpas.org/ (검색일: 2019.12.4.)
8)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aecologists.
https://www.rcog.org.uk/ (검색일: 2019.12.4.)
9)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aecologists “RCOG statement:
professor Lesly Regan has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ROCG.
https://www.rcog.org.uk/en/news/rcog-statement-professor-lesley-regan
-has-been-elected-president-of-the-rcog/ (검색일: 2019.12.4.)
10) Abortion Rights Campaign.
https://www.abortionrightscampaign.ie/ (검색일: 2019.12.4.)
11) Health Service Executive.
https://www.hse.ie/eng/ (검색일: 2019.12.4.)
12) Irish Family Planning Association.
https://www.ifpa.ie/ (검색일: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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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개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및 의사
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20년 말
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였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2년 8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12년
에는 합헌 의견 4명, 위헌 의견 4명으로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던 반면 2019년
에는 헌법불합치 의견 4명, 위헌 의견 3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며,
합헌 의견은 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하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이하 ‘2019년 결정’)의
주요 내용을 헌법불합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12년 헌법재판소 2010
헌바402 결정(이하 ‘2012년 결정’)의 다수의견과 비교하여 2019년 결정의 의의
와 한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총 69회의 낙태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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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청신청의 내용은 주위적 청구로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예비적 청구로서 이 조항들이 임신 3개월 내의 태아
를 낙태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었다.
1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7년 2월 헌법
재판소에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였다.

나. 헌법불합치 의견
1)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다수의견은 청구인이 낙태죄가 침해하는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으로 든 권리
들 중 자기결정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에 자율
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해나갈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
하여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여 임신유지 또는 임신중
단의 문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자리매김한 뒤, 자기낙태죄는 임신 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로 보고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였다.5)
판단 대상이 되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임신 전 기간의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판단되었다.
먼저 입법목적에 있어,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
보호이며 이와 같은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 낙태의
형사처벌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문제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다. 다수의견은 낙태죄가 임신 전 기간
의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임신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한다는 점,

5)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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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의 유지 및 출산이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부과하며 출산으로써
여성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따르게 되어 여성의 삶에 사회적, 경제적
인 영향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 여부의 결정은 임신
한 여성 스스로의 가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
라는 점, 국가가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지지만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 및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권이 대립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택일 방식으로 한쪽 법익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태아는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이고 태아와 임신
한 여성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여성의 낙태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
달성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 낙태죄의 적용 여부가 국가의 인구정책에
좌우되고 낙태죄로 인하여 임신 유지 여부와 관련된 정보 제한, 의료서비스 제약,
상대 남성의 낙태죄 악용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 자기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임신 유지 및 출산
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강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다.6)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에 위배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처벌하
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실효성 및 기여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매우 커서 공익과 사익
의 적정한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자기낙태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적이라는 결론
에 도달하게 된다.7)

6)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7)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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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종류: 헌법불합치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같은 이유에서 의사
낙태죄 또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8)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모든 낙태
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입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현행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가. 의의
1)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
2012년 결정에서 자기낙태죄가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던 데 비해 2019년 결정이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던 것은,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2012년 결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9), “낙태의 자유”로만 표현될 뿐, ‘특별한 희생’
이 무엇인지, 낙태가 금지됨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
에 대한 판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판단만
이 주된 논거가 되었다. 즉,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은 ‘특별한 희생’을
하지 않기 위해 임신을 중단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본권 주체였다. 그러나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을 요구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따르는 ‘특별한 희생’은 부당하고 제거

8)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9)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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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경험이라기보다는 독려되고 오히려 이를 감수하지 않고자 할 때 비난
을 받기 쉬운 경험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특별
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이미 태아의 생명권에 견줄 만한 권리가
될 수 없게 된다.
그에 비하여 2019년 결정은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숙고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수의견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
게 신체적,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출산으로 발생하는 모자관계와 양육책임이
“성차별적인 관습,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보육여건 등의 사회적 문제”10)와 결합
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문제”11)여서 임신의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12)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
이로써 2019년 결정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자신의 신체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고 성차별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임신, 출산,
양육을 해야 하는 존재가 비로소 발견된다. 이렇게 볼 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 것인지,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여성의 결정은 단순히 자신과 구분
되며 무관한 존재로서의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인정받게 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공익의 지위에 있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견주어보더라도
낙태죄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게 된다.

10)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11)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12)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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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 이해 변화
‘임신한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문제’로 구성되는 낙태죄의 맥락에서
임신한 여성의 권리는 사익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며, 그 대척점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이 놓인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13)이며, 모든 인간
이 생명권의 주체가 되듯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태아는 모
에게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14)다고 평가되는 점은 2012년 결정
과 2019년 결정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출발하여 도달한 지점은 서로 달랐다. 2012년
결정은 태아가 임신한 여성과 별개의 생명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던 반면,
2019년 결정에서는 여성과 태아의 권리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신체
의 결합 관계, 태아의 여성에 대한 의존 관계, 출생 이후 자녀에 대한 여성의
양육 책임 등을 들어 태아와 여성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
었다.
이에 따라 2019년 결정에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가, 태아의 생명을 제한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형사처벌을 통해 박탈함으로써가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출산, 육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임을 지적하게 되었다.

3) 법이 생명권을 언제나 동일하게 보호하지 않음을 인정
2019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임신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
한 판단은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등 보호를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3)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480쪽; 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14)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480쪽; 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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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결정에서 합헌의견은 태아가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우리 법은 착상 및 진통 전후에 따라 태아의
법적 지위를 다르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까지
는 착상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고 착상 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
기 때문에 태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진통 시부터 태아
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므로 진통 시부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합리적
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착상 후 진통 시작 전까지는 태아
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12년 결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착상 및 진통 시기를 기준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점이 바로 생명의 단계에 따라 법적 보호, 법적 효과를 다르
게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법적
보호의 정도 및 수단을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2012년 결정의 반대의견을 참조하여, 생명 발달
단계에 따른 차등적인 법적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수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4)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단 허용 필요성 인정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에게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사회
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2012년 결정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절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모자
보건법이 사유 및 기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게 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19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하고 나아가 육아까지
하게 되면서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노력을 해야 하고, 경제적 부담,
사회생활의 어려움, 학업의 곤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살피고, 임신한
여성의 결정에 이와 같은 경험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실제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15)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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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게 된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임신중단 허용 사유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규정
방법에 따라 넓게 적용될 수도 있고, 매우 협소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사유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판단
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유를 구체화할 경우 임신한 여성의 연령, 경제적 생활수준, 혼인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구체적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김정혜,
2019a: 25-26).
2019년 결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외국의 입법 방식 중에서 전자에
가깝다. 다수의견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의 다양
한 사례를 제시한다. 학업 또는 사회활동 지장 우려, 소득 불충분 또는 불안
정, 양육의 어려움, 상대 남성과 결혼 계획 없음, 상대 남성의 양육 책임 거부,
혼인의 사실상 파탄 상태에서의 임신, 임신 후 이별, 미혼 미성년자의 임신
등16) 다수의견이 예시로 든 사례들은 수치화, 객관화되기 어려운 반면 임신한
여성의 판단이 이렇듯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복합적인 사유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수의견이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수의견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과 더불어, 수치화,
객관화할 수 있는 사유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
이다.

15) 김동식･황정임･동제연(2018)에 따르면, 낙태를 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응답
자들이 꼽은 낙태 고려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9.7%)였고 그 다음이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
서”(20.2%)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낙태를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
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동식 외, 2018: 70).
16)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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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태죄가 낙태 감소에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님을 인정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낙태죄의 입법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이다. 2012년
결정과 2019년 결정 모두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가 목적 달성에 실효적이라거나 가
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연간 낙태 건수는 5만 건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소영 외, 2018a: 113), 그 중 대부분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17) 2017년 1
심 법원에 접수된 낙태죄 위반 사건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선고
유예로 종결된다.18) 즉 형법을 위반하는 낙태의 대부분은 처벌되지 않으며, 처벌
의 수위도 매우 낮다.
2012년 결정에서도 낙태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결정에서는 설령 낙태죄의 효과가 미흡하다 하더
라도 낙태죄의 존재 자체가 낙태에 위축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인명 경시 풍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
반면 2019년 결정은 여성이 임신 유지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복합적이고,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
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자신의 신체
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하여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19)이어서 형사처벌의 효과는 제한적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형사처벌보다
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낙태 감소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여건 마련 등의 조치
를 취하는 것이 태아 생명 보호라는 목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하였다.

17) 김동식･황정임･동제연(2018)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낙태를 하였거나 낙태를
고려한 사유의 98.9%가 불법적 사유에 해당했다(김동식 외, 2018: 71).
18) 형사 1심 법원에서 낙태죄로 2017년에 접수된 인원수는 단 8명이며, 2017년 낙태
죄의 유기징역 선고는 1명, 집행유예 2명, 재산형 1명이었고 10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법원행정처, 2018: 930-931).
19)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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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계
1) 자기결정권 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보류
헌법불합치 의견은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판단하였으나, 단지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청구인 측은 자기낙태죄가 침해하는 기본권으로서 “여성의 건강권, 평등권, 신체
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20)하
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이미 판단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판단하
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심리, 사회적 삶에 끼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가 침해하는 기본권으로는 오직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고, 낙태죄가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침해
가 될 수 있으며, 임신중단을 범죄화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의견의 판단 내용을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임신한 여성이 자연분만기까지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임신 유지로 인해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 사회적, 경제적 부담 등을 강요당하게 되
고,21) 처벌 위협으로 낙태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이 어려워지고 낙태가
음성화되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고, 수술비 상승으로 수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22) 등을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확인에 다름 아니다.
20)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21)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22)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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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아의 모체 밖 ‘독자적 생존’ 가능성 기준의 설정
이번 헌법불합치 의견의 의의이자 동시에 한계가 되는 부분은, 임신 22주
이내를 ‘결정가능기간’으로 명명하고, 결정가능기간 중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
로 인한 낙태까지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헌법불합치 의견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낙태죄가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
헌은 아니라면서 시기적으로 임신중단 허용 한계의 기준점을 ‘모체 밖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으로 잡았다. 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안에 따라
임신 전 마지막 월경 첫날로부터 22주 내외로 설정되었고, 다수의견은 태아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23)고 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현행 모자보건법의 임신 24주 기준보다도 낙태 허용 기간
을 더 축소할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다수의견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하여 앞당겨질
것일 뿐 아니라, 모체 밖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한다는 개념은 그 자체로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임신 전 마지막 월경 주기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에서
임신 22주 내외의 태아는 모체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다수의견
이 인용한, 산부인과 학계에서 말하는 모체 밖 생존 가능성조차 “최선의 의료
기술과 의료인력이 뒷받침될 경우”24)를 가정하는 것이다. 태아의 모체 밖 생존
가능성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며 의료기술의
수준, 의료인력의 숙련도, 의료기술 및 인력의 접근가능성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지, 모든 태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기가 있다고
23)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24)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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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임신 22주 내외가 ‘태아의 모체 밖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으로 가정
되어 그 이후의 임신중단이 금지되면, 임신중단 금지 기간에 태아는 모체 밖이
아니라 여전히 모체 내에 머무를 권리를 획득하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태아는
모체 내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출산 시기까지 성장
하고, 출산 후에는 여성과 모자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에게는 양육책임이 부과된
다(김정혜, 2019a: 30-31). 헌법재판소는 ‘결정가능기간’ 이전의 태아에 대해
서는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상세하게 고려하였지
만, 그 이후의 태아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담과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가상적 상황에 기대어 특정
기간에는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단한다. “어느 하나의
법익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25)하지 않고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26)을 마련하며,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
한 균형관계를 달성”27)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아니지만 ‘훨씬 인간
에 근접한 상태’에 과연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로 여전히 일정
한 시기에는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되었다.

25)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26)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27)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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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2019년 결정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아와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단순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며 낙태죄가 여성에게 상당한
부담과 고통을 야기하여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태아가 여성의 신체를 통해서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점은 2012년 결정까지만 해도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
었다. 태아의 권리 논의에서 태아는 마치 임신한 여성과는 독립되어 스스로
성장하는 생명체인 것처럼 다루어졌다. 하지만 2019년 결정은 태아가 임신
한 여성과 별개의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관계 위에서 임신을 종결하겠다
는 여성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모자보건법
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가 매우 협소하며, 실제로 여성이 임신중단 여부
의 판단에서 고려하는 바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험세계에 대한 풍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현행법의 방식을 놓지 않음으로써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곳곳에서 자기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여성에게
의존적인 특수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할 수 있는 시점”28)을 지나면 태아가 마치 임신한 여성의 몸을 떠나 독자적
으로 성장할 것처럼 서술하고,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에게 큰 부담을 야기
하며 낙태죄가 여성에게 무수한 불이익을 강제한다고 하면서도 임신 후기 또는
확인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 초래하는 부담
은 언급을 회피하며, 낙태죄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낙태죄를
유지하여 태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려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같이 태아의 생명 보호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임신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보호,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28)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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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여건 마련 등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29)이라면, 단순
한 피임 지식 확산 수준을 넘어서 여성의 성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제로 성관계
에서 피임이 가능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포함하여 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사회적 노력을 경주하며,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실효적 제재, 출산과 육아의 실질적 지원, 혼인 생활에서의 평등
과 평등한 육아 책임 확보, 임신･출산한 여성을 비롯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
적 불이익의 감소 등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이 임신
을 유지하여 출산할 만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 여성과 태아의 권리는 비로소 ‘실제
적으로 조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의 위하에도 불구하고 낙태죄가 갖는 출산 강제 효과는
제한적임을 이미 인정하였다.30) 그렇다면 의존적이고 불완전하며 잠정적인 생
명의 보호를 반드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 위협을 통하여, 실효적이지도 않
은 형법을 통해서만 달성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마땅할 것이다.
2019년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을 확인
하였으므로,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목적 위에서 새로운 입법 논의
를 시작하여야 한다.

29)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30)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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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1.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 논의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단, 양육
등 재생산 전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천명된 재생산권은 여성 건강권으로서 임신, 출산 등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주체성 보장과 건강권 향유를 제시하였다. 이는 재생산과 관련된 법
과 정책,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여성의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김소라, 2013: 88).
최근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단에 대한 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임신중단
의 전후, 즉 사전 예방과 사후 치료 강화를 통한 여성 재생산 건강 증진 노력
이 강하게 요구된다. 임신중단의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은 여성 건강권 및 재
생산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베이징행동강령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에 대해 “재생산 건강은 재생산할 능력과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자유와 관련된다. 또한 개인
들이 자신의 재생산 관련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재생산 건강관련 정보, 재화, 시설, 그리
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1) 이를 위하여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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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초기 임신중단 시 약물적 임신중단(이하
유산유도제)의 도입 고려, 피임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 체계 마련과 피임
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임신중단 예방 노력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가. 피임권
1) 피임권의 개념
피임(避妊, contraception)이란, 임신을 피하는 것으로 성교 중 임신이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막는 것으로, 임신가능기간을 피하거나 피임기구나 약품 등
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2) 현대사회에서 피임은 단순히 산아조절이라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건강권 보장의 도구로써 활용되
고 있다. 피임은 높은 확률로 원치 않은 혹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여성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이 평가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피임권과 관련하여 제14조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을 것”과 제16조에서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
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를 명시하고 있다. 피임이란 재생산건강 보장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혹은 의도
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 서비스로, 임신･출산의 주체인 여성
이 이를 선택함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의 피임권을 보장해야 한다.33)

31) UN Women(2014).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Beijing+5
Political Declaration and Outcome. United Nation 1995. p.57.
https://beijing20.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
tions/csw/pfa_e_final_web.pdf (검색일: 2019.11.20.)
32)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 (검색일: 2019.11.20.)
33) 김채윤(2017).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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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피임과 이를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
히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자율권 확대에서 더 나아가 기존 사회가 여성을
단순히 임신･출산의 도구로 보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장수정, 2005: 47-48; 김채윤, 2017: 79). 여성의 피임권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임에 대한 잘못
된 정보 전달이나 정보 미제공은 피임 실패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건강 손상
등을 야기하는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과 서비스 접근성 보장, 그리고 이와 함께 건전한 성의식 증진을 도모하는 것
은 안전한 성행위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임신
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2) 피임법34)
피임법은 불가역적 피임법과 가역적 피임법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불가역적 피임법이란 난관불임수술, 정관불임수술 등 시술로 영구적인 피임이
가능한 방법이며, 가역적 피임법은 경구피임제, 자궁내장치 등 일회적, 단기적
으로 사용하는 피임법이다. 과거에는 흔히 콘돔, 살정제, 자궁내장치 등을 피임
에 사용하다가 1960년 호르몬제제인 경구피임제가 임상에 도입되었다. 경구
피임제는 호르몬 용량을 낮추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호르몬 피임제(복합경구피임제, 프로게스틴
단일 경구피임제, 피임패치)35), 자궁내장치(구리자궁내장치, 레보놀게스트렐
분비 자궁내장치, 남성용 콘돔), 질외사정, 월경주기조절법, 불임수술(난관･정관
불임수술)을 피임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34) 이하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35) 피임법 중 프로게스틴 단일 경구피임제, 피임패치 등은 국내 구입이 불가능하여
동 보고서 내에서 상술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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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구용피임제
(1) 사전피임약
경구용사전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합성프로게스테론의 복합성분으로 구성
되어 성관계 이전에 28일의 주기로 복용하는 사전피임제로 1960년대 개발되
었다. 이는 다른 피임법에 비하여 이용이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피임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구용사전피임약의 주요 작용 기전은 ① 배란 억제, ②
자궁내벽세포 변화 유발을 통하여 정자의 자궁 내 유입과 착상을 방해하는 것
이다. 복용법은 28일 주기로 월경시작 첫날부터 21일 복용 후 7일간 휴약기간
을 갖는 방법, 28일 중 24일 복용 후 4일은 위약을 복용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전피임약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약사에게 구입하여 복용이 가능하다.36) 사전
피임약은 피임 효과 외 월경량 과다를 개선하고, 월경통 개선, 월경전 증후군
감소, 여드름 개선, 자궁내막증 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5: 7).

(2)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흔히 사후피임약으로 알려진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합성프로게스테론 단일
성분으로 사전피임약 보다 프로게스테론 함량이 약 10-15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120시간 이내 복용하여 피임효과를 낸다.
주요 작용기전은 응급피임약 내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배란을 억제, 지연시키는
것이며 성관계 후 72시간 내 1회 복용,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2회 복용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5:
7-8). 현재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사의 진료와 처방
을 통해서만 구입･복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
복용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병원 내 간호사 등에 의한 발급 문제도 나타
난다. 실제 사례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응급피임약 처방약을 교부
36) 우리나라는 의약품 3분류 체계임. 의사의 조제로 사용될 수 있는 처방약,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처방약, 비처방약 중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과
약품 외에서도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분류됨. 강대원 외(2017). “의약품 분류체계
와 외국현황”. FDC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FDC법제학회.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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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구입･복용하였으나, 피임이 실패한 여성이 이후 응급피임약 부작용에 의한
기형아 출산을 우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경우가 있다. 법원은 이에 대
하여 비록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더라도 의사가 부작용, 피임방법, 실패 시 부작
용 등을 설명하지 않아 동 여성이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
4.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이처럼 응급피임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정책과
법원의 입장은 응급피임약의 부작용 문제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설명 절차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분류체계를 지지해 왔다.
임신･출산 등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결정권 보장 문제가 부각 되면서
2012년 이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
으나, 우리나라의 성교육 실태와 일반 국민들의 피임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상태이다(김동식 외, 2012: 53). 다만,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상 응급
피임약 처방 건수가 2017년 17만 8,300건으로 2012년보다 28.8% 늘어난 것
으로 조사되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피임법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19.2.14.: 11).

나) 차단･시술용 피임기구
차단형피임 방법이자 남성피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성형 콘돔이다.
콘돔은 여성피임법인 구리자궁내장치와 더불어 비호르몬 피임법으로 사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며, 특별한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7) 콘돔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피임 성공률이 매우 높지만, 사용
중 파손, 벗겨짐 등 잘못된 사용에 의한 피임 실패율이 15% 정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0.08%의 알러지 반응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실제
성매개감염(이하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예방 등에도 매우 효과적이다(박상화,
37)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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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70).
콘돔 이외에 차단피임법으로 여성용 콘돔, 피임격막, 자궁경부 캡, 피임스펀지,
살정제 등이 있으며, 작용기전은 모두 외부에서 정자가 자궁으로 진입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이다.38)

다) 시술용 피임기구 등
시술용 피임기구는 대표적으로 레보놀게스트렐 분비 자궁내장치(미레나)가
있다. 미레나는 실라스틱튜브 장치 안에 황체호르몬인 레보놀게스트렐이 들어
있어 하루에 일정량씩 자궁 내 분비한다. 레보놀게스트렐은 자궁에만 국소적으
로 작용하며, 장치 삽입 후 5년간 배란에 영향 없이 피임효과를 거둘 수 있다.
레보놀게스트렐은 자궁내막을 억제하여 자궁 성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데, 이는 과다월경(일부 무월경 상태가 될 수 있으나, 만성신부전 또는 폐경기
자궁출혈 조치에 치료 효과가 있음), 생리통 등 치료 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장치 삽입 후 2~3개월간 자궁내막이 안정될 때까지 과도기를 거치는데 이 시기
에는 불규칙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골반 내 이상(자궁기형, 출혈,
골반염, 자궁내막의 기질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미레나는 황체호르몬 사용 금기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39)
구리자궁내장치는 구리를 사용하여 이온을 방출하고, 자궁과 난관에 살정
효과를 증대시키며, 정자의 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피임법 중에서도 효과
가 탁월하다. 다만, 장치 삽입 후 월경과다, 생리통, 골반염, 방선균증 등 부작
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장치를 지닌 상태에서도 임신이 가능한 데, 이때
장치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자연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 구리자
궁내장치는 응급피임약과 함께 성관계 사후의 응급피임방법으로도 활용 가능
하다. 성교 후 착상 이전에 구리자궁내장치를 삽입하면 성공률 99%로 응급피임
약보다 효과적인 임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38)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39)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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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임수술 및 기타 피임법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은 대표적인 불임수술로, 1961년 정부 주도 가족
계획산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난관 결찰수술
이 대부분이었으나, 2005년 인구억제정책의 폐지를 기점으로 영구적 피임보다
는 가역적 피임방법으로 선호가 바뀌고 있는 추세다.41)
가역적 피임방법의 하나인 임플라논은 4㎝×2㎜ 크기의 막대모양 피하이식
피임방법이며, 삽입과 제거가 간단하고, 난소낭종 등 부작용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작용기재는 기구 안에 들어 있는 레보놀게스테롤이 매일 소량씩
분비되는 방식으로 배란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어 피임에 효과적이다. 임플라
논(implanon)은 2006년 미국 FDA 승인을 통해 그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피
임 패치(patch) 역시 2001년 미국 FDA 승인을 얻은 피임기구로, 피부를 통해
호르몬을 전달하여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법이다. 1개의 패치를 7일간 지속 사용
할 수 있는데, 패치 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포함되어 있어 7일에
한 장, 3주간 부착하고 1주간 휴식기를 가지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경질피임링
은 1960년 초 도입되어 200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작용기재는 경질피임링(누바링)에서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이 매일 소량씩
분비되는 방식으로, 질상피세포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효과
적이며, 경구피임약보다 부정출혈이 적게 나타나고 삽입과 제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매일 장치를 교체하거나,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성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불편이 없다. 다만, 한 번 삽입한 장치를 3주간 사용하다 제거
하고 1주를 쉬어야 하는데 그때 월경혈이 나오게 된다.42)

40)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41)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42)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36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3) 국내 피임실천율 현황43)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 방식의 피임률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경구용피임약은 이용의 편리함, 효과성,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
을 가진다. 실제 서구 선진국가의 전체 피임법 중 20~40%를 차지하며 높게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
자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19.2.14.: 5),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로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05)29.8‰(342,433건)→('10)15.8‰
(168,738건)→('17)4.8‰(49,764건))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
료, 2019.2.1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률 감소 요인을, ①
자발적인 피임 실천율의 증가, ② 응급피임약 처방 건수의 증가((’12) 1,384백
건 → (’17) 1,783백건 (28.8% 증가) ), ③ 만 15~44세 가임기 여성의 지속적
감소((’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8.5% 감소)) 등으로 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19.2.14.: 10-11). 다만 배우자가 있는 유
배우 여성이 배우자와 사용 중인 피임법으로는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
법, 정관수술” 등을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이소영 외, 2018b:
135). 그럼에도 동 조사를 통해 피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임신중단율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 피임과 관련된 정책 수요
로서 응답자들은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
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을 제시하며,
임신중단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피임과 안전한 임신중단, 성교육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도자료, 2019.2.14.: 2).

가) 유배우여성 피임실천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43) 이하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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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실천율은 지난 2015년보다
2.7%p 증가한 82.3%로 조사되었다. 이 중 45~49세를 제외하고는 고연령층
일수록, 취업 중인 경우, 출생아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피임실천
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소영 외, 2018b: 129). 응답자 중 피임
의 목적은 단산(斷産)이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7.5%가 출산 연기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b: 131). 특이점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피임을 하는
유배우여성 중 35.4%가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며, 무자녀이면서도 출산
을 연기하기 위해 피임실천율이 높다(이소영 외, 2018b: 132)는 점으로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양육 부담, 구직, 여성경력단절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의한 단산이나 출산 연기 등의 선택이 다수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나) 청소년 피임실천율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7.6%, 여학생은 3.8%였으며,
피임실천율은 남학생 57.9%, 여학생 62.4%로 2017년 대비 각각 8.2%p,
12.0%p 증가한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보다는 낮았
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24). 또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
사”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이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로는 ‘피임도
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48.2%)’와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33.1%)’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19.2.14.:
8). 이를 통해 청소년의 경우 피임정보와 피임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정보력,
경제력 등이 성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해 피임실천에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 해외 동향
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 “피임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인권헌장”
피임은 원하지 않은 임신 및 이로 인한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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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사망이나 장애를 예방하는 동시에 각종 성병 등을 예방하며, 안전한 성생활
과 보건생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는 대다수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unsafe
abortion)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는 성교육, 효과적인 피임제 사용,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 서비스 안내, 시의적절한 합병증 치료로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44)
WHO는 “피임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인권헌장(Ensuring human
rights in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information and services Guidance and recommendations)”에서 피임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WHO, 2014a: 1-3).
<표 Ⅲ-1> 피임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인권헌장
무차별적 피임정보와 서비스 제공
1.1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차별･강요･폭력 없이(개인의 선택으로) 포괄적인 피임정보
및 서비스가 평등하게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1.2

포괄적인 피임정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과 정책이 모든 인구 집단에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특히 불리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임정보와 서비스 사용 가능성
2.1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제 사용법, 보급품 및 보조품, 사용 범위, 응급피임
약을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내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피임정보와 서비스 접근 가능성
3.1

학교 내외에서 피임제 사용 및 취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3.2

모든 사람이 피임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빈곤층 등 소외
계층의 피임제 사용에 대하여 금전적 장애를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44) WHO(2019.6.26.). Preventing unsafe abortio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preventing-unsafeabortion (검색일: 2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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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자 및 (격지자, 도시 빈민, 청소년 등) 잠재적 사용자의 포괄적인 피임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입할 것을 권장한다. 안전한 임신중절
정보 및 서비스는 WHO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2nd edition)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3.4

이재민,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 성폭력 피해자 등 응급피임약이 시급하게 필요한
자에게 포괄적인 피임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5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로서 피임정보와 서비스는 HIV 검사, 치료 및 관리를 포함
하여 의료보험 내에서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3.6

포괄적인 피임정보 및 서비스는 산전과 산후 과정 전반에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3.7

포괄적인 피임정보 및 서비스는 임신중절과 함께, 그리고 임신중절 이후에 지속적
으로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3.8

피임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지역적(물리적) 장애가 있는 인구를 돕기 위해 지역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3.9

개인/여성이 피임 또는 그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배우자 등 제3자
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장애를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청소년의 교육적,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허가/고지를
3.10 요하지 않는 피임정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
한다.
피임정보와 서비스 수용 가능성
4.1

기술(의사소통과 협상 등) 습득, 공동체와 개인의 특수한 필요, 정확한 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가족계획과 피임 교육 및 상담을 권장한다.

4.2

피임제 부작용 등 후속 서비스의 관리가 피임제 서비스 제공의 필수 요소로서 최우
선시 될 것을 권장한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피임 방법을 적절히 이첩하
여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피임정보와 서비스의 질
5.1

의료 서비스 표준(Medical standards of care) 및 환자의 피드백을 포함하는 품질
보증 절차가 피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준용될 것을 권장한다.

5.2

가역성피임제(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방법은 삽입 및 제거 서비스
와 부작용에 대한 상담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질 것을 권장한다.

5.3

피임 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에 대하여 지속적인 역량 기반 훈련
과 감독이 이뤄질 것을 권장한다. 역량 기반 훈련은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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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6.1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피임정보, 교육, 상담이 제공
될 것을 권장한다.

6.2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근거한 현대적인 피임제(응급, 단기, 장기, 영구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 사용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것을 권장한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7.1

의료 및 기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피임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개인의 사생
활을 보호할 것을 권장한다.

참여
8.1

피임 프로그램, 정책 마련, 시행, 모니터링 전반에 대하여 (특히 개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유의미한 참여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장한다.

책임
9.1

개인과 구조적 수준의 모니터링, 평가, 대책, 시정을 포함하는 피임정보 및 서비스
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 장치가 존재하고 접근 가능할 것을 권장한다.

9.2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와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
성과기반재정(Performance-based Financing) 상황에서 비폭력, 인권 보호를 보장
하는 견제와 균형 체계가 존재할 것을 권장한다. 성과기반재정이 나타나면, 피임이
용률 증가 측면에서 고객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출처: WHO, 2014a: 2-3.

헌장은 피임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성 증진
을 위한 응급피임약의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내 포섭, 과학적이며 포괄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서비스
접근 시 배우자, 친권자 동의와 같은 장애입법규정 제거, 피임 서비스 질제고,
자기결정권으로서의 피임권 보장 강화,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WHO, 2014a: 2-3). 이는 임신중단과
성병 예방 등을 통한 여성의 보건생식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단순히 피임 도구
의 제공이나 접근성 강화 외에도 교육, 장애입법 제거와 같이 전체 맥락에서
피임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인의 피임권 보장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교육의 경우,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이행이 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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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성교육 실시는 청소년이 건강
하게 성장하고 책임감 있는 성 및 재생산 활동 동기부여에 기여하며, 성관계
입문 시기를 지연시키고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및 성 위기 행동의 수위를 내
리는 등 건강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 있다(WHO, 2014a:
14-16).

나) 피임제 사용 자격 기준
WHO는 2015년 피임제의 사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학적 피임적격기준
휠(Medical eligibility criteria wheel for contraceptive use, 이하 휠)’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다. 휠은 여성의 상태 – 예를
들어 자궁경부 내 종양이 있는지, 산후 모유수유 중인지, HIV 보균 여부, 패혈
증 문제 등 –에 따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제의 종류를 복합호르몬제,
프로게스토겐 단독 경구피임약, 프로게스토겐 단독주사, 임플란트, 레보놀게스
트렐 자궁내장치, 구리자궁내장치 등으로 분류하고(WHO, 2015b: 5), 1~4 등급
의 범주(category)로 분류하여 피임제 사용에 대한 전문의료인의 진단 내지
처방 필요 권고 정도를 구분하였다(WHO, 2015b: 1).45)
<표 Ⅲ-2>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휠 범주
범주
(category)

전문의료인의 판단 요망

1

모든 상황에서 사용 가능

2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

3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일반
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4

사용하지 말 것

전문의료인의
판단 권장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출처: WHO, 2015b: 1.

45) 더 자세한 정보는 WHO(2015a). Medical Eligibility C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 5th edition.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family_planning/
MEC-5/en/ (검색일: 2019.11.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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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휠에 숫자로 표시된 범주와 휠 가장자리
에 표시된 질병 등 사용하려는 여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범주
1’과 ‘범주 4’에 속하는 경우, 대상 여성의 구체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 권장기준
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반면 ‘범주 2’와 ‘범주 3’에 속하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후속조치까지 요구된다. 만약 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 ‘범주 3’과 ‘범주 4’에 해당하는 환자는 피임제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WHO, 2015b: 1). [그림 Ⅲ-1]은 휠의 전･후면이며, 자세한 내용
과 설명은 각각의 표로 재구성하였다.

출처: WHO, 2015b: 3-4.

[그림 Ⅲ-1]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휠 전･후면
[그림 Ⅲ-1]의 기준에 따라 실제 피임제를 사용하기 전 환자가 특정 피임제
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그림 Ⅲ
-1]의 휠 내용과 설명을 번역･재구성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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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1
출산 후 모유수유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4주 이상
~4주 미만 ~6주 이하

6주 이상~
6개월 미만

청소년
질 출혈
출산 경험
없음
18세 미만 비예측

4D

4D,F

5F

3G

1

1

2

2

2

2

1

1

1

2

3

3

3

1

1

2

3

2

2

2

1

1

1

3

2E

3

1

1

2

2

4A

1

3

1

1

2

2

4A

출처: WHO, 2015b: 3.

<표 Ⅲ-4>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2
자궁경부암

유방암

치료 전

현재

종양

간염
급성/재발

2

2

4

4J

3/4K,A

1

1

1

4

3

1

1

2

2

4

3

1

1

2

2

4

3

1

2

A

4

3

1

A

1

1

1

자궁근종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1

H

1

H

1

1

출처: WHO, 2015b: 3.

4
4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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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3
정맥혈전색전증

심혈관

병력
있음

급성

고정
수술

뇌졸중

4

4

4

4

2

L

3

2

2

2

3L

2

3

2

L

3

2

2

3L

1

1

고혈압

국소빈혈성
기타
140-159/90-99 160 이상/
심장질병 위험요소 또는 적정수준
100 이상
4

M

3/4

3

4

2

2

1

2

3

M

3

2

3

2

M

2

2

1

2

2

2

2M

2

1

2

1

1

1

1

1

1

M

출처: WHO, 2015b: 3.

<표 Ⅲ-6>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4
비만

당뇨

흡연

비만도
30㎏/㎡
이상

현재

35세
미만

35세
이상

편두통

2

2Q

2

3R

1

4S

3U

3X

1-2Y

1

2

1

1

1

2M,S

3V

3

1-2Y

1P

2Q

1

1

1

2M

1-2W,V

1-2W

1-2Y

1

2

1

1

1

2M

2V

2

1-2Y

1

2

1

1

1

2M

1

1

2/3AZ

1

1

1

1

1

1

1

1

2/3AZ

출처: WHO, 2015b: 3.

두통

약물

편두통
리팜피신
에이즈
전조증상 항경련제
/항결핵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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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5
HIV

성매개감염(STI)

WHO
임질
3 또는 4단계 클라미디아균

골반염증질환
(PID)

패혈증

STI 및
기타 질염

STI위험

현재

산후 또는
임신중단이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A

4A

2

2/3B

4A

4

3A

4A

2

2/3B

4A

4

출처: WHO, 2015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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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2015년 WHO 피임사용 의료자격기준 해설표
범주

내용

A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치료 중 계속해서 사용 가능

B

임질 또는 클라미디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면 범주3

C

과거 골반염증질환이 있었다면, 자궁내피임기구 포함 범주1

D

3주 이내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고, 정맥혈전색전증 위험 요인이 없다면, 범주3

E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다면 범주1

F

3주 이상~6주 미만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고, 정맥혈전색전증 위험 요인이 없다면
범주2,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이 있다면 범주3

G

6주 이상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다면 범주1

H

자궁입구가 뒤틀려 삽입에 장애가 있다면 범주4

I

간세포 선종(양성) 또는 암/간종(악성)을 나타냄.

J

선종 CIC(주사제로 투약 가능한 피임제)라면 범주3, 암/간염 CIC(주사제로 투약
가능한 피임제)라면 범주 3/4

K

CIC(주사제로 투약 가능한 피임제)이면 범주3

L

항응고요법을 받았다면 범주2

M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비(非)호르몬제 시도 권장

N

위험인자: 고령, 흡연, 당뇨, 고혈압,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진단

O

혈압을 측정할 수 없고 고혈압 병력이 없다면, 모두 사용 가능함. 수축기 또는 확장
기 혈압이 상승할 수 있음.

P

18세 미만이고 비만의 경우, DMPA/NET-EN은 범주 2

Q

인슐린의존 및 비인슐린의존. 합병증이 있거나 20년 이상 만성일 경우, COC(복합
경구피임약)/P(피임용 패치)/CVR(피임용 질 링), CIC(주사제로 투약 가능한 피임
제)는 범주 3/4
DMPA, NET-EN은 범주 3

R

하루에 흡연 15회 미만인 경우, CIC는 범주2
하루에 흡연 15회 이상인 경우, COC/P/CVR는 범주4

S

만약 전조(깜박거리는 불빛 등 국소신경증상)가 없는 35세 미만이고, COC(복합 경구
피임약)/P(피임용 패치)/CVR(피임용 질 링)이면 범주2, 프로게스토겐 단독제이면
범주1
만약 전조가 없는 35세 이상이고, COC(복합경구피임약)/P(피임용 패치)/CVR(피임
용 질 링)이면 범주3, 프로게스토겐 단독이면 범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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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T

바비튜레이트, 캄바마제핀, 옥카바제핀, 페니토인, 프리미돈, 토피라메이트와 라모
트리진

U

바비튜레이트, 캄바마제핀, 옥카바제핀, 페니토인, 프리미돈, 토피라메이트 CIC(주사
제로 투약가능한 피임제)는 범주2

V

라모트리진이면 범주1

W

DMPA이면 범주1, NET-EN이면 범주2

X

CIC(주사제로 투약가능한 피임제)는 범주2

Y

NVP(Nevirapine), ATV/r(Ritonavir-boosted atazanavir), LPV/r(Ritonavir-boosted
lopinavir), DRV/r(Ritonavir-boosted darunavir), RTV(Rilpivirine)를 사용한 항레트로바이
러스 요법: COC(경구피임약 저용량 투약)/P(피임패치)/CVR(피임용 질 링), CIC
(주사제로 투약가능한 피임제), POP(프로게스토겐 단독), NET-EN, 임플란트이면
범주2
DMPA는 범주1
나머지 모든 NRTIs(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ETR
(Etravirine), RPV(Rilpivirine), RAL(Raltegravir) 각각은 범주1

Z

WHO의 3, 4단계(심각한 HIV) 자궁내피임기구라면 범주3

출처: WHO, 2015b: 4.

다) OECD 국가 현황
OECD 국가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와 달리 경구용피임약 중 사전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적
으로 복용해야 하는 사전피임약의 경우 여성 신체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 하의 복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사전피임이 실패한 경우 실제
원치 않는 또는 계획 없는 임신에 의한 임신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품화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46)

46) The Oral Contraceptives Over-the-Counter Working Group, Statement
of Purpose.
http://ocsotc.org/statement-of-purpose/ (검색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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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OECD 국가별 사전피임약 구입방식

분류

국가

법적으로는
처방전
처방전
처방전이
없이 구입 없이 구입
필요하나, 일반
합법
합법
약국 등
(건강검진 (건강검진
구입가능
불필요)1)
필요)

처방전 없이 구입불가

칠레,
포르투갈,
멕시코,
슬로베니아,
터키

그리스,
대한민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총 5개국

총 2개국

-

총 27개국

자료
없음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총 2개국

주: 1) 혈압, 과거 의료기록에 대한 문답 등
출처: The Oral Contraceptives Over-the-Counter Working Group, OCs OTC Map.
http://ocsotc.org/world-map/# (검색일: 2019.11.20.)에서 OECD 회원국별
로 검색하여 표로 재구성

응급피임약(NorLevo 1.5mg, PiDaNa, Postinor, Unofem, ellaOne)의
경우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이용
연령 제한도 없다. 다만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처방
하지 않는다.47) 네덜란드에서는 피임 지원과 관련하여 ‘네덜란드가정의협회
47)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mergency Contraception. Non-Prescription
Access to EC
https://www.cecinfo.org/ec-issues/non-prescription-access-to-ec/ (검색일:
2019.11.20.);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mergency Contraception. Youth and EC.
https://www.cecinfo.org/ec-issues/youth/ (검색일: 2019.11.20.);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mergency Contraception. Sexual Violence
and EC Access.
https://www.cecinfo.org/ec-issues/sexual-violence-and-emergencycontraception-access/ (검색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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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tch association of family doctors, NHG)’를 중심으로 제1차 의료
기관의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통해 피임서비스 접근성과 실
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지원, 익명 피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친권자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피임서비스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피임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진주, 2010: 140-141; 김채윤, 2017: 133-134에서 재인용).

출처: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mergency Contraception.
http://www.cecinfo.org (검색일: 2019.11.20.); Foster, Angel M. & L.L.
Wynn(Editor)(2012). Emergency Contraception: The Story of a Global
Reproductive Health Technology. Palgrave Macmillan.에서 재인용.

[그림 Ⅲ-2] 국가별 응급피임약 구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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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OECD 국가별 응급피임약 구입방식
분류

국가

처방전 없이
카운터에서 이용 가능

처방전 없이
약사에게서 구입

자료 없음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헝가리, 일본,
슬로베니아,
터키

총 11개국

총 27개국

총 4개국

주: 1) 중복표기
2) 대한민국은 처방전 없이 구입불가
출처: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mergency Contraception. EC Status and
Availability.
https://www.cecinfo.org/country-by-country-information/status-availab
ility-database/countries-with-non-prescription-access-to-ec/
(검색일:
2019.11.20.)에서 OECD 회원국 정보를 표로 재구성

5) 문제점
경구용피임제 중 응급피임약의 경우, 성관계 이후 72시간 내 복용 시 약
80% 이상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48) 가능한 빠른 복용이 권장된다.
WHO에서도 최대 5일(120시간) 내 복용을 권고49)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처방과 복용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응급피임약의 효과성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통해 제공 받아야 하는데, 응급피임약을 제공 받기까지

48)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
1690 (검색일: 2019.11.20.)
49) WHO.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mergency-contrac
eption (검색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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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지연에 의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
의 영업시간 외 및 공휴일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 처방받고자 하는 경우도 문제
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인하여 장시간 대기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특히 높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센터 급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 평균 52.8%, 2015년 평균 52.6%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3.3.: 2).
<표 Ⅲ-11>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권역응급의료센터

구분

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2017년

2018년

병상포화지수

66.7%

68.0%

42.7%

44.1%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7.0시간

6.8시간

6.1시간

6.3시간

7.8%

7.3%

5.5%

5.5%

1)

체류환자지수

주: 1)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7.31.: 3.

보건복지부의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실 혼잡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를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 66.7%에서 2018년
68.0%로 증가하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 42.7%에서 2018년 44.1%
로 높아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7.31.: 3). 이러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는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지연시킬 우려
가 있다.50)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의 문제다. 현재 피임 관련 진료는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일반 진료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가중이 부담되는 문제점이

50) 응급실 과밀화 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일 × 24
시간),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여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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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응급피임약의 경우, 의사 진료 후 처방전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비 및 약제비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실제 응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경감시키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가중은 사회계
층간 접근성을 불평등하게 만듦으로써 건강권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
진다(김동식 외, 2015: 94). 실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성인이나, 성인보다 경제
적 여건이 낮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 전 적절한 피임준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까지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전 피임 준비를 못 하거
나 신속한 응급피임약 복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51) 2015년 국정감사
자료(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전체
처방 건을 살펴보았을 때 10명 중 1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이는 총 1만
5,738건으로 전체 처방 건수의 9%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52) 응급피임약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그 접근 상 장애가 되는 절차
적 지연이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속된다면 적극적인 피임권 보장과 이를 통한
임신중단 예방 효과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2012년 6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1968년 이래 일반의약품으
로 분류･보급되어 온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2001년 도입 이래 전문의
약품으로 분류･보급되어 온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이하, 재분류안)”을 발표하고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 전환을 시도하였다(김소라, 2013: 82-83). 2012년 논의 당시 응급피임
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타 피임법보다 피임 효과가 떨어
져 이에 의존할 경우 임신중단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임신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복용할 경우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취했다. 약계의
51) 문화일보(2017.11.2.). “콘돔 대신 비닐봉지… 위험한 ‘청소년들의 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02010711213130
01 (검색일: 2019.11.21.);
오마이뉴스(2019.6.17.). “‘청소년에게 왜 콘돔 안 팔죠?’ ... 편의점 대자보 공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
00254645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
arch&utm_campaign=naver_news (검색일: 2019.11.21.)
52) 뉴스1(2015.9.24.). “사후피임약 처방, 10명 중 1명이 미성년자”.
http://news1.kr/articles/?2438404 (검색일: 2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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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신속한 복용을 보장해야 하며, 일반의약품 전환에
따른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보아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김소라, 2013:
84).
<표 Ⅲ-12> 응급피임약 의약품 분류 전환에 대한 의견
의사협회

약사회

사전
피임약

- 제대로 피임교육을 받고 의사처방에
따라 복용 필요
- 의사처방 시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 복용률 증진 가능

- 안전성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처방 불요
-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은 사회적 낭비

응급
피임약

- 고농도 호르몬 성분으로 상시적 피임
용 사용 시 여성건강 해칠 우려 존재
- 응급피임약이 임신중단 감소에 효과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봄.

- 응급에 쓸 수 있도록 접근성･여성
선택권 보장 필요
- 선진국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하고 있음.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5: 10-11.

이 외 종교계는 응급피임약을 실질적 임신중단약물로 보았으며, 퇴폐적 성
문화 조장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를(김소라, 2013: 84), 여성계는 임신과 출산
에 대한 의료 접근권 및 의학적 조치 선택권을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 2015: 11-12)는 점에서 일반의약품 전환을 지지하였다.53)
그러나 당시 전환 결정을 3년간 모니터링 후로 유보하고(김소라, 2013: 84),
이후 피임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피임제 사용실태 및 부작용 조사
연구’를 토대로 재차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였다.54)

53)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 낙태, 사후피임약을 중심으로”. 월간
복지동향 제177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68549 (검색일: 2019.11.21.)
54) 약업닷컴(2019.4.26.). “낙태죄 폐지에도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불가’ 확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298
57 (검색일: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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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한 임신중단권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임신중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사회적으
로 큰 관심을 받는 정책 중 하나는 안전한 임신중단과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소위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초기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하 유산유도제)의
도입 가능성이다.

1)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유산유도제)
임신초기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WHO
에서도 임신 10~14주까지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
프로스톨(misoprostol)을 함께 사용할 경우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신 9주까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55) 현재 북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관련 약물이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허용범위와 방식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임신중단으로 외과적 수술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신초기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에 의한 임신
중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은 모두 불법이지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수술만 받은 여성은 90.2%(682명), 약물 사용
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이소영 외,
2018a: 219)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과적 수술에 의한 임신중단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신
초기 유산유도제에 의한 약물적 임신중단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신
초기 유산유도제의 구입･복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방과
복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 여성계에서는 임신초기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허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임신초기 약물에
55) WHO(2012).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2nd edition. p.38.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unsafe_abortion
/9789241548434/en/ (검색일: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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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임신중단은 외과적 수술보다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
중단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자궁외임신의 경우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명적이
라는 의학적 위험성을 근거로 하거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약물의 작용기재 등에 대한 설명은 해당 약물을 승인･사용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공식자료를 중심
으로 정리하였다.56)

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브랜드: 미프진, 미프렉스)
대표적인 임신초기 유산유도제로는 미페프리스톤이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약물로 대표적
으로 미프진과 2000년부터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미프렉스
(Mifeprex)가 유통되고 있다.57) 미프렉스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복통, 매스
꺼움, 구토 또는 설사, 패혈증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미프렉스는 인터넷 또는 소매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하며, 전문
가의 감독하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만 제공 받을 수 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은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58)

56) 이하 미국식품의약국(FDA, https://www.fda.gov (검색일: 2019.9.10.)) 자료
번역･재구성
57) 2016년 보충허가신청(supplemental application)을 통과하였음. FDA.
https://www.fda.gov/drugs/postmarket-drug-safety-information-patients
-and-providers/mifeprex-mifepristone-information (검색일: 2019.9.10.)
58) FDA. https://www.fda.gov/drugs/postmarket-drug-safety-information-patientsand-providers/mifeprex-mifepristone-information (검색일: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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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미프렉스 복용방법
구분

과정

1단계

미프렉스 200mg 1차 경구복용

2단계

24~48시간 이내 미소프로스톨 800mcg 경구복용

3단계

7~14일 내 전문의료인 상담 및 후속조치

결과

미소프로스톨 병행 복용 시 70일(마지막 생리 첫날 이후 70일 이내) 내 임신 중단

출처: FDA. https://www.fda.gov/drugs/postmarket-drug-safety-information-patientsand-providers/mifeprex-mifepristone-information (검색일: 2019.9.10.)

미프렉스는 전문가(healthcare provider)의 감독하에 처방되어야 하며, 전문
가는 처방 시 처방자 동의서(prescriber agreement)를 작성해야 하고, 환자
에게 처방약 전달 시 환자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미
프렉스 복용 가이드(Mifeprex Medication Guide)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만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Danco Laboratories(미프렉스 제조회사)에 바로 보고
해야 한다. FDA에 미프렉스 승인을 요청한 해당 기업은 해당 약물이 처방자
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해야하며, 기타 소매업 및 약국
등에 유포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59)
동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만약 마지막 생리 기간 첫날 이후 70일이 경과
한 경우, 자궁 외 임신, 부신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장기간 코르티코 스테로이
드 요법으로 치료 중인 경우, 미페프리스톤이나 미소프로스톨과 유사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를 복용한 경우, 프로피린증이 있는 경우,
자궁내장치(IUD)를 현재 사용 중인 경우는 미프렉스를 사용할 수 없다.60)
British National Formulary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 미프진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궁 내 임신의 경우 임신 49일 이전의 임부는 전문
59) FDA(2019.4.11). 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 (REMS) - Single
Shared System for Mifepristone 200mg.
https://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rems/Mifepristone_
2019_04_11_REMS_Full.pdf (검색일: 2019.9.10.)
60) FDA(2016.3). Medication Guide - Mifeprex. p.17.
https://www.fda.gov/media/72923/download (검색일: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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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감독하에 미페프리스톤 600㎎ 1알을 경구복용하여 임신중단을 유도
하고, 임신중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게메프로스트(질로 복용) 1㎎ 또는 미
소프로스톨 400㎎을 경구로 복용하도록 안내한다. 이 외에 자궁 내 태아 사망
의 경우 전문의료인의 감독하에 미페프리스톤 600㎎ 1알을 매일 2일 경구복용
하기도 한다(BNF, 2015: 69).

나)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브랜드: Cytotec)
미소프로스톨은 자궁경부의 수축을 유도하는 약물로 출산 후 혈액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FDA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사용법이지
만, WHO에서는 산후 과다출혈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미소프로스톨을 소개하
고 있다.61) WHO의 가이드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1~2일 내 미
소프로스톨 복용을 권고하며, 미소프로스톨의 단독 복용은 미페프리스톤이 없는
경우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합 복용의 경우,
13주 내에는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고, 14~28주 사이에는 미페프리스
톤을 단독으로 200mg 복용 후 4~6시간 마다 미소프로스톨 400mg을 복용하
거나, 12주가 경과한 때에는 미페프리스톤을 단독으로 200mg 복용 후 미소프
로스톨 800mg 또는 400mg를 3시간 마다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62) 대표적
인 미소프로스톨의 브랜드인 싸이토텍(Cytotec)은 임부가 미소프로스톨을 복용
시 자궁 수축, 자궁 출혈(찢김) 등이 유발되어 태아에게 유해하거나 조산 또는
유산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적어도 1달 동안 피임할 것을 경고한다.63)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가임기 여성(산부
제외)에게는 적용을 제한한다. 부작용으로 설사, 복통, 소화불량, 헛배부름,
61) FDA. https://www.fda.gov/drugs/postmarket-drug-safety-informationpatients-and-providers/misoprostol-marketed-cytotec-information
(검색일: 2019.9.10.); WHO(2009). “WHO Statement regarding the use of
misoprostol for postpartum haemorrhage prevention and treatment”.
Department of Reproductive Health and Research.
62) WHO(2018). Medical management of abortion. p.xi.; pp.16-30.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278968/9789241550
406-eng.pdf?ua=1 (검색일: 2019.9.10.)
63) FDA. https://www.fda.gov/drugs/postmarket-drug-safety-informationpatients-and-providers/misoprostol-marketed-cytotec-information
(검색일: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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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질, 구토, 비정상적인 질 출혈, 발진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해외 동향
유럽 및 북미 주요 국가들의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 즉 유산유도제 관련 허용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4> 국가별 유산유도제 허용 여부
국가명

호주

미페프리스톤((Linepharma(RU 486)), 미소프로스톨(GyMiso®)
국가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state)/지역(territory/
local) 수준에서 허용함.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1)
Approval of Mifepristone/Misoprostol Combination, 2012
-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ARTG) 상 미페프리
스톤 Linepharma 200㎎, GyMisoⓇ은 medical termination 기간
중 임신 29일 이내에 복용할 수 있음(2면).

뉴질랜드

미프진, 미소프로스톨, 복합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모두 임신
12주 내지 14주 이내 200㎎ 복용 승인
미소프로스톨은 산부인과(gynecological)나 조산과(obstetric) 외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산부인과나 조산과에 등록되지 아니한 약물로
분류됨).
Guidelines for the use of Mifepristone for Medical Abortion
in New Zealand
New Zealand Pharmaceutical Schedule including Hospital
Medicines List
Standards of Care for Women Requesting Induced Abortion
in New Zealand, 2009

오스
트리아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페-미소프로스톨) 승인
미페프리스톤, 미페-미소프로스톨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구매/판매
가능, 미소프로스톨은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국 기타 약종
상(drug store)에서 판매/구매가 가능함.
치료 목적에 한하여(medical indications only) 모든 여성의 인공유산
유도(induced abortion)는 보험적용 가능함.
의사(전공의 무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Medical Product Index by the Austrian Federal Office for
Safety in Health Care- Mifegyne
Termination of Pregnancy Public Health Portal

오세
아니아

유럽

유산유도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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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유산유도제 관련 규정

덴마크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모두 승인
미소프로스톨(산부인과 전문의 지시로 가능)
지역 보건소(secondary health-care facility), 인공임신중절 전문기관,
민간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구할 수 있음. 보험 적용 됨.
임신중절 이후 상담, 치료 등 서비스(Post-abortion contraception)
제공됨.
Official Medical Agency - Authorized Drugs - Misoprostol and
Mifepristone
Health Act
Official Guidance on Abortion Provision

핀란드

복합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소델(Misodel)
임신중단은 the State Medical Board (abortion hospitals)에서만
가능
미소프로스톨(산부인과 전문의 지시로 가능)
Mifegyne Finnish Medicines Agency
Mifepristone Linepharma, Finnish Medicines Agency
Misodel, Finnish Medicines Agency

노르웨이

미프진, 미페-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소델(Misodel)
모두 승인
미소프로스톨(산부인과의사 지시로 가능)
미페-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은 약국에서 구매, 제공 불가능
미소프로스톨은 약국, 약종상(drug store)에서 구매, 제공 불가능
Registration Mifegyne, Registration Sunmedabon

스웨덴

미페프리스톤, 미페-미소프로스톨, 미소프로스톨 모두 승인
Mifepristone/Misoprostol Combination - Approval by the
Lakemedelsverket (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2015
Misoprostol (various products) Approval by the Lakemedelsverket
(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2015
9주까지 집에서 복용 가능(병원, 허가받은 임신중단 클리닉에서 처방
가능)

프랑스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산부인과 전문의 지시로 가능) 모두 허용,
단, 의사, 가족계획센터나 교육센터 또는 보건센터(health center)만
동의할 수 있음.
미소프로스톨은 약국이나 기타 약종상(drug store)에서 판매, 제공할
수 없음.
복합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63일 9주(의학적 사유로 인한 주
수 제한은 규정하지 아니함) 이내에 가능함.
Amendment to List of Generic Groups in Public Health
Cod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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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유산유도제 관련 규정
Patient Notice Gymiso National Agency for the Security of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Public Review Report Mifegyne National Agency for the
Security of Medicines and Health
Medical Abortion Good Practice Recommendations

독일

미소프로스톨, 미페-미소프로스톨 승인
미소프로스톨은 9주 이내, 복합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63일
이내 가능
미소프로스톨, 미페-미소프로스톨은 약국에서 판매, 제공할 수 없음.
List of Substances and Preparations, Federal Institute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oducts, 2016
Germany Medical Abortion 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
2018
Information on Medical Abortion
Ordinance on the Prescription of Drugs
Germany Medical Abortion 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
2018

네덜란드

미소프리스톨(산부인과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 미페프리스
톤(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 미페-미소프로스톨(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 모두 승인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9주 이내
지역 보건소(secondary health-care facility), 인공임신중절 전문기관
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모든 여성에게 보험 적용됨.
임신중절 이후 상담, 치료 등 서비스(Post-abortion contraception)
제공됨.
미소프로스톨 산부인과 처방전 있어야 함.
Public Report Summary Mifegyne, 2015
Public Assessment Report of the Medicines Evaluation
Board in the Netherlands: Misoprostol Exelgyn
Guideline on Women undergoing termination of pregnancy
Report on the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Guideline on Women undergoing termination of pregnancy
Law on Long-term Care 2014

영국

미페프리스톤, 미페-미소프로스톨 승인
미페프리스톤은 입원환자 또는 전문가가 직접 투여할 때만 가능(약국
구매 불가)
임신중단은 NHS 병원 또는 내무부(Secretary of State) 승인을 받
은 장소에서만 시행가능하고, 임신 9주 6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만 의료기관에서 미페프리스톨을 복용 후 임신 2주기(second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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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유산유도제 관련 규정
이내에 미소프로스톨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음.
British National Formulary, 2014

아일랜드

캐나다
북미
미국

미소프로스톨만 승인(산부인과의사 지시로 가능)
약국 또는 약종상(drug store)에서 판매 또는 제공 불가능
병원의 전문 의료진에 의하여 투여되어야 함.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of Misoprostol
미페프리스톤, 미페-미소프로스톨 (의사처방 필요) 승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
Regulatory Decision Mifegymiso Summary, Ministry of Health
Canada, 2015
주별 차이 있음(<표 Ⅲ-16> 참조).
주별 차이 있음(<표 Ⅲ-15> 참조).

출처: WHO. Global Abortion Policies Database.
https://abortion-policies.srhr.org (검색일: 2019.9.6.)에서 국가별 관련 자료
정리; 최예훈(2019). “임신중지 관련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54-57. 토론회 자료집 재구성
주: 1)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Western Australia는 주수 제한이 없
으나, New South Wales와 Queensland는 임신 22주 이내, Tasmania는 임신
16주 이내, Victoria는 임신 24주 이내여야 함. 이외에도 임신중단 사유 등이 상
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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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미국 주별 미프렉스 제공처 및 임신중단 요건
주(州)명
1

2

3

알래스카
(AK)

알라바마
(AL)

아칸소
(AR)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

-

○

임신중절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
은 임신중절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48시간을 대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절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
은 임신중절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48시간을 대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아리조나
(AZ)

○

임신중절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
은 임신중절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캘리포니아
(CA)

○

임신중절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콜로라도
(CO)

○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
술을 받기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에게만 고지할 수 있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코네디컷
(CT)

○

-

8

컬럼비아
(DC)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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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9

델러웨이
(DE)

10

플로리다
(FL)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을 받기 최소한 24시간 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조부모 또는 의료전문가
(health care professional)에게 고지할 수 있다.

○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받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11

조지아
(GA)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
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최소한 24시간 전에 부모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12

하와이
(HI)

×

-

○

만 18세 미만이고 결혼한 적 없는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을 받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부모 중 한 명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조
부모에게 고지할 수 있다.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
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
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
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
를 받아야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
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13

아이오와
(IA)

14

아이다호
(ID)

15

일리노이
(IL)

○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부모, 조부모 또는 동거하는 계
부모에게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
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16

인디애나
(IN)

○

임신중단 시술은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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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18시간을 대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18

캔자스
(KS)

켄터키
(KY)

19

루이지애나
(LA)

20

메사추세츠
(MA)

21

메릴랜드
(MD)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
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
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
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
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
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
성은 임신중절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
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
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
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
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
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만 18세 미만의 미혼인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만 18세 미만의 미혼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임신
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 고지하지 못
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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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의사는 고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2

23

메인
(ME)

미시건
(MI)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
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부모 중 한 명 또
는 성인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거나, 전문가나 자격
있는 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판사로부터 “법원승
인(judicial bypass)”을 취득한 경우에 임신중단 시술에
동의할 수 있다.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
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24

미네소타
(MN)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
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
기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
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 모 두 명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25

미주리
(MO)

×

-

26

미시시피
(MS)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27

몬타나
(MT)

○

-

28

네브라스카
(NE)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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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
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여
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
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0

뉴햄프셔
(NH)

○

친권독립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
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

뉴저지
(NJ)

○

-

32

뉴멕시코
(NM)

○

-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72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조부모가 동의할 수 있다. 동의
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29

네바다
(NV)

33

노스캐롤라이나
(NC)

34

노스타코다
(ND)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72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조부모가 동의할 수 있다. 동의
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35

뉴욕
(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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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36

오하이오
(OH)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72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조
부모, 계부모, 또는 만 21세 이상의 성인 가족 구성원에
게 고지할 수 있다.

37

오클라호마
(OK)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72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
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리고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38

오레곤
(OR)

○

-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39

펜실베니아
(PA)

40

로드아일랜드
(RI)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41

사우스캐롤라이나
(SC)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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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
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42

43

44

45

사우스다코다
(SD)

테네시
(TN)

텍사스
(TX)

유타
(UT)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72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48시간 전에 부모 중 한 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
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48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에게 고지하고
부모 중 한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하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72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최소한 24
시간 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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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명

제공처

요건(special condition)

46

버지니아
(VA)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에게 고지하고
부모 중 한명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
야 한다.

47

버몬트
(VT)

○

-

48

워싱턴
(WA)

○

-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
아야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
(judicial bypass)”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부모나 만 25
세 이상인 가족구성원은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있다. 예
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은 의사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49

위스콘신
(WI)

50

웨스트버지니아
(WV)

○

임신중단 시술 제공자는 주정부 또는 주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임신중단 시술을 받기 전까지 24시간을 대기하
여야 한다. 친권독립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은 임신중딘 시술을 받기 24
시간 전에 부모 중 한 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
지 못한 환자는 별도로 “법원승인(judicial bypass)”절
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환자는
두 번째 의사에게 고지할 수 있다.

51

와이오밍
(WY)

×

-

출처: WHO. Global Abortion Policies Database.
https://abortion-policies.srhr.org (검색일: 2019.9.6.)에서 관련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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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캐나다 주별 미프렉스 제공처 및 임신중단 요건
주(州)명

제공처

special conditions

1

알버타
(AB)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Provincial health plan)은 임신중
단 수술(surgical abortions) 비용을 보장한다. 피임약
(Medical abortions)은 Kensington Clinic에서만 보장
된다. 임신중절수술은 20주 이내여야 한다.

2

브리티시
콜롬비아
(BC)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임신중단 수술과 피임약 비용을
보장한다(의약품 제조비용이 적용된다).

3

매니토바
(MB)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16주 이내 의료기관(clinics) 및
병원에서의 임신중단(abortions) 비용을 보장한다.

4

뉴부런즈윅
(NB)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16주 이내 병원에서의 임신중단
(abortions) 비용을 보장한다.

5

뉴펀들랜드
(NL)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의료기관에서의 임신중단을 보장
한다.

6

노바 스코티아
(NS)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초음파 결과 15주 이내 또는 그 이상
병원에서의 임신중단 비용을 보장한다.

7

노스웨스트준주
(NT)

○

주 영토 내에서의 건강보험(Territorial health in the
Northwest Territories plan)은 병원에서의 임신중단
비용을 보험요금 없이 보장한다. 임신중단 수술과 피임
약을 모두 보장한다. 임신중단 수술은 16주 동안 지속적
으로 보장되고, 제공자에 따라 20주까지 가능하다. 의료
보험(Medical Plan)은 16주 이후(여행경비 포함) 영토
밖 다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8

오이위투그
(배핀 지역, NU)

○

-

9

온타리오
(ON)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의료기관과 병원에서의 24주 이내
임신중단을 보장한다. 의료기관에서 제한(gestational
limit)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임신중단 수술과 피임약을 보장한다.

10

퀘벡

○

퀘벡주 병원, 지역보건복지센터(CLSCs), 또는 의료기관
에서의 임신중단은 전액 보장한다.

11

서스캐처원
(SK)

○

주정부 의료보험계획은 14주 이내 병원에서의 임신중단
을 보장한다. 서스캐처원에는 독립한(freestanding) 의료
기관이 없다.

출처: WHO. Global Abortion Policies Database.
https://abortion-policies.srhr.org (검색일: 2019.9.6.)에서 관련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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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상기 자료에서와 같이 임신초기 유산유도제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더라도 주별로 각기 요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캐나다보다 절차적 요건에 대해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임신초기 유산유도제 사용의 경우 부모 일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부모
외 25세 이상의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48시간 이전
통보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등, 의무대기시간 부과 등 해당 약물의 사용과 확인
절차, 동의 과정 등에서 주별로 상이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용 여부는 각 국가별 보건체계, 정책 기조,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다. 최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임신초기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해당 약물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 약물을 환자가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기존 정책에서는 약물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첫
번째 약물을 복용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의 간격을 둔 뒤 두 번째 약물 복용
을 위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처럼 약물 복용
을 위해 의료기관을 두 차례나 반복하는 것은 임부에게 시간적, 지리적 접근
성에 어려움을 동반하거나 혹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신중단 과정이 진행
되는 등의 위험이 있었다. 영국의 동 정책은 의료기관에서 임부가 약물을 처방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 복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익숙한 공간인
집 또는 의료기관에서 복용 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64) 영국 정부는 기존대로 의료기관에서 복용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하여도
종전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집에서 복용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하
여 환자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임신중단 과정을 도
울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여성의 보다 폭넓은 안전한 임신중단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65) 이 외 스웨덴, 호주, 프랑스에서도 7~9주 이내의 경우 집에서
64)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시 약물 복용 장소에 따른 효과성 차이는 없었으며, 가정
내에서 약물을 복용한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음. Thoai d Ngo,
Min Hae Park, Haleem Shakur, Caroline Free(2011). “Comparative
effectiveness, safety and acceptability of medical abortion at home
and in a clinic: a systematic review”.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 89, No. 5. p.365.
65)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2018.08.25.). “Government confirms
plans to approve the home-use of early abortion p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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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할 수 있도록 해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최예훈, 2019: 64).

3)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임신중단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며, 기존 낙태죄 규정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임신중단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신초기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단은 그 효과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확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 의하여 임신중단을 금지했던 역사를 통해, 우리
는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단으로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을 사회적으로 경험하여 왔다. 유산유도제의 금지 역시 여성들을 불법적인
약물구입으로 유인함으로써 임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실태조사에서도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경험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으며, 일상
생활 속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도 유산유도제 판매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 약물 판매 적발 건수는 2018년 총
856건으로 2017년 총 180건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6)
이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거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실제 거래 의약품이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등 정품의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효과가 없는 약물이면서 신체에 치명적
인 부작용을 야기하는 타약물인 경우의 문제, 자궁외임신의 경우 유산유도제
복용이 금지됨에도 진료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약물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위험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자궁외임신 중에 이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에 실려 간 사례,67) 온라인으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하려는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confirms-plans-toapprove-the-home-use-of-early-abortion-pills (검색일: 2019.9.9.)
66) SBS(2018.11.28.). “낙태 유도제 온라인 불법유통 3분기 856건 적발... 작년의 5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5364 (검색일:
2019.11.20.)
67) 의학신문(2019.10.28.). “낙태유도제 미프진 불법유통 기승”.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821 (검색일: 20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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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사기,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났다.68)

다. 재생산권 관련 교육
우리 사회는 이미 임신중단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형법｣
상 낙태죄로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신중단 감소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임신중단의 범죄화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환경을 지원하지 못
했으며, 불법 임신중단 시술에 의한 여성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처럼, 임신중단 감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의식, 올바른 성교육과 섹슈얼리티
교육,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 등 다각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피임, 임신중단, 성교
육 등 재생산권과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안전한 임신중단과 피임권 보장을
통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69)
포괄적 성교육이란, 교육과정 기반의 성(Sexuality)의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측면을 교수, 학습하는 과정이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를 향상해 건강, 보건, 자존감을 일깨우고, 존중하는 사회적, 성(sexual)적
68) 아시아경제(2018.12.17.). “먹는 낙태약 구하는 여성 절박함 이용해 먹튀에 성범죄
까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410230693969
(검색일: 2019.11.20.);
한겨례(2019.4.17.). “낙태약 샀더니 비타민 배달되고... 효과없으면 중국 와 수술
받으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304.html (검색일:
2019.11.20.)
69) UNESCO(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https://www.unaids.org/sites/default/files/media_asset/ITGSE_en.pdf
(검색일: 2019.11.20.)를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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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자신의 선택이 자신과 타인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이해하
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UNESCO, 2018: 16). 여기서 포괄적(comprehensive)
이란, 성(sexual), 재생산과 관련하여 사춘기, 월경, 피임, 임신, 출산, STI 등
건강에 관련된 이슈 전반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기나 일시적 개입
이 아닌, 장기적으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정보 제공을 말한다. 이는
섹슈얼리티, 인권, 존중받는 가족생활과 인간관계, 개인적･공유된 가치, 문화
와 사회적 규범, 성평등, 반차별, 성적 행동, 폭력, 성범죄, 동의와 신체완전
성(bodily integrity), 성착취와 아동기 또는 강요에 의한 조혼, 여성할례
(FGM/C) 등 건강, 보건과 관련된 학습자의 분석,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기술
등을 향상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UNESCO, 2018: 16).
섹슈얼리티(Sexuality)란 개인적･사회적으로 개인 간 성적 관계, 즉 생물학
적 측면과 함께 주관적 경험이자 친밀하고 사적인 인간으로서의 필요를 포섭
하는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믿음, 관습, 태도와 정체성으로서
이해하며, 권력과 관계되어 성 간, 성과 권력 간, 정치와 사회적 측면 간 관계
를 설명한다(UNESCO, 2018: 17).
포괄적 성교육은 원치 않는 임신, 성병, HIV 예방과 피임법, 사춘기, 안전하
지 않은 임신중단, 젠더 기반 폭력,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정보와 미디어 등(사
이버 불링, 섹스팅 등), 사회적 약자의 보건생식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관련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은 성교육이 성행위, 성적으로 위험한 행위나 성
병 감염 등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에 관한 지식과 태
도, 다양한 보건생식 지식 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의
성관계 진입 시기를 늦추기 위해 콘돔 사용법, 피임 등 내용을 함께 교육하면
효과가 있으며, 성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 자존감, 위기관리, 심리 행동 변화에
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유엔은 포괄적 성교육이 성적 행동을 교정하
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건강권 증진과 차별 감소, 성폭력 또
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감소 및 성평등 규범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UNESCO, 20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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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CSE 프로그램 교육 개발과 운영 가이드
CSE 프로그램의 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사항

1) 섹슈얼리티, 행동변화, 교육학 등 학문의 전문가를 포함할 것
2) 청소년, 부모,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것
3) 프로그램 대상 학생, 청소년의 행동과 성과 재생산 건강(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SRH) 요구를 측정할 것
4)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원(인력, 시간, 자본)을 측정할 것
5) 명확한 목표, 결과, 핵심 학습목표에 집중하여 내용, 접근법, 활동을 구성
할 것
6) 주제(topic)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성할 것
7) 맥락에 맞고 비판적 사고를 돕는 활동을 만들 것
8) 관계를 교육할 때, 동의(consent)와 생활기술(life skills, 협상, 위기관
리 등)를 포함할 것
9) HIV, AIDS, 성병, 임신중단과 피임, 청소년기 임신의 위험성에 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것
10) 생물학적 경험, 젠더와 문화적 규범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과 SRH
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것
11) 특정 성적 행위(HIV, 성병, 성 관련 범죄, 임신)가 갖는 위험과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12) HIV,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성관계 등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
칠 것
13) 콘돔 등 다양한 피임에 관한 개인의 태도와 또래 집단 내 규범을 설명
할 것
14) 아동과 청소년이 성과 보건(특히 SRH needs)에 과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기재할 것.

CSE
교육과정
디자인

1) 독립교과목화 vs 기존 교과목 내 통합 선택하기
2) 장기간 다각적, 복합적 접근
3) 선행 연구
4) 교수 방법과 활동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받기
5) 교내 또는 비공식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할 것
6)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
7) 비밀보장, 사적 생활과 환경을 보호할 것
8)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
9) 디지털 미디어 등 적절한 매개체를 사용할 것
10) CSE 프로그램을 복제할 때에는 질적 유사성을 유지할 것

CSE
모니터링과
평가

1) 학교, 지역공동체, 교수자,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것
2) 국가 교육과정 평가 시스템과 모순되지 않도록 핵심 지표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3) 프로그램 적용 결과(outcome) 및 영향(impact)을 평가할 것

출처: UNESCO, 2018: 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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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초･중･고 교육단계에서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섹슈얼리티, 관계 맺기 등 필요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보건생식에 초점
을 둔 성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피임방법을 알려주
는 것이 성행위를 부추긴다는 잘못된 통념, 성행위, 섹슈얼리티 등에 대해 이
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 등에 의한 한계로 보인다. 실제 청소년이 성관
계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서의 교육 정책은 마련되
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 역시 올바른 피임방법이나 섹슈얼리티 관련 교육 기회
나 정보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김은애 외, 2016: 54).
현재 피임과 관련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2조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동 조항은 1986년 가족계획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연계 실시를
통하여 인구증가 억제라는 효과적인 국가정책 실현 방향에 영향을 받았다. 이후
2012년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임신중단율 감소를 위하여 여성 건강보호와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사업 내용을 담는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피임
에 대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다. 다만, 동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
복지부령에 의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 용구를 보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피임정보 제공 및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은 상세하게 담겨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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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모자보건법｣ 제12조
1973.02.08

제정

1986.05.10.

2012.05.23.

2015.01.28

제12조 (피임시술 및 피
임약제의 보급) 보건사
회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보건사회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
술을 행하거나 피임약
제를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
방 등의 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
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를 보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9월 6일 동 조항 내에 피임관련 정보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 및 교육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자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70) 동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2조
내 제3항을 신설하여 피임약과 용구 제공과 올바른 사용,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여성건강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에게 피임약제나 용구 사용과 관련된 연구･조사 및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70) 신경민 의원 외 10인(2012.9.6.). 의안번호 19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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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신경민 의원 발의안 내용
의안번호 1630

개정안(제3항 신설)

신경민 외 10인
(2012.09.06.)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임약제와 피임용구 사용에 따른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
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후 현재(2019.07.22.)까지 총 86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대부분 저출생 또는 난임, 산후조리원 관련 개정에 대한 발의로 현재
까지 피임과 관련된 뚜렷한 개정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임신중단 감소 및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권 교육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단, 섹슈얼리티, 관계맺기 등),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재생산권 관련 교육은 임신중단과 성병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 피임 실천율 제고 정책, 안전한 임신중단의 정보 제공을 통한 건
강권 증진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행 ｢모자보건법｣을 전면개정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폭력예방교육처럼 관련 법 내 교육 근거를 명시하거나, 혹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신설하거나, 법적 근거를 명확
히 마련하여 적극적인 재생산권 교육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문제점
가) 청소년 성교육의 문제
현재 학교 내 성교육은 주로 보건교사에 의해 생식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
이 일반적이며,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건전한
성 인식 증진보다는 성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성관계 시기 지연에 초점을 두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
수록 성관계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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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률이 낮아지는 등 현행 성교육 체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71) 특히 학교
성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적･형식적
으로 전달하는 데 그쳐 효과가 없던 것으로 응답하였다(김은애 외, 2016: 72).
또한 적극적인 피임 교육이 수반되지 않아 잘못된 피임 방식을 선택하는 등 건강
권 침해 문제도 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욱이 체계적인 성교육 기회
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잘못된 피임 방법 등을 학습
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연구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의 현실적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을 회피할 수 있도록 올바
른 피임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으며, 실질적인 피임 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김은애 외, 2016: 73).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은 보건
생식 내용이나 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임신 문제 등이 부상하며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
는 성교육의 효과성 증진과 체계화를 위하여 성교육표준안의 개발･보급을 진행
하였으며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해당 성교육표준안이 활용되고 있다. 개발 당시
성교육표준안은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함양
하고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성 가치관과 성규범, 성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적 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입되었다(교육부, 2015: 2). 그러나 해당 성교육표준안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육의 목적이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인권 의식이나 성에 대한 자원과 권한이 부족한 약자이기 때문
에 보편적 권리로서 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
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72)
둘째,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이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을 강화하거나 피해자 탓하기, 부적절한 성에 대한 통념 등을 왜곡, 강화하는
7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최지희(2019). “성
건강과 재생산건강 – 주요 지표를 둘러싼 건강 이슈 – 발표자료”. 한국인구학회.
72) 나영정(2015.8.20.).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
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
동. SOGI법정책연구회. https://sogilaw.org/56 (검색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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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남성 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생식 기능에
한정하여 성기를 설명하고 성관계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나 행복보다 임신･출산
에 강점을 둔 성행위만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변혜정, 2014: 61).
셋째, 결혼과 임신･출산을 사회적 당위 규범으로 가르치며 임신중단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담는다. 또한 모성과 태교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생활 방식을
규정하거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아 편향적 교육의 근거
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73)

나) 장애인 대상 성교육 부재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상정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비가시화해 왔다. 2017년 대법원은 과거
국가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강제 임신중단, 불임시술에 대하여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고, 이를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74) 그러나 이
후 2018년 보호 시설에 있는 장애 여성의 동의 없이 피임 시술을 한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은 장애인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다.75)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영향으로 교육체계 내의 미비한 성교육에서
조차 장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아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성인인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전무하다.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판단기준을 피해자인 장애 청소년
이 ‘성관계’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강간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에 따라 결정하였다. 조사 중 동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성교육을 받았으며
73) 나영정(2015.8.20.).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
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SOGI법정책연구회. https://sogilaw.org/56 (검색일: 2019.11.20.); (사)한국
성폭력상담소･(사)한국여성의전화(2015).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서”.
https://stoprape.or.kr/504 (검색일: 2019.11.20.) 등 참조.
74) 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75) KBS(2018.9.21.). “보호 시설 장애 여성 ‘강제 피임 시술’ 의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1696&ref=A (검색일: 2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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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사건 후 병원에서 성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76)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은 장애인의 성적 욕구 표현, 자신의 신체 이해,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성폭력 회피 방법에 대한 교육 정도로
추측된다.77)
장애학생의 경우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관
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환경적 한계가 나타난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관련 필요 지식은 부족
하거나, 교육대상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김유리,
2018: 78). 특히 장애학생과 가장 많은 일과 시간을 공유하는 대상인 대다수
의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자위를 성행동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56%)(차세진･
황순영, 2018: 117),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26.8%), 부모의 지식이 부족하거나(17.8%), 또는 성교육으로 오히려 부작용
이 나타날까봐(12.1%) 가정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차세진･황순영, 2018: 116). 다음으로 기관에서 실시하
는 성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신체적 변화(26.9%), 성폭력 예방교육(20.2%), 생식
기 위생(19.7%)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세진･황순영,
2018: 119).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생식 건강 또는 신체
발달, 성폭력 예방으로만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효과성을 보장받기 어려
울 것이다. 비록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기준
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를 토대로 한 장애 청소년, 장애인의 건강한
성적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6.15. 선고 판결
77) 현재 폭력예방교육은 올바른 성인지감수성 증진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를 중심으로 하지만, 초기 단계의 1차적 성폭력예방교육은 문제 상황에서 싫다는
거부 표시를 하게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는 등 피해자의 회피 의무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적장애인, 유아, 아동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피해자회피책임교육의 한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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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 대상 성교육의 한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실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임산부
및 부모 등을 위한 안내서 제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외에 별도의 섹슈얼리티 교육, 성교
육 등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정보 전달 현황을 살펴볼 때,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매뉴얼, 장애인 예비부모에게 특성화된 부모교육, 피임･출산･임신
등 관리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
어머니 대상 가족 내 성평등 교육자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
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서 등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78) 양 기관은
제공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의 중심이 결혼, 가족 등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중
심으로 하는 교육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실제 초･중･고 단계의 성교육에서
미비했던 개인의 섹슈얼리티 교육, 성교육, 피임교육,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전달
교육 등 포괄적 재생산권 관련 정보 교육이나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
가.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
1) 쟁점 사항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임신중단이 허용되는 사유(임부 생명,
태아 손상, 강간･근친상간,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를 제한적으로 규정하
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허용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서만 임신중단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임신중단 허용에 있어 임신
7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5.21.)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
자료 발간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
NU_ID=0403&CONT_SEQ=349498 (검색일: 2019.11.21.); 여성가족부 홈페이
지. ‘정책’ 메뉴에서 검색. http://www.mogef.go.k (검색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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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와 임신 사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의
하고 설정하느냐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임신 주수는 삼분기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임신중단 사유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들 이외 많은 OECD 국가들은 임부 요청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기간 규제와 사유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쟁점으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중단의 허용 시기와 사유였다. 특히,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
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
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
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라는 결정문(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헌재 2019.4.
11. 2017헌바127 재인용)79)은 일정 부분(특정 시기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
권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 이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제한도 보여주고 있어,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대체로 서구국가들은 임신 제1삼분기(14주까지), 일부 국가는 제2삼분기
(14~28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으로도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임부의 요청
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사유라든지, 임신의 유지가 임부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제2삼분기 혹은 제3삼분기(28주
이후)에도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 국회, 학회/협회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 주최로,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
회가 있었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가톨릭계 단체/기관 및 소속 관계자/
활동가들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고, 낙태를 허용
79) 헌법재판소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
=/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
%EB%B0%94127&viewType=3&searchType=1 (검색일: 20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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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되는 주수, 특별히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임신 22주를 지적한 것은 이 기간 이내에선 자유롭게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임신 2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낙태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라는 요구이다”라고 해석한다(홍순철, 2019.
7.8.: 34-35).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임신 12주부터는 임신 제2삼
분기로 임신 전 기간 중 가장 안전한 시기이며, 이 기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로부터 분리할 경우에 태아의 생존 가능성 여부를 판결의 요건으로 고려
한 것은 부적절하며,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임신중단 사유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되므로, 납득할만한 상황이나 여건들 중 타당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무
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차희제, 2019.7.8.: 90-91).
헌재의 결정이 있고 난 후 4일 뒤인 4월 15일, 이정미 외 9인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는 기존의 강간･근친상간
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22주 초과
시,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였다(이정미의원 대표발의, 2019.4.15.). 이에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에 참여한 단체와 기관들, 특히 여성노동자가 많이 속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2019.4.17.)에서는 이정미 의원의 발의안은 다른 국가의 임신중단
시기 및 사유 규제가 가진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번 헌재 결정의 입법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
문에서 언급된 사회경제적 사유는 단순히 물리적･절대적인 사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태아에 대한 애착,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출산 후 양육을 담당하면서 부담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신체적･정서적 책임과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
과 태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자신과 태아의
미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에 기반하여 내려진다”와 같이 훨씬
넓은 의미의 사유인 만큼, 임신중단의 허용 사유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재
인용; 박선영 외, 2019: 13). 모두를 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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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9: 8-9)은 “임신 주수에 대한 판단은 임신 당사자의 진술, 초음파를
통한 판단, 신체적 징후를 통한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처벌
요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신중단권 보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식이며, 또한
임신 22주를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춘 시점으로 평가하나, 이는 비용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의료적 조치가 취해질 때 가능한 만큼, 이 자체가
태아의 자력 생존 및 출생 이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시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2) 법･정책 동향
최근 OECD 회원국의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를 검토한 연구(김주경･
이재명, 2019: 6; 장다혜, 2019a: 58-59)에 따르면,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임부의 요청만으로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초기인 제1삼분기를 기준
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임신 12주 또는 14주를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 연구(장다혜, 2019a: 62-68)에서는 임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위험으로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반대로 태아의 결함/장애로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와 같이 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인 경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임신중단 관련법을 개정한 국가/지역들의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
를 보면, 전 임신 기간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 주수(삼
분기)별로 필요한 의료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가능
한 임신 제1삼분기에는 여성의 요청만으로 임신중단을 허용하되, 그 방법도
이 시기에 안전성이 높은 약물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임신중단의 시기가 늦어
지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후기 임신중단에 있어서는 의료인
의 전문성 기준을 높이거나 2인 이상 의료인 판단을 통해 적절한 의료적 조치
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 제2삼분기, 그 이후인 제3삼분기의 임신중
단 사유도 임부의 생명과 건강 위험, 혹은 태아의 사망 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
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과 상황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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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해외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 관련 법령
구분

관련 법 조항

맨섬
(2019년 개정)1)

6. 임신 중절 서비스: 제공의 조건
(1) 임신중절 서비스는 이 섹션의 조건들이 해당 사례에서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2) 임신 초기 14주 이내의 기간에, 임신 중절 서비스는 여성 혹은 여성
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3) 임신 15주차의 시작부터 23주차의 종료의 기간 동안, 임신 중절 서
비스는 등록된 의료진이, (4)~(7)항이 그녀의 사례에 적용된다는 좋
은 신념(good faith)에 따라 그러한 소견을 낼 때, 여성 혹은 여성
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4) 이 항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부상을 야기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5) 이 항은 태아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
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a) 아이에게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영향이 있을 때
(b) 자궁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6) 이 항은 여성의 주장에 따라,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 혹은 기타
불법적인 성관계에 의해 초래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7) 이 항은 여성의 주장에 따라, 임신의 중절을 정당화할만한 심각한
사회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된다.
(8) 임신 24주차의 시작부터는 등록된 의료진이 좋은 신념에 따라 동의
했을 경우, 그리고 의료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전문적인 의료적
조언을 들은 후에, 여성 혹은 여성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요청에 의하
여 제공될 수 있다.
(a) 임신 중절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만성적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일 때
(b) 임신의 지속이 임신중절시보다 그녀의 생명에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될 때
(c)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태아가 그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의해
죽을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때
(d) 태아가 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때
(i) 아이가 태아 시절의 심각한 발달장애에서 출생 이후 즉시 사망
할 가능성이 있을 때
(ii) 아이가 수명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장애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2장. 등록된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의 시행
호주
퀸즈랜드 주 5. 의사에 의한 22주 이하 시점의 임신중절
의사는 임신 22주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2018년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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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6. 의사에 의한 22주 이후의 임신중절
(1) 의사는 임신 22주 이후의 여성에 대해 다음의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
할 수 있다.
(a) 의사가 판단하기에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중절이 시행되
어야 한다고 볼 때
(b) 의사가,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중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다른 의사들과 의논했을 때
(2)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고려함에 있어, 의사
는 반드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환경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황
(c) 임신중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적용되는 전문적 기준과 지침
(3) 응급상황의 경우, 의사가 판단하기에 여성 혹은 이후 태어날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해 임신의 중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의사
는 22주 이상의 여성에게 (1)항과 (2)항의 경우가 아니라도 임신 중
절을 시행할 수 있다.
2장. 임신중절에의 접근
4. 임신 16주 이내의, 의사(medical practitioner)에 의한 임신중절
임신 16주 이하 여성의 임신은 여성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해 중절될 수 있다.

5. 16주 이후의,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
(1) 임신 16주를 넘은 여성의 임신중절은 여성의 동의와 함께 의사가
호주
다음과 같이 판단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태즈매니아 주
(a)
임신을 중절했을 때보다도 지속했을 때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2013년 개정)3)
또는 정신적인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을 때
(b) 다른 의사와 상의했을 때 그 의사 역시도 위와 같이 판단했을 때
(2) (1)항에 언급된 위험을 평가할 때, 의사들은 반드시 여성의 현재와 미래
의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3) (1)항에 언급된 의사 중 최소한 한 명은 산과 혹은 부인과의 전공자
여야 한다.
2장. 등록된 보건 전문가의 역할
4.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한 24주 이내의 임신중절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임신 24주 이내의 여성에게 낙태를 행할 수 있다.
5.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한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절
(1)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한 여성에게 다음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
(a)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료진
이 판단했을 때
(b)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그
역시 낙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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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2) 낙태가 적절한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환경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6. 등록된 약사, 간호사에 의한 임신중절 약물의 공급 혹은 투여: 임신 24주 이내
1981년의 약물, 독극물, 통제된 물질에 대한 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등록된 약사 혹은 간호사는 임신 24주가
넘지 않은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하기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
(2008년 개정)4)

7. 등록된 약사, 간호사에 의한 임신중절 약물의 공급 혹은 투여: 24주 이후
(1)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병원에서 일하는
등록된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임신 24주 이후의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 혹은 공급할 수 있다.
(a)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료진
이 판단했을 때
(b)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그
역시 낙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2) 낙태가 적절한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환경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3) 등록된 약사는 병원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면서 등록된 의료 전문가의
서면상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후의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다.
(4) 등록된 간호사는 병원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면서 등록된 의료 전문가의
서면상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후의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병원’은 1988 건강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병원,
민영 병원, 주간 수술 센터 등을 의미한다.

7. 임신 14주 이내에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수행된 임신중절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에 대하여, 의사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음의 사안과 관련하여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다.
호주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조건
노던 테리토리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c) 전문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
주
(2017년 개정)5) 8. 14주 이내에 권한을 받은 보건 전문가에 의한 임신의 중절
(1)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권한을 받은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 약사들이, 의사가 판단하기에 임신중절이 적절하다고 판단
했을 경우, 14주 이내의 여성에 대한 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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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2) 임신중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성을
고려할 때, 의사는 7조에 고려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3) 권한을 받은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는,
(a)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지시를 받고,
(b) 그 지시에 따르는 경우 임신중절 약을 공급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4) 권한을 받은 약사는,
(a)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지시를 받고,
(b) 그 지시에 따르는 경우 임신중절 약을 공급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9. 임신 23주 이내에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임신 14주 이상 23주 이내의 여성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a) 의사가 다른 적절하게 자격을 갖추고 해당 여성을 진찰한 의사와 상담
을 하고
(b) 두 의사가 7조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중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10.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임신중절
의사는 여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임신중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라
고 판단한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출처: 1) Isle of Man. Abortion Reform Act 2019.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2) Australia Queensland.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 2018.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bill.first/bill-2018-089
(검색일: 2019.7.31.)
3) Australia Tasmania.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Bill 2013.
http://www.parliament.tas.gov.au/bills/Bills2013/pdf/24_of_2013.pdf
(검색일: 2019.7.31.)
4) Australia Victoria.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LTObject_
Store/LTObjSt6.nsf/DDE300B846EED9C7CA257616000A3571/001EE318
AB77546CCA257A2A007AC018/%24FILE/08-58aa005%20authorised.
pdf (검색일: 2019.7.31.)
5)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Termination of Pregnancy Law Reform Act 2017.
https://legislation.nt.gov.au/en/Legislation/TERMINATION-OF-PREG
NANCY-LAW-REFORM-ACT-2017 (접속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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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담과 숙려기간
1) 쟁점 사항
헌재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상담요건과 숙려기간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이 있었다. 결정문에서 상담
의 필요성, 그리고 숙려기간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기결
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
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그 변경
가능 여부를 파악하며, 국가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만약 낙태하겠다고 결정한 경
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거쳐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
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등에서 확인된다(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재인용).
헌재의 결정 이후 이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의료인의 경우 상담과 숙려기간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임신주수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이사는 “약물 낙태만으로도 가능한
임신 주수에 해당하는 8주 이내에는 상담과 숙려기간의 현실성은 없다”고 하면서
“임신 12주 이후에는 약물 낙태만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므로 이 기간에는 낙태 결
정전 상담 및 숙려기간을 도입해야 하며, 그 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
고 주장하였다(김재연, 2019: 51).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큰 틀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숙려기간은 필요함을 전제로 하지만, “상담은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여성이 책임감 있고 양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하며, (상담
을 통해) 여성은 태아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차희제, 2019: 90). 이는 가톨릭계의 의견과 비슷하다.
가톨릭대학교 정재우 신부 역시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상담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며, 임신을 유지할 때 어떤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알려주는 상담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정재우, 2019: 53 재구성).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중단을 결정
할 때 이와 관련된 의료적, 정책적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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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상담에서의 원칙을 강조하였다(나영, 2019: 10). 이 원칙은 “객관적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특정 종교나 개인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왜곡되
고 편향된 정보 혹은 그에 기반한 설득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
한 정보와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임신중지 이후
에도 상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나영, 2019: 10). 또한 숙려기간
의 의무화는 임신중단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여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
주고 보다 안전한 임신중단의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영,
2019: 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윤정원 여성위원장 역시 “왜곡되거나 편향
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결정에도 여성을 지지
하는 상담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윤정원, 2019: 29).

2) 법･정책 동향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임상진료 핸드북(Clinical
practice handbook for safe abortion)에는 임신중단 관련 의료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보호, 인지된 가운데 자발적 결정 및 자율적인 결정 도모, 비차별적이고,
개인의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것이다(WHO, 2014b: 5). 이러
한 원칙은 임신중단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비지침적(non-directive)인 상담,
비의무적인 상담, 비강요적인 상담,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상담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WHO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이 없고, 지침이 없으며,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공 받은 여성이 충분
히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무엇보다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인(건강관리자) 역시 여성이 인지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이 과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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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많은 국가들이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조치 이전에 ‘상담’과 이후
일정 기간 ‘숙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담의 역할과 기능은
임부가 처한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함도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상담이 모든 여성에게 의무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인 의견이 많다. 실제 Baron 등이 2014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Baron
et al., 2015: 184), 여성들은 임신중단 이전에 상담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이미 이들은 임신중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임신중단 이전 상담의 의무화는 임신중단 과정을 연장시켜 심리정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2015: 2) 역시 유럽 전 지역의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체로 일반적
인 상황으로 보면서, 다만 우려하는 것이 편향적이고 편견적인 부분에 대한 것
이었다. 이를테면, 임신중단 관련 상담과 정보의 제공 목적이 여성들을 설득하
는데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담에는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신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신중단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게 됨으로써 수반되는 건강상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의료인의 편향된 정보와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최근 임신중단 관련 법령을 개정한 맨섬의 경우 역시 임신중단을 요청하는
여성에 대해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상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며, 이 역할을 보건복지
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상담이 어떠한 편향성과
편견성을 갖지 않고 균형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맨섬의 새로 개정된 법령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임신중단 이후의
상담에 관한 것이다. 이 역시 이를 제공하는 의료인, 상담사가 이러한 요구들,
필요도가 임신중단을 한 여성들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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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해외 임신중단 허용 시기와 사유 관련 법령
구분

관련 법 조항

맨섬
(2019년 개정)1)

6. 임신 중절 서비스: 제공의 조건
(9)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한다.
(10) 임신중절 서비스가 여성에게 제공되기 이전에, 상담이 서비스 제공의
시기를 늦추지 않는 한 여성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12)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상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해야 하며, 이 조의 다른 규정에서 ‘상담’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
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정받은 사람에 의한 상담을 의미한다.
(13) 보건복지부는 때로 (12)항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4) (12)항의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틀이 지어져야 한다.
(a) 상담이 균형 잡혀 있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
(b) 태아 발달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담은 임신을 지속하여 분만
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 상담자들은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임신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
눌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임신과 관련한 모든 옵션들에 대해 정확
하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d) 지지 그룹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임산부를 위
해 접근 가능한 서면상 정보가 있다.
12. 임신 중절에 따르는 의료 전문가의 의무
(1) 이 법에 의거하여 임신이 중절되었을 때
(a)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경우, 의료진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1)-(a)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진은 아이의 출생 이후 가능한
한 여성과 함께 아이의 장래의 의학적 케어에 대해 상담해야 하며, 그러
한 케어를 계획함에 있어 여성의 의사를 유념해야 한다.
15. 임신중절 이후의 상담 및 지원
(1)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임신중절 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야 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임신중절 직후
에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3) 임신 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상담과 지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그것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출처: Isle of Man. Abortion Reform Act 2019.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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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동안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신중단을 사유별, 시기별로
허용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 이후의
숙려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여성에게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 이후,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결정
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무적이고, 특정 기간의 숙려
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는 이미 1981년
Lupfer와 Silbere(198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400명의 임신중단
고려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는 숙려 기간이 있음으로 인해 이
후 임신중단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중･고소
득층보다 더 높은 48%의 비용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숙려 기간으로
인해 결근/결석을 해야 했고, 신체적･정신적 고충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일부
는 상담을 받았을 때가 임신 제1삼분기였지만 숙려 기간으로 제2삼분기가 되
면서, 임신중단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 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더 커졌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숙려 기간을 두는 것
이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손실이 되는 것이 훨씬 많아 이를 반대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신중단에 대한 상담 이후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많다는 것, 특히 이것이 여성의 신체
적･정신적 및 경제사회적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다. 신념에 의한 거부
1) 쟁점 사항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4월 11일 다음 날인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시되었다.80) 이후 국회와 학회, 연구기관 등
에서 개최된 이번 결정에 관한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에서 빠지지 않고 쟁점
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념에 따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이다.
8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검색일: 201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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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81)
그렇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82)
임신중단이라는 의료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행해야 하는 의사는 이 쟁점
의 당사자이다. 의사의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회토론회를 통해 대한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이사는 “의료인이 이(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적 조치
행위)를 거부하여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보지 아니 한다는 조항과 불가피하
게 임신중절을 한 의사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입법 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재연, 2019: 50).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은 최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83)에서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경우, 임신중절 시술
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가톨릭계(정재우, 2019: 53-54)에서는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사와 간호
사, 그리고 의료기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입법 과정에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인과 함께,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또 다른 당사자인 여성
에게 있어, 의료인의 거부권은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가 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윤정원 여성위원장은 “개인의 종교나 신념
에 따른 거부가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환자의 건강권과
배치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료를 거부하
지 않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이면서 법적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
였다(윤정원, 2019: 31; WHO, 2015c). 그리고 윤정원 여성위원장은 “세계
산부인과학회, 세계의사회 등 대다수의 의료인 단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무가 거부권에 우선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윤정원, 2019: 31).
8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검색일: 2019.12.6.)
8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검색일: 2019.9.12.)
83) cpbc News(2019.7.9.). 차희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 용어부터 삭제해야”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57348&path=
201907 (검색일: 20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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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책 동향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과 Mujer Y Salud En
Uruguay의 보고에 따르면(2018: 23), 포르투갈은 2007년 임신중단을 위한
법안을 개정하면서, 신념에 따른 거부권 행사를 실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행하는 의료인에 한해서만 부여하였다. 그리고 거부를 할 경우, 그 이유
에 대해 병원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임부(환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거부를 하지 않는 의료인에게 연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체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의료인이 이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안된 것
이 모든 병원에서 반드시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최소 한 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여, 임부가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소규모의 작은 지역에서
는 신념에 따른 거부가 임부로 하여금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출처: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and Mujer Y Salud En Uruguay,
2018: 23.

[그림 Ⅲ-3] 포르투갈의 ‘신념에 따른 거부’에 관한 정책 사례
동일한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과 Mujer Y Salud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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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guay(2018: 23)의 보고에서 스웨덴 사례를 보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함께 스웨덴에서는 임부의 임신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신념에 따른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환자가 요구
하는 의료 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병원
장은 임신중단을 거부하는 의료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and Mujer Y Salud En Uruguay,
2018: 23.

[그림 Ⅲ-4] 스웨덴의 ‘신념에 따른 거부’에 관한 정책 사례
IPPF가 최근 재생산 건강에서의 신념에 따른 거부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
(합의)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건강 서비스에 대한 신념적 거부는 개인의 자유
권이므로, 이것이 타인의 건강 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따라
서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없는 점, 둘째는 신념에 따른 거부는 개인적인 결정
이지, 집단적이고 기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는 신념에 따른 거부는 해당
개인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를 관리･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 넷째는 신념에 따른 거부를 주장하는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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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는 점, 다섯째는 신념에 따른 거부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IPPF, 2016: 4).
<표 Ⅲ-22>에서와 같이 최근 임신중단 관련법을 개정한 영국 자치령인 맨섬,
호주의 여러 주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도 신념에 따른 거부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여, 관련 내용을 법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관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임부의 건강에
대한 영구적인 위해(손상)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
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부가 처한 상황이 응급을 요구할 때,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의료인이 신념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
을 반드시 임부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 임신중단과 관련된 정보와 의학적 조치
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의료인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임도 최근 법 개정을 한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일관된 내용이다. 이외 국가
마다 법조문에서 다른 점도 확인되는데, 이를테면 맨섬의 경우는 “임신중절 시술
과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 행위가 이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지속
하는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용주에게 고용 취소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의료인이 임부의 요청에 의해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행하는 것에 대해 사용주가 간섭하거나 그것이 고용을 지속
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신념에 따른 거부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정의인데,
호주 퀸즈랜드 주의 경우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직접 행하는 의사에
대해서만 조문에 명시된 반면, 다른 주들이나 아일랜드, 맨섬의 경우에는 간호
사, 약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임신중단의 방법이
수술적 방법 이외 약물적 방법도 있어, 맨섬의 경우 약사(pharmacist)라고 명시
하고 있다.

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 99

<표 Ⅲ-22> 해외 신념에 따른 거부 관련 법령
구분

관련 법 조항

아이랜드
(2018년 개정)1)

22. 양심에 따른 거부
(1) (2)항과 (3)항에 따라, 이 법의 어떤 것도 의료진, 간호사, 조산사가 9,
11, 12조에서 규정한 임신중절의 시행에 참여하는 데 반대함에도 불구하
고 그렇게 하도록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1)항은 10조에 따른 임신중절에 참여할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1)항에 따라 양심적인 반대를 하는 경우,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중절
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케어를 위한 연계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

맨섬
(2019년 개정)2)

8. 양심적 거부
(1) (2)~(4)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 양심에 따라 임신중절의 치료 혹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서든 법 규정이나 다른 법적 요구
에 의해서든 이 법이 규정한 어떤 치료나 상담에도 응할 의무를 가
지지 않는다.
(2)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정한 임신중절 시술과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의 고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3) 어떤 법적 소송에서든, 어떤 사람이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임
신중절 관련 시술과 상담에 양심적으로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진술하
거나 맹세한 경우에는 그러한 반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4) (1)항은 다음에 필요한 시술에 참여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
(b)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만성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
(5) (1)항에 따라 양심적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의료진이나 약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임신중절 서비스를 요청한 여성에게 지체없이 다른 의료진이나
약사(경우에 따라)에게 찾아가 볼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
(b) 해당 여성이 (a)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
(6) 의료진 혹은 약사가 (4)항과 (5)항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결과 여성이 부상
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혹은 둘 다) 다음과 같은 벌에 처해진다.
(a) (on information) 벌금이나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b) (summary) 12개월의 금고나 5레벨의 벌금

84A. 양심적 거부
(1) (2)항을 조건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의 종교적 혹은 양심에 따
호주
라, 중절 약물의 공급 또는 투여나,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이나 그
캐피털
보조를 거부할 수 있다.
테리토리 주
(2) 임산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임신중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심
3)
(2018년 개정)
적 거부만을 이유로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이나 그 보조를 거부해
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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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3)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양심적 거부에 의해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거
나 투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과 보조를 거부하
는 것은 의무(계약이나, 법률이나, 다른 법적 요구에 의한)의 위반이
나 자치주 법(territory law)의 위반이 아니다.
(4) 그러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양심적 거부에 의해 임신중절 약물을 공
급하거나 투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과 보조를
거부하는 경우, 그는 임신중절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고지
해야 한다.
(5) 이 조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authorized person)은 의사 혹은 간호
사를 의미한다.

호주
퀸즈랜드 주
(2018년 개정)4)

8. 양심적 거부를 가진 등록된 의사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a) 등록된 의사에 대해 다음을 요구할 때
(ⅰ) 여성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
(ⅱ) 여성의 임신중절 시행을 보조하는 것
(ⅲ) 6조에 따라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시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iv) 임신중절에 대하여 조언해 줄 것
(b) 그리고 의사가 임신중절의 시행에 대해 양심에 따른 거부 의사
를 가지고 있을 때
(2) 등록된 의사는 (요청한)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적 거부를 드러내야
한다.
(3) 만약 그 요청이 여성이 등록된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나, 임신중절의 시행에 대해 여성에게 조언해 달라고 하
는 경우, 의사는 반드시 여성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도록 하거나 그
녀의 진료를 다음 이에게 넘겨야 한다.
(a) 의사가 생각하기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의사
(b) 의사가 보기에, 임신중절에 대해서 양심적 거부를 갖지 않은 의
사에 의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4) 이 조는 응급상황에서 등록된 의사가 임신중절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6. 양심적 반대와 치료의 의무
(1) (2)항을 조건으로, 어떤 개인도,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
를 갖고 있을 경우, 계약으로든 법령으로든 다른 법적인 요구사항으
호주
로든, 4조와 5조에 의해 인정된 시술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태즈매니아 주
(2) (1)항은 (3항)과 (4)항에 의해 설정된 의무를 가진 개인에게는 적용
5)
(2013년 개정)
되지 않는다.
(3)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막기 위해 임신
중절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경우, 의사는 임신중절을 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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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4)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막기 위해 임
신중절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경우, 간호사는 의사가 임신중절을 시
행하는 것을 보조할 의무가 있다.
7. 의사와 상담자들의 의무
(1) 이 조에서
‘상담자(counselor)’는 상담 서비스(유료나 대가를 받고 하든 아니든)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신 선택지 조언(pregnancy options advice)’은 임신을 계속할지
중절을 받을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관련된 조언 혹을 정보를 의미한다.
(2) (4)항을 조건부로,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이나 임신 선택지 조언
을 요구하고, 의사가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갖고 있
을 경우, 의사는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의사를 여성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3) 여성이 상담자에게 임신 선택지 조언을 요구하고, 상담자가 임신중
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갖고 있을 경우, 그 상담자는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상담자
를 여성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처벌: 벌점 250점을 넘지 않는 벌금
(4) (2)항은 6조 (3)항에 따른 의무를 지는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
빅토리아 주
(2008년 개정)6)

8. 양심적 거부를 가진 등록된 보건 전문가의 의무
(1) 여성이 등록된 보건 전문가에게 낙태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했을 때,
전문가가 낙태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경우, 그 전문가
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그 여성에게 자신이 낙태에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지해야 함.
(b) 여성에게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지 않은 동일한 직종의 다른
건강 전문가를 소개해 주어야 함.
(2) (1)항은 (3)항 혹은 (4)항에 의한 의무를 가지는 전문가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3) 양심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
해 낙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낙태를 시행
할 의무가 있다.
(4) 양심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
해 낙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등록된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의 낙
태 시행을 보조할 의무가 있다.

호주
11. 양심적 거부를 가진 의사
노던
(1) 이 조는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임신중
테리토리 주
절의 시행을 요청하고, 의사가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경우 적용된다.
(2017년 개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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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2)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만 한다.
(a) 임신중절에 대해서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해야 하고
(b) 의학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가지지 않은 다른 의사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
12. 양심적 거부 권한을 가진 보건 전문가
(1) 이 조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가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
사, 혹은 약사에게 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사람
들이 임신중절에 관하여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경우 적용된다.
(2) 의사는 대신 양심적 거부를 가지지 않은 다른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 약사에게 보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출처: 1) Ireland. Health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8/act/31/enacted/en/pdf (검색
일: 2019.7.31.)
2) Isle of Man. Abortion Reform Act 2019.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3) Australia Capital Territory. Health (Improving Abortion Access) Amendment
Bill 2018.
https://www.legislation.act.gov.au/b/db_57801/default.asp (검색일: 2019.
7.31.)
4) Australia Queensland.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 2018.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bill.first/bill-2018-089
(검색일: 2019.7.31.)
5) Australia Tasmania.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Bill
2013.
http://www.parliament.tas.gov.au/bills/Bills2013/pdf/24_of_2013.pdf
(검색일: 2019.7.31.)
6) Australia Victoria.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LTObject_
Store/LTObjSt6.nsf/DDE300B846EED9C7CA257616000A3571/001EE31
8AB77546CCA257A2A007AC018/%24FILE/08-58aa005%20authorised.
pdf (검색일: 2019.7.31.)
7)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Termination of Pregnancy Law Reform
Act 2017.
https://legislation.nt.gov.au/en/Legislation/TERMINATION-OF-PREG
NANCY-LAW-REFORM-ACT-2017 (접속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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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지정
1) 쟁점 사항
임신중단은 의료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 가능한 만큼, 의료현장과 의료기관,
그리고 구성원인 의료인, 특히 의사(산부인과)의 참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임신중단이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편견과 낙인이 뿌리 깊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임신중단에 의료적
개입을 행하는 의료인 역시 사회적으로 비판과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외사례들을 통해 볼 때, 임신중단이 엄격히 금지되는 국가들에서는 임신
중단을 요청한 여성뿐만 아니라 이를 행한(시술한)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역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들도 접하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임신중단 입법 과정에서는 법의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
도록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낙태병원’이라
는 꼬리표를 얻게 되어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
되어, 의료경영 환경이 오히려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실제
미국, 영국 등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서구국가에서는 이들 병원이
낙태병원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 속에서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단체들로 하여
금 해당 병원 앞에서 인권침해적 시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임신중단 서비스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병원과는 거리
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임신중단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신체적 및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청소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여성에게서 이러한 접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쟁점으로 소개한 ‘의료인의 신념에 의한 거부’는 임신중단 지정
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한 쟁점도 있다. 임신중단 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곳은 의료인 고용 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 임신중단을 시행
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여성의 임신중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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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책 동향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 <표 Ⅲ
-23>은 최근 법령 개정을 한 국가/지역의 관련 조항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맨섬의 경우 영국의 자치령인데, 이곳에는 NHS 산하의 상급병원에 해당되는
국립보건의료기관(Noble Hospital)이 있고, 이곳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다. 맨섬은 이외에도 지역 단위의 클리닉
(BPAS, MSI, NUPAS 등)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임신중단 서비스로서 승인받은 기관 중 75~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배경을 보면, 1967년 영국은 Abortion Act를 도입하였지만 그 당시 임신
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NHS 산하
에 임신중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BPAS, MSI, NUPAS이다. 이곳은 매우 작은 클리닉부터 조금 더 규모
가 있는 병원까지 다양하다. 이들 의료기관의 규모가 원래 작은 것도 있고, 임신
중단을 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임신중단 시 임신주수가 14주 이전인 제1분기에
해당되므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가능하여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임신
부도 있어,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균형있게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호주의 캐피털 테리토리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018년과 2019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여기서도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함으로써,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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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해외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지정 관련 법령
구분

관련 법 조항

맨섬
(2019년 개정)1)

5. 임신 중절 서비스: 제공되는 곳
(1) 이 장에서 임신중절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a) 맨섬의 국립 보건의료 서비스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
(b) 국립 보건의료 병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의해 승인받은 다른 기관
(2) (1)-(b)항의 허가는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예외
를 포함할 수 있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10~11항에서 기술한 방식에 따라, 보
건복지부의 허가 하에 그러한 인원과 장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 Medical Practitioners (Maternal Health) Amendment Act 2002
55C. 임신중절은 허가된 의료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5D의 (1)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시설 혹은 의료시설의 일부가 아닌 곳에
서 임신중절을 시행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벌점 50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

호주 캐피털
테리토리 주
(2018년 개정)2) # Health (Improvement Abortion Access) Amendment 2018
83. 허가된 의료시설에서 외과적 중절을 시행할 것
허가된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외과적 중절을 시행하는 것은 범죄
에 해당한다.
최대 50점 이하의 벌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2019년 개정)3)

22주 경과한 의료인의 임신중단
<중략>
(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근거하여 본인을
위하여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자.
(d) 인공임신중절이 다음의 장소에서 시행된 경우
(ⅰ) 1997년 보건복지법(Health Services Act 1997)이 정하는 공
공보건기관(statutory health organisation) 산하 병원, 또는
(ⅱ) 승인받은(approved) 의료시설(health facility)

출처: 1) Ireland. Health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8/act/31/enacted/en/pdf (검색
일: 2019.7.31.)
2) Australia Capital Territory. Medical Practitioners (Maternal health)
Amendment Act 2002.
http://www.legislation.act.gov.au/b/db_1476/20020515-1804/pdf/db_
1476.pdf (검색일: 2019.7.31.)
3) Australia New South Wales. 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 Bill 2019.
https://www.parliament.nsw.gov.au/bill/files/3654/Passed%20by%20b
oth%20Houses.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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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 구역
1) 쟁점 사항
이번 헌재의 결정 이후 입법적 논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쟁점으로 등장하지
는 않았지만, 최근 임신중단 관련법을 개정하였거나 새롭게 신설한 국가･지역
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법률 조문에 포함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 구역
(Access Zone 혹은 Safe Zone)’에 관한 것이다.
안전 구역이 법 조문에 포함된 주된 이유는 법이 제･개정되어 임신중단이
합법화되(었)더라도 여전히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안전 구역의 법적 보호는 여성이 안전하게 원하는 의료기관 혹은 국가가
승인･지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이 있다.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박과 비판, 낙인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2) 법･정책 동향
임신중단 법령에 안전 구역을 설정한 국가와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매우 구체
적이고, 또한 매우 다양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맨섬의 경우 특징적인 것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안전 구역
설정을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많은 국가/
지역들은 안전 구역을 의료기관/진료소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맨섬은 이
를 포함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이들이
머무는 공간(집)과 대지 및 인근 공공도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시위자의
행동과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
안전 구역 설정에 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금지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용어나
표현상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 방문하는 여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방해와
위협이 가장 핵심적인 금지행동이다. 이 금지된 행동에는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와 관찰,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카메라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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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거나, 출판물에 이용하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여성과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성가시게 하고 방해하는 등의 행위,
모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적 행동 등도 금지된 행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금지행동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는 임신중단 서비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해 아무런 대응
은 하지 않지만 이를 기록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을 찾는 여성의 자동차나 의료기관
으로 가는 인도/차도를 막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표 Ⅲ-24> 해외 안전 구역 관련 법령
구분

관련 법 조항
19. 접근 구역: 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및 다른 기관
(1) 임신중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
부는 명령을 통해 2장에 나온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보건
의료 병원에 접근 구역을 만들 수 있다(의회 절차: 허가가 필요함).
(2)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 위와 같이 요청했
을 때, 보건복지부는 고지를 통해 해당 건물에 접근 구역을 만들
수 있다.
(3) (1), (2)항에 따라 만들어진 접근 구역은 병원이나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와 명령 혹은 고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도로를 포함한다.

맨섬
(2019년 개정)2)

20. 접근 구역: 진료소
(1) 등록된 의료진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진의 진료소 주위에 접근 구역을 설정한다.
(2) (1)항에 의해 만들어진 접근 구역은 해당 진료소가 위치한 대지와
함께 명령이나 고지에 의해 지정된 공공도로를 포함한다.
21. 접근 구역: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집
(1)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관련 전문가나 약사 혹은 상담
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는 그 사람의 집 주위에
접근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해 만들어진 접근 구역은 해당 진료소가 위치한 대지와
함께 명령이나 고지에 의해 지정된 공공도로를 포함한다.
23. 접근 구역: 금지된 행동들
(1) 접근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8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구분

관련 법 조항
(a) ‘보도 방해’에 참가하는 것
(b) 누군가가 임신중절을 제공하거나, 환자가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
거나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에 저항하는 것
(c) 임신중절 서비스 혹은 상담의 제공이나 이용을 막고자 하는 생각
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ⅰ) 임신중절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ⅱ) 상담이 제공되는 건물을 감시하는 것
(d) (a)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b) 이를 이용
하고자 하는 환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타인에게 접
근하여 성가시게 구는 것
(e) (a)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b) 이를 이용
하고자 하는 환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것
(2) (1)항을 어기는 것
# Health (Patient Privacy) Amendment Bill 2015

호주
캐피털
테리토리 주
(2018년 개정)3)

86. 보호된 구역의 선언
(1) 장관은 허가된 의료시설 주위의 구역을 보호된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2) 선언을 함에 있어, 장관은 선언된 구역이 다음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a) 허가된 의료시설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
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방해 없는 접근성을 보장
하며
(b)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다는 것
(3) 선언(declaration)은 부인할 수 있는 수단(disallowable instrument)
이다.
(부인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제에 관한 법에 따라 의회에 고지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87. 보호된 구역과 관련하여 금지된 행동
(1) (a) 보호된 구역 안에서 (b)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
하며, 최대 벌점 25점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a) 허가된 의료시설을 드나들거나 드나들려고 시도한 사람을 포착
한 시각 데이터를 출판하는 것
(b) 임신중절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
하는 것
(c) 촬영된 사람이 그 출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점 50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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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3) 이 조에서 캡처된 시각 데이터를 출판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시각 데이터를 소통하거나 배포하여, 시각 데이터에 법적으로 접근
할 권한이 없는 대중 혹은 대중의 일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b) 다음을 포함한다.
(ⅰ) (a)에 언급된 일을 하려고 동의하거나 준비하는 것
(ⅱ) (a) 또는 (i)에 언급된 일을 시도하는 것
15.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들
(1)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을 위한 안전 접근 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
의 행위는 금지된다.
(a) 임신중절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b)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혹은 들리도록 하며,
(c) (b)에 언급된 사람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
는 것
(ⅰ)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
(ⅱ) 임신중절을 요청하거나 진행하는 것
(ⅲ)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혹은 이를 보조하는 것
(2) (1)-(c)-(ⅰ)~(ⅲ)에서 언급된 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거나, 제3자가
이를 보고 듣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는 금지된 행위이다.
(3) 개인은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최대 처벌: 벌점(penalty unit) 20 혹은 징역 1년
(4) (3)항은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
퀸즈랜드 주 16.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에서 (또는 근처에서)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
(2018년 개정)4)
(1) 이 조는 다음과 같은 기록(제한된 기록)에 적용된다.
(a) 타인이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 안에 있거나, 혹은 드나드는 것을
음성 혹은 시각 자료로 기록하는 것
(b) 해당 인물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것
(2) 합당한 이유 없이는,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제한된 기록’을 해서
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안전(security)의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해 ‘제한된 기록’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최대 처벌: 벌점 20 혹은 징역 1년
(3)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제한된
기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최대 처벌: 벌점 20 또는 징역 1년
(4) (2)항과 (3)항은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는 그러한 행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에서
배포(distribute)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10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구분

관련 법 조항
(a) 특정한 사람에게든 아니든, 소통하고, 전시하고, 보내고, 공급하고,
전송하는(라이브 스트리밍 포함) 행위
(b) 특정한 사람에게든 아니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c) (a)와 (b)에 언급된 것들을 하기로 동의하거나 준비하는 경우, 그리고
(d) 배포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출판(publish)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공지, 광고
전단, 혹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출판하는 것
시각적 기록은 사진을 포함한다.
# 빅토리아주 2015년 공공 보건 및 웰빙에 관한 법 수정(안전 접근 구역)
9장 A.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로의 안전한 접근
185A. 목적
이 장의 목적은
(a) 낙태가 제공되는 구역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을 제공하여 다음 사람
들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ⅰ) 해당 시설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
(ⅱ) 업무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접근해야 하는
피고용자들과 기타 사람들
(b) 특정한 기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호주
빅토리아 주
(2008년 개정)6)

185B. 정의
‘금지된 행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과 관련하여, 괴롭히고(besetting, harassing), 겁을 주며
(intimidating), 방해하고(interfering with), 위협하고(threatening),
저해하고(hindering), 막고(obstructing), 지연시키는(impeding)
행위
(b)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의사전달을 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 수 있는 경우
(c) 정당한 이유 없이,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과 관련하여 인도나 차도,
자동차를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
(d)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낙태가 제공
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e) 다른 규정된 행동들
‘출판하다(publish)’는 2013년의 공개 법정에 관한 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안전 접근 구역(safe access zone)’은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
로부터 150m 이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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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 조항
(2) 금지된 행동 항목의 (b)는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이나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1) Isle of Man. Abortion Reform Act 2019.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2) Australia Capital Territory. Health (Patient Privacy) Amendment Bill 2015.
http://www.legislation.act.gov.au/b/db_52769/20150917-61888/pdf/db_
52769.pdf (검색일: 2019.7.31.)
3) Australia Queensland.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 2018.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bill.first/bill-2018-089 (검색일:
2019.7.31.)
4) Australia Victoria.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LTObject_
Store/LTObjSt6.nsf/DDE300B846EED9C7CA257616000A3571/001EE318
AB77546CCA257A2A007AC018/%24FILE/08-58aa005%20authorised.pdf
(검색일: 2019.7.31.)

바.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1) 쟁점 사항
여성의 임신중단을 위한 상담과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대상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
문에는 “불법 낙태 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고, 끝내 시기를 놓쳐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 영아
유기 내지 영아살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김동식 외, 2018: 83)로, 임신
중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 임신중단 가능
시술 기관의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문제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동의서 등)가 있었는데, 특히 20대 이하, 미혼에서 응답률이 크게 높았
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는 “의료인은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112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마취를 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84) 여기에는 연령이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등급)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에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와 같이 명시하고 있어,85) 청소년과 같이 미성년자나 의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지적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의료 관행
상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미성년
자와 장애인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관련 서비스
로의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입법 과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
다는 의견도 있다.

2) 법･정책 동향
유엔의 사회권위원회(CESCR)가 2016년 3월에 발표한 일반논평 제22호(성
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에는 ‘정보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청소년 등 모든
개인과 집단은 피임도구 및 가족계획, 임신과 안전한 임신중단 등 성과 재생산
건강의 모든 상황에 관한 증거 기반의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 의무’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는 결혼유무나 보호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유지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86)
Advocates for Youth(2019)에서는 청소년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 받
기 전 보호자 동의가 불필요함을 강조한다. 부모 개입과 동의 의무를 요하는
미국의 현행법은 부모의 자녀(청소년)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야기
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지역(주)으로 이동을 시도
하도록 하여 비용적 장벽과 함께 궁극적으로 임신중단 시기가 지연되는 등
청소년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버드 의과대학
8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검색일: 2019.12.6.)
85)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검색일: 2019.12.6.)
86)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16.3.2.). General comment No.
22(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32961/files/E_C.12_GC_22-EN.pdf
?version=1 (접속일: 2018.12.14.); 김동식 외, 2019: 346, 35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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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McCarthy 교수 역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임신 이후 부모
와의 대화(동의 과정)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담과 위험적 상황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임신 전의 단계에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McCarthy, 2017).
최근 임신중단 관련법을 개정한 맨섬의 경우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임신중단
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 등 보호자의 개입과 동의는 임신중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도(maturity)나 지적 능력이 없지 않는 한 불필
요함을 명확히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87)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맨섬보다 어린
14~18세의 청소년에 대해, 임신중단 시술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성
숙도와 관련 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관련법(Termination
of Pregnancy Public Health Portal)에서 명시하고 있다.88)

87) Isle of Man. Abortion Reform Act 2019.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88) WHO. Global Abortion Policies Database.
https://abortion-policies.srhr.org/documents/countries/09-Austria-Ter
mination-of-Pregnancy-Public-Health-Portal-Ministry-of-Health.pdf
(검색일: 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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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청소년의 임신중단 접근성 관련 법령
구분

관련 법 조항

맨섬
(2019년 개정)1)

9.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의 조건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
(1) (2)~(4)항에 따라, 여성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임신
중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경우, (3)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임신중절 서비스가 제공되
어서는 안 된다.
(a) 여성이 16세 미만인 경우
(b) 의료진이나 약사가 해당 여성이 임신중절 시술의 성격과 함의를
이해할 수준의 성숙도와 지적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3) 이 항은 의료진이 다음과 같이 했을 경우에만 충족된다.
(a) 여성의 부모나 후견인, 혹은 부모와 같은 책임을 가진 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b) 임신중절에 대한 동의의 결정이 좋은 신념 안에서, 여성의 최선
의 이익을 위해 내려졌음이 충족되었을 때
(4) 여성이 정신적, 의학적, 신체적 불능으로 인해 고지에 입각한 동의
를 줄 수 없을 때, 등록된 의료진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
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부모나 후견인, 혹은 법적으로 그녀를 대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b) 상황이 급박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진이 좋은 신념에 입각하여 판단한 경우, 여성의 건
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의 없이 임신중절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5) (1), (2), (4)항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
한다.

오스트리아2)

18세 미만 여성의 낙태
14~18세 여성은 그 자신이 임신중절의 절차를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성의 동의만으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에 관한 능력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녀의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이 필요하다.
14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1) Isle of Man. Abortion Reform Act 2019.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2) gynmed Clinic for Abortion and Family planning. “The legal situation
for minors in Austria”.
https://www.gynmed.at/en/abortion/minors/ (검색일: 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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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 장에서는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
권 보장에 대한 논의와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 보장
과 관련해서 성에 대해 보수적이며, 이중 잣대와 같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견고
한 우리 사회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인식개선과 함께 세분화
된 입법정책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며 그
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피임권의 적극적인 보장은, 장기적으로 임신중단율
감소와 재생산 건강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피임정책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더불어 인식개선
을 위한 교육, 문화적 노력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전달
서비스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빠르고, 이용하기 편
리하며, 경제적인 임신중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응급피임약의 의약품 분류
개선, 임신초기 유산유도제의 허용 등 이미 WHO 등에서 그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에 대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임신중
단 방법이 있음에도 오로지 응급피임약이나 유산유도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피
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물론
일부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원천적인 접근성 차단이 아니라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한 예방이 선행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한다. 이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선행 국가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포괄
적 성교육의 도입, 재생산건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세부적 입법정책 개선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임신중단율 감소 및 실질적인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어서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 입법적 쟁점 중에 임신중단의 허용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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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상담과 숙려기간, 의료인의 신념에 의한 거부,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기관
의 지정, 안전구역 설정,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
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최근 임신중단 법을 제･개정한 국가들을 통해
볼 때, 여성 자신의 신체적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와 이에 근거한 가장 안전한 방법에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제도 마련과 의료체계 구축은 임신중단의 주체가
여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신념적 거부권과 의료기관
지정제 등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철저히 여성의 임신중단 서비스 기관으로의 접근을 가로 막거나 지연
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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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가. 개관
1) 국가 선정 배경
그동안 임신중단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는 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
의 처벌을 전제로 두고 각국이 어떤 예외와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임신주수,
임신중단 사유, 상담 의무 및 강제 대기 기간 등의 주제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어왔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권리로서보다는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자 범죄로 이해되었고, 임신중단을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임신중단을 처벌하고
임신중단 사유나 임신 기간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개정
된 법일수록 임신중단 사유와 임신 기간의 제한을 최소화하거나 임신을 중단
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캐나다는 이미 30여 년 전에 낙태죄를 폐지하였으며, 시기와 사유
를 불문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국가이다. 2019년 4월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유사하게,
캐나다에서도 낙태죄가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임신중단을 처벌
하는 법이 폐기되었지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아졌다거
나 후기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캐나다에
서 임신중단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누구도 임신한 여성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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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2017년 유산유도약인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면
서 부가되었던 각종 규제들도 현재는 대부분 사라졌다. 인공임신중절은 단지
일반적 의료행위 중 하나로 취급되며, 정부는 임신중단 여부와 방법을 여성과
의료인의 판단에 맡기고 재정적 지원만을 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한 주된 과제는 여성 또는 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거대한
영토 내에서 어떻게 모두에게 균등하게 접근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국가인 캐나다의 사례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을 앞둔 한국의 상황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임신중단 관련 역사, 관련 법률, 현재의 임신중단 지원 체계,
의료 실태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2019년 9월, 캐나
다 토론토(온타리오주), 밴쿠버(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지역의 임신중단 관련
연구자,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의사, 주 보건국 공무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하거나 소개
받은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2) 임신중단권 보장의 역사 및 현황
1969년 연방법인 형법이 개정되어, 인공임신중절의 일부가 허용되었다. 개정
형법(Bill C-52)은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신임 받은 또는 승인된(accredited or approved) 병원의 자격
있는 의료인(medical practitioner)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의 생명 및 건강에의 위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는 의사 3명 이상
으로 ‘치료적 낙태 위원회(Therapeutic Abortion Committees)’를 구성할
것이 요청되었으며(Shannon Stettner, 2016: 43), 위원회에서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상 위험을 서면으로 보증해야 했다.
개정 형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포함하면서
건강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WHO의 정의처럼 넓은 의미의 건강
에 대한 위험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
기도 했다(BC Ministry of Health, 2003: 7). 하지만 전반적인 요건은 형법
개정 이전에 제출된 왕립여성지위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나 캐나다의사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 CMA)의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121

권고보다도 보수적인 것이었다(Dorothy Shaw et al., 2019: 4). 인공임신중절
을 하기 위해 치료적 낙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위원
회를 두지 않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병원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소득이 낮거나 지방에 거주하면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접근성
문제가 크게 나타났다(BC Ministry of Health, 2003: 7). 또한 위원회
마다 구성이나 판단 결과가 제각각이어서89)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법이 임신중단을 일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단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Joyce Arthur et al., 2013: 1).
그로 인하여 형법 개정 이후에도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라는 운동이 지속되
는 와중에, 1970년, Henry Morgentaler가 몬트리올의 진료소에서 인공임신
중절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1973~1976년 기간 동안 그는 세 번 재판
을 받았는데, 배심원단은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
것이라면서 무죄 평결을 하였다. 첫 번째 사건에서 퀘벡 항소법원이 1심의 배
심원 평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Morgentaler가 대법원에 상고하였
지만 원심이 확정되었다(Shannon Stettner, 2016: 48). 1983년 그는 Robert
Scott, Leslie Frank Smoling과 함께 재차 토론토에 임신중단 클리닉을 열고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다시 기소되었는데 이번 1심에서도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
을 하였다.
정부가 항소하고 온타리오 항소법원이 항소를 수용하자 Morgentaler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캐나다의 낙태법을 완전히 뒤바꾼 계기가 된
R. v. Morgentaler90) 판결이 시작되게 된다(Shannon Stettner, 2016: 49).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R. v. Morgentaler 판결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형법이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임신중단을 제한함으로써 헌
법의 일부인 헌장 제7조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생명, 자유, 안전의 권리(right
89) 치료적 낙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위원에 의사 대신 카톨릭 신부를 포함
하여 사실상 인공임신중절을 승인하지 않는 병원도 있었다. Bernard M.
Dickens, 2019.9.23., 인터뷰.
90) R. v. Morgentaler [1988] 1 S.C.R. 30.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288/index.do (검색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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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77년, “낙태법 시행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Operation of the Abortion Law, 이
른바 Badgley Report)”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R. v. Morgentaler 판결
에서도 중요하게 인용되었던 자료로서, 캐나다에서 임신중단 절차의 불균등한
적용 등 형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첫 진료
를 받은 후 인공임신중절을 하기까지 평균 8주나 걸렸다.91) 치료적 낙태 위원
회 규정도 불평등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위해서
는 치료적 낙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병원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의무
가 없었고, 위원회가 있는 병원은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Christabelle Sethna et al., 2013: 33). 1970년대 중반까지, 치료적 낙태
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은 20% 수준에 불과했다(Dorothy Shaw et al, 2019: 5).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 정부에서는 1년에 걸쳐 새로운
법안을 준비했다. 그 결과 제출된 B-43 법안은 낙태죄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법안은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에서는 찬반 동수로 부결되었다(Dorothy Shaw et al, 2019: 5). 첨예한 의견
대립의 결과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
하지 않았으며, 의회에서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저지되었다.
현재 캐나다에는 임신을 중단했거나 임신중단을 조력했거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이나 의사를 처벌하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임신 주수 제
한, 임신중단 사유 제한, 임신중단에 대한 제3자의 동의, 상담 의무나 강제 대
기 기간 등이 전혀 없다. 전체 임신 기간에,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
지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의료인은 오직 의학적 견지에서
여성의 판단을 돕는다. 병원 및 클리닉마다 서로 다르게 임신 주수 제한을 두
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기술 수준이나 관행,
의료시설의 한계에 따른 문제이지, 특정 시기 이후의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되기
91) R. v. Morgentaler [1988] 1 S.C.R. 30.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288/index.do (검색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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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 아니다. 만일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을 하기 어렵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며, 후기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미국
병원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또한 금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
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기술이 향상되거나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면 그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임신
기간은 언제든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캐나다는 보편적 의료 보장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로, 임신한 여성이 의료
보장 체계 내에 있으면 인공임신중절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 보장 체계 내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 민간 기부
금 등으로 충당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원(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은
매년 병원과 클리닉의 인공임신중절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공임신중절은 연간 10만 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6년 이후
9만 건대로 떨어졌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7;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8;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9). 인공임신중절률은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13.3건92) 수준이다. 인공임신중절의 90% 이상이 1삼분기에 행해
지며(Dorothy Shaw et al, 2019: 6), 임신 20주를 넘는 임신중단은 대부분
태아 기형과 관련된 사유로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0.75%(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9)93)에 그친다. 여성이나 의료인에 대한 어떠
한 형사적 제재도 없고 인공임신중절에 비용도 들지 않지만 인공임신중절이
오히려 줄고 있고 대부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통제가
없어도 임신한 여성은 당연히 가장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2) 2017년 기준. 캐나다의 가임기 여성 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인공임신중
절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tatistics Canada, Population
estimates on July 1st, by age and sex.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1710000501
(검색일: 2019.11.27.);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2019)
93)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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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이슈(쟁점)별 논의
1) 유산유도약
캐나다에서 미페프리스톤의 승인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가 비교적 넓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늦은 편이다. 미페프리스톤이 승인된 것은 2015년이고
2017년 1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미페프리스톤 도입 이전에는 메토트렉사
트(methotrexate)가 사용되었다. 메토트렉사트는 미페프리스톤에 비해 소요
시간이 길고 효능도 떨어졌지만 수술이 아닌 약물적 방법을 선호하는 여성들
은 이용할 수 있었다.94)
미페가이미소(mifegymiso)95)가 공급되기 시작한 첫해에는 여러 가지 제한
이 있었다. 처방은 의사(physician)만이 할 수 있었고, 처방하려는 의사는 제
조사에 등록하고 교육과 인증을 받아야 했으며, 제조사에서 직접 미페가이미소
를 구입해야 했다. 인공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은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고, 의사
앞에서 약을 복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이 불필요하다는 의학계의 증거가 거듭 제출되면서,
미페가이미소가 공급되기 시작한 지 채 1년이 지나기 전인 2017년 11월, 처
방 요건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처방 권한을 의사로 제한하지 않게 되었고,
처방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제조사가 아니라 약국
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의 서면 동의 의무도 사라졌다.96)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가정의,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도 미페가이미소를 처방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페가이미소 처방 전에는 임신 주
수 확인 및 자궁 외 임신 여부의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것이 요구되었
었으나, 캐나다 보건부는 초음파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임신 기간을
94) Ellen Wiebe, 2019.9.27., 인터뷰.
95)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말한다.
96) The Globe and Mail(2017.11.7.), Health Canada eases restrictions on
abortion pill Mifegymiso.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health-canada-easesrestrictions-on-abortion-pill-mifegymiso/article36860275
(검색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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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데 대안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음파 검사 의무가 임신중단을
지연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하면서 2019년 4월, 초음파 검사 의무를 삭제하였
다.97) 현재 미페가이미소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임신주수가 확실하지 않거나
자궁 외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Linepharma
International Limited, 2019: 6). 가이드라인이 수정된 이후에도 대개는 여전
히 처방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에게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2017년 11월 미페가이미소 처방에 대한 규제 중 대부분이 폐지되면서 처방
가능 기간도 임신 7주에서 9주로 늘어났다. 다만 캐나다에서 유산유도약 처방
기간을 해석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임신 9주까지 처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신 9주 이후에 처방한다고 해서 처방
한 의료인이나 약을 복용한 여성에게 어떤 제약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약을
처방하는 의료인은 개별 사례에서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처방이라면 임신 9주 이후이더라도 무방하며, 의료보장체계 내에서의 비용 지원
도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이 원칙적으로 무상이므로 유산유도약도 의료 보장
자격이 있으면 무상 공급된다.

2) 상담
캐나다에서 임신중단 관련 상담은 임신한 여성의 자발적이며 ‘정보에 입각
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이다. 주 정부에서 성적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병원, 클리닉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이나 유산유도약 처방 전에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스스로
97) Government of Canada, Health Canada approves updates to Mifegymiso
prescribing information: Ultrasound no longer mandatory.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
cts/drug-products/fact-sheets/mifegymiso.html (검색일: 2019.11.27.);
CBC(2019.4.16.).
“Health Canada says ultrasound no longer mandatory before Mifegymiso
prescribed for abortion.”
https://www.cbc.ca/news/health/mifegymiso-ultrasound-1.5100405
(검색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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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상담이 중심
이 되며, 태아의 생명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임신중단을 단념하도록 하는 등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은 지양된다.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상담 기관들도 비편향
적(unbiased), 비판단적(non-judgmental) 상담을 하고자 한다. 임신중단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위기임신센터(crisis pregnancy centre)’조차도 겉으
로는 비판단적 상담을 표방할 만큼, 임신중단 관련 상담에서 중립적인 태도는
중요한 원칙으로 이해된다. 임신중단 여부의 판단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 크다.
판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할 권한은 임신한 여성이 가지므로 정보
제공 이후에 여성에게 강제로 숙고하도록 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제한
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북미 지역에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의 단체인 ‘전미낙
태연합(National Abortion Federation, NAF)’에서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와
상담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임신을 유지 또
는 중단하겠다는 결정이 여성의 자발적인 결정인지, 충분한 정보의 기반 위에서
내려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상담은 의사결정, 피임 선택, 가치를 명확히
하는 작업, 다른 전문가로의 연계를 포함하는 절차이다(National Abortion
Federation, 2018).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국의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은 상담의 배경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도 임신 관련 상담에서 결정
을 내리는 것이 여성이고, 그 결정은 타인의 강제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이
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BC Ministry of Health, 2003: 11). 여성의 판단과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한 상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결정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 자원, 과거의 경험, 가치관 등의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으며 불안이나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상담의 방향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탐색
한 뒤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공임신중절의 절차, 가능한 위험, 위험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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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서적 어려움을 다룰 것이 권장된다. 여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임신 기간
도 알아야 한다고 한다(BC Ministry of Health, 2003: 10-11). 여성이 선
택지를 모두 검토하고 임신중단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하게 된 뒤에는
지지적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에는 피임, 안전한 성관계, 성매개질병 예방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이후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BC Ministry of Health, 2003: 11).
이 가이드라인의 상담 항목에서는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임신중단의 결정이
나 진료와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많은 여성은 아동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거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현재의 임신
이 폭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진료에서 폭력 피해 문제는 단지
성폭력의 증거 수집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성폭력의 증거 수집
이나 경찰로의 연계 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말하지 않으려 할 때조차도 어떻게 폭력의 징후를
포착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료적 맥락에서 폭력과 임신중단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폭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발견하는가에 따라 의료인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친밀관계에서
의 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제한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의 반복은 그 자체로서 폭력의 징후일 수 있고, 임신을 중단
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의 결정이나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 또한 가해자
의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 피해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가 의료 절차
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BC Ministry of Health, 2003: 11-16). 즉
인공임신중절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은 폭력 피해를 밝혀내어 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폭력 피해로 인한 비자발적 의사결정을 예방하
거나, 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정부에서는 시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 성적 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기도 한다. 한 예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주 보건국의 지원으로
‘섹스 센스(Sex Sense)’(Options for Sexual Health, 2019)라는 상담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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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섹스 센스는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비밀을 보장하며, 프로
초이스(pro-choice), 성 긍정적인(sex-positive) 입장에서 상담한다. 상담사
들은 성경험이나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상담에 지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일반적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 서비스를 연계하는 핫라인 811로 상담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성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섹스 센스로 연계된다고 한다.
상담사는 주로 간호사, 성적 건강 전문 상담사, 자격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들
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 지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유콘 지역으로 제한되
어 있다. 섹스 센스를 비롯한 성적 건강 관련 상담 기관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상담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의료 보장
범위 밖의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의 연계가 제공될 수 있다.

3) 인공임신중절 절차
가) 일반적 절차
캐나다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클리닉이나 병원에 내원하여
인공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유산유도제를 처방 받거나 수술을 할
수 있다. 곧바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클리닉이나 병원으로 가도 되지만, 일
부 병원에서는 연계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주치의(family doctor)의
연계를 받을 수 있지만, 주치의가 인공임신중절에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임신중단 연계가 가능한 여성병원이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Abortion Rights Coalition Canada, 2017: 1). 물론 주치의가 유산유도
제 처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평소에 진료를 받던
주치의에게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개별 클리닉이나 병원은 서비스 제공 절차, 유산유도제 처방 여부, 인공임신
중절 여부, 약 처방이나 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 등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유산유도제는 처방하지만 수술적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클리닉이 있는가 하면,
유산유도제 처방은 하지 않고 수술만 하는 병원도 있다. 어떤 곳은 임신 9주까
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또 어떤 곳은 임신 24주까지도 가능하다. 세부 비용
에서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임신중단 관련 상담 서비스들은 인공임신
중절이 가능한 클리닉, 병원의 목록과 제공 서비스의 내용을 구비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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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사례로, 약물적 방법의 인공임신
중절을 제공하는 윌로우 클리닉(Willow Clinic)과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BC Women's Hospital)에서 안내하는 인공임신
중절 절차를 살펴본다.

나) 윌로우 클리닉의 사례: 약물적 방법
윌로우 클리닉은 임신 10주까지 유산유도제를 처방하는 방법으로 인공임신
중절을 한다. 첫 진료는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2회, 예외적으로 3
회 정도 내원하도록 권장된다.98) 최초 진료에서는 양식을 작성하고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를 하며, 상담원과 절차를 검토하고 유산유도제를 제공
한다.99)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이후 24~48시간 후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거나 질에 삽입한다.100) 미소프로
스톨 복용 일주일 뒤 클리닉에서 2차 진료를 하게 되는데 대략 15~20분 정도
소요되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101) 성공률은 95%이며, 대개는 2차 진료로 종결된다.102) 만약 인공임신중
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약을 처방하고 다시 내원하도록 한다.103)
98)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What will
happen at the clinic?”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99)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What will
happen at the clinic?”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0)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When and
where does the abortion actually happen?”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1)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How can we
know if the abortion is completed?”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2)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How well do
the drugs work?”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3)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How well do
the drugs work?”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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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 클리닉은 원격진료를 하고 있어서, 환자가 추가 내원이 어려운 경우 초
음파 검사 대신 혈액 검사로 대체하고 스카이프(skype)나 페이스타임
(facetime)을 이용해 후속 진료를 하기도 한다.104) 미페프리스톤 인공임신중절
의 실패율은 0.5% 정도로, 이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 출혈이 지연되는 경우
환자가 수술을 원하기도 한다.105)
환자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의료서비스플랜(Medical Services Plan,
MSP)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은 진
통제, 혈액검사 비용 정도(25달러)이지만,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진료비 400달러와 약값 3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106) 환자가
퀘벡주를 제외한 다른 주의 의료서비스플랜 자격이 있는 경우 진료비 400달러
는 주 정부 간 상호 지불하므로 클리닉에서 정부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는 약값
만 부담한다.107) 환자는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 거주지 주정부나 민간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108)

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의 사례: 수술적 방법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의 임신중단 클리닉(BC Women's Abortion
Clinic)은 임신 24주까지 수술적 방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이 상담과 수술, 정보 제공,
지역 자원으로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04)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How can we
know if the abortion is completed?”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5)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How well do
the drugs work?”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6)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What are the
costs?”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7) Willow Clinic. “Medication Abortions with Mifepristone: What are the
costs?”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108) Willow Clinic, “What do Abortions Cost?”.
https://willowclinic.ca/index.php/abortions (검색일: 2019.12.7.)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131

<표 Ⅳ-1>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 C.A.R.E. 프로그램 서비스
▪지지적 상담
▪부분마취 및 기타 진정제를 이용한 인공임신중절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의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여성의 건강 관련 영역의 공동체 자원으로의 연계
출처: Children’s and Women’s Health Centre of British Columbia. CARE
Program. (리플릿)

인공임신중절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접수 후 귀가하기까지는 최대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예약을 하고 내원하여 상담원을 만나면,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
필요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상담, 수술 후 건강 관리 정보, 피임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109) 동의서 작성 이후 절차는 임신 12주
이내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다. 12주 이내인 경우, 사전 진료실로 이동하여
간호사가 병력을 검토하고, 진통제,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형을 검사한다.110)
수술 전에 성병 검사를 실시하며, 임신 기간 등의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다.111) 부분마취를 한 뒤, 흡입술에 약 5분 정도가 소요되고, 수술
완료 후에는 회복실에서 30~6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한다.112) 인공임신중절
이후에도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하다.113)
109)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 Contraception:
Counselling”
http://www.bcwomens.ca/our-services/gynecology/abortion-contrace
ption#Counselling (검색일: 2019.12.7.)
110)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Services: Abortion
before 12 weeks”
http://www.bcwomens.ca/health-info/sexual-reproductive-health/ab
ortion-services (검색일: 2019.12.7.)
111)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Services: Abortion
before 12 weeks”
http://www.bcwomens.ca/health-info/sexual-reproductive-health/ab
ortion-services (검색일: 2019.12.7.)
112)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Services: Abortion
before 12 weeks”
http://www.bcwomens.ca/health-info/sexual-reproductive-health/ab
ortion-services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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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후는 총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임신주수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 1~2일 전에 내원하여 상담원과 상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형을 검사하며, 수술 24시간 전에 자궁경부 확장기(cervical
dilator)를 삽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술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회복실을 거쳐
귀가한다.114)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 홈페이지에서는 과다 출혈, 고열, 오한, 비정상
적 질 분비물, 심한 통증, 며칠간 지속되는 오심이나 구토, 6주 이후까지의 무
월경, 2주 이후에도 지속되는 임신 증상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하도록
하며,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C.A.R.E. 프로그램이나 주치의, 다른
클리닉 등에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115) 수술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내원해야 한다거나 하는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다.

4) 제3자 동의 요건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제3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 외에 결정 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집단은 임신
한 여성의 배우자 또는 태아의 친부, 임신한 여성의 부모 등 보호자이다. 캐
나다 대법원은 1989년 Tremblay v. Daigle116) 판결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와 임신중단에서 태아의 잠재적 친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Tremblay와
Daigle은 5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당시 Daigle은 임신 18주였다.
113)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 Contraception:
Counselling”
http://www.bcwomens.ca/our-services/gynecology/abortion-contrace
ption#Counselling (검색일: 2019.12.7.)
114)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Services: Abortion
after 12 weeks”
http://www.bcwomens.ca/health-info/sexual-reproductive-health/ab
ortion-services (검색일: 2019.12.7.)
115) 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er “Abortion Services: Aftercare”
http://www.bcwomens.ca/health-info/sexual-reproductive-health/ab
ortion-services#Aftercare (검색일: 2019.12.7.). 다만 자궁내장치(IUD)를
삽입한 경우만 6주 이내에 체크하도록 권장한다.
116) Tremblay v. Daigle [1989] 2 SCR 530.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515/index.do
(검색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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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mblay는 법원에 Daigle의 임신중단을 금지해달라는 명령을 구하여 승소
하였으나, 대법원은 태아와 관련한 여성의 결정에 대하여, 태아의 잠재적 아버지
의 거부권을 인정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태아의 잠재적 친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명확해졌다.
임신한 여성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의료인의 고지 의무
등이 문제 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
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캐나다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미성년자
및 정신적 장애인의 결정권은 일반적 의료서비스에서의 결정권의 맥락에서 다루
어진다. 원칙은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으면 의료행위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성년이 되는
연령은 주에 따라 18~19세로 다르지만, 캐나다에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있는 주는 퀘벡주가 유일하다. 퀘벡주의 연령 기준도 높지 않은
편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부모나 ‘교사(tutor)’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퀘벡주 외의 지역은 연령 기준이 없다(Kevin W. Coughlin,
2018: 140-142).
Bernard Dickens et al.(2005)은 모든 사람의 발달 속도가 같지도 않고,
필요한 판단 능력도 의료행위마다 다르다고 한다(Bernard M. Dickens et
al., 2005: 182). 그러므로 모두에게 일괄적인 연령 기준을 두기보다는 담당
의료인이 판단하여 환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동의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동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를 “성숙한 미성년자
(mature minors)”라 한다.
연령 기준 대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은 법적 근거를 갖
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미성년자법(Infants Act)｣에서 동의능력이 입증
되면 누구든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법｣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자가 어떤 의료행위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확신하고, 미
성년자가 의료행위의 위험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면 만 19세 미만이라 하더
라도 해당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HealthLinkBC, 2018: 1).
온타리오주 또한 ｢의료동의법(Health Care Consent Act)｣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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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인공임신중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지를 의료인이 판단하여,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면 보호자에 대한 고지
없이 미성년자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의료행위 동의 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연령117)이
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히려 성숙한
미성년자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결정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보호자에게 고지한다면 의료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
(BC Ministry of Health, 2003: 18). 지적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 또한 마찬
가지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위험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5) 의사의 연계 의무
도덕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는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을 다른 의사에게 연계할 의무가 있다. 캐나다의사협회(CMA)는 1988년
Morgentaler 판결 직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책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
는 당시 캐나다의사협회가 인공임신중절을 형사적 규제가 불필요한 의료적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의사의 책무를 포함
하였다(Canadian Medical Association, 1988). 정책 문서에서 캐나다의사
협회는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하도록 강제당해서도 안 된다는 점과 더불어, 의사가 도덕적,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환자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추천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없다면 환자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Canadian
Medical Association, 1988: 2).
의사가 직접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의사에게 연계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캐나다의사협회 윤리 및
직업전문성 지침(CMA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ism)｣은 “의사의
도덕적 신념이 의료 절차나 의료적 개입의 제공 또는 실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117) 캐나다 형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6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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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환자에게 고지할 것”(Canadian Medical
Association, 2018)을 요구한다.
간호사 또한 자신이 간호할 수 없는 환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협회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Registered Nurses)｣은 간호사가 수혈, 인공
임신중절, 장기기증, 존엄사 등 자신이 참여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에 대하여
양심에 따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과의 충돌 상황에서 간호
사는 관리자나 고용주에게, 자영업인 경우는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다른 간
호사나 의료인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 또한
양심에의 충돌을 표현하는 것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대한 방해가
될 정도”(Royal College of Nursing, Australia, 2000: Canadian Nurses
Association, 2017: 36에서 재인용)라면 지원시 미리 예비 고용주에게 고지
할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고용주도 양심과의 충돌이 문제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면 지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Canadian Nurses Association,
2017: 36).
주별로는 의사 면허기구에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다. 면허기구에서 규제
한다는 것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제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본인이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인에게 연계하지 않을 경우 면허기구에서 경고, 의무교육 이수, 면허에 조
건 부과, 면허 상실 등의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면허기구의 제재는 신
고 등을 통해 의사의 의무 위반을 면허기구에서 인지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을 거부당한 여성이 면허기구에 신고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어서 실제로 연계 의무 위반으로 면허 제한까지 받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기구의 연계 의무 규정의 예시로 온타리오주를 살펴본다. ‘온타리
오 의사 면허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에서
는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로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
게 ‘실질적 연계(effective referral)’를 제공하도록 한다. ‘실질적 연계’란 환자
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적극적 행동
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를 형식적으로 다른 의료인에게 연결하는 경우,
연계 받은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또다시 진료 가능한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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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적시에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
능해질 수 있다. 때문에 연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을 것, 연계 시점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이 요청된다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2015).
‘실질적 연계’ 요건에 대하여, ‘기독교 의료 및 치과 협회(Christian Medical
and Dental Society of Canada)’ 등 3개 단체와 의사 5명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지만118) 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뒤이어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서도 이 요건이 의사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
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의사의 연계 의무를 확인하였다. 법원은 “의료 보장 체계
에서 ‘문지기’이자 ‘환자의 안내자’로서 가정주치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연계가 없다면 환자가 손해를 입을 강력한 증거가 있다”119)고 보았다.

6) 안전 구역 입법
인공임신중절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일부 과격주의자들에 의한
시위와 공격이다.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공격과 주변에서의 시위는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의 의료기관 접근을
저해하고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며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의 수
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단지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는 것뿐 아니라 접근
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몇몇 주에서 안전 구역
입법이 이루어졌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가장 먼저 법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주 입법의 모델이 되었다. 현재 앨버타,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르,
퀘벡 등에 안전 접근 구역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118) CBC(2017.6.13.). Doctors challenge Ontario policy requiring referral
for services that clash with morals.
https://www.cbc.ca/news/health/ontario-doctors-human-rights-chall
enge-1.4158056 (검색일: 2019.11.27.)
119) CBC(2019.5.15.). Ontario's highest court rules doctors must give
referrals for services they oppose.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appeal-court-doct
ors-referrals-objections-1.5136455 (검색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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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가 총격을 당한 뒤,
1995년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법(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이 통과
되었다.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인도 방해(sidewalk interference)
행위, 항의, 괴롭힘, 환자, 의사 및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물리적
방해 또는 물리적 방해 시도, 환자, 의사 및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에 대
한 위협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은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의 집으로부터
160m 이내, 사무실로부터 10m 이내가 자동 설정되고,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은 신청에 따라 최대 50m까지 설정 가능하다(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 2019: 1-2). 서비스 제공자에는 의사만이 아니
라 의료기관의 직원까지 포함된다. 이 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다툰 사례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 2019: 2-3).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임신중단 서비스 안전접근법(Safe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이 시행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의
주거지,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클리닉,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건강센터, 약국 등의 의료 시설이나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인근이 지정 대상이며, 자동 지정과 신청에 따른 지정으로 구
분된다. 범위는 대상에 따라 50~150m 수준에서 정해진다. 서비스 제공자에
는 의사뿐 아니라 약사,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클리닉의 직원
까지 포함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의사의 사무실 인근에 자동으로 지정되는
안전 구역은 인공임신중절을 그 사무실에서 하는지와 무관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지정된다(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 2019: 4).
안전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임신중단에 반대를 표하는 행동, 임신
중단에 반대하는 조언이나 설득, 환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물리적 방해나
위협, 촬영, 감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스토킹과 같이 임신중단
을 제약하는 여타의 행위들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
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지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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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인 교육 및 정보 교류
캐나다에서도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과대학
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교육은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 모두 부족하다. 이에
의과대 학생, 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 교육 확대
와 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1993년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의 재생산 건강 교육 확보를 위한 의대생들의
모임 MSFC(Medical Student for Choice)가 창립되었는데, 캐나다 21개 의과
대학 중 19곳에 MSFC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Abortion Rights Coalition
Canada, 2018: 2). 캐나다 MSFC는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재생산 건강에 관
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대학 커리큘럼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120)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Abortion Rights
Coalition Canada, 2018: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정보 교류 사례로, CAPS-CPCA(Canadian
Abortion Providers Support)를 소개한다. 이 사이트는 미페프리스톤을 제공
하는 의료인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형 커뮤니티이다. 미페프리스톤
도입 이후 잦은 지침 변경으로 혼란이 생기자, 유산유도제 사용과 관련된 정보
를 교류하기 위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피임 접근성 연구팀(CARTGRAC)의 주도로 제작되었고, 캐나다 산부인과의사협회(SOGC), 캐나다 의학
회(CFPC), 캐나다 약사협회,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 여성건강연구소 등
이 참여하고 있다.121) CAPS-CPCA는 유산유도제 사용을 포함하여 인공임신
중절 전반 및 피임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주요 논문, 교육 자료, 체크리스트,
통계, 환자용 양식 및 자료, 인공임신중절 클리닉 목록과 유산유도제를 구할
수 있는 약국 지도, 주별 유산유도제 관련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으
며, 회원들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례를 상호 토론하거나 유산유도제 관련
120)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제언으로는 Medical Students for Choice 홈페이지
“Curriculum Reform”을 참고할 것. Medical Students for Choice.
“Curriculum Reform”.
https://msfc.org/wp-content/uploads/2019/10/Curriculum-ReformGuide-2018.pdf (검색일: 2019.12.7.)
121) CAPS CPCA. “About”.
https://www.caps-cpca.ubc.ca (검색일: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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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올려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22)
CAPS-CPCA는 실제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이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계속하여 변화하는 지식을 임상에 반영하고,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료인의 정보 습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
커뮤니티의 사례를 보여준다.

2.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가. 개관
1) 영국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영국은 일찍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하여, 여성의 임신중
단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고 있는 사례로 많이
참고되고 있다. 물론 다른 유럽국가들과 같이, 특정 사례 이를테면 임신 24주
이내로 임신의 지속이 임신을 중단했을 때보다 임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신
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경우 등과 같이 임신 주수와 사유를 제한하고는
있다. 그리고 영국의 임신중단법(Abortion Act)은 1967년에 도입되어 이미
반세기가 지난 구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하는 것은 비록 법은 오래
전에 제정되었고 또한 엄격히 설정되어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현시대에 맞게
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23)
대표적 노력 중 하나가 약물 복용을 통한 임신중단인데, 이 약물에서 두 번
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가정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복용지침
을 2018년 8월에 변경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은 매우
안전하다는 의료인들의 강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다. 이에 더하여 임신중단 과정
과 그 이후에 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불안감과 불편함이 여러사례들을
122) CAPS CPCA. “Helpful Resources”.
https://www.caps-cpca.ubc.ca (검색일: 2019.12.9.) 단, 자료 페이지는 승인
받은 회원만 접근 가능함.
123) Rachael Clarke, 2019.11.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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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된 것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약물복용 지침은 첫 번째 약물
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복용한 이후 일정 시간 후(보통 72시간
이내)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을 의료인이 있는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복용
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출혈이나 현기증, 혹은 심리･정서적
불안감 등을 겪는 여성들의 사례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두 번째
약물은 여성의 선택 하에 의료기관이든, 원하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은 후 주어진 시간 내에 복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관련 지침에
추가되었다.124)
이와 같이 이 내용을 법에 추가하지 않고 지침으로만 설정한 것은, 오히려
지금의 의료현장에서 관련법에 대해 유연한 해석을 하기 위함이다. 영국 내부
에서는 지금의 법이 구시대적이고 좀 더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안
별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이 오히려
서비스 제공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고, 여성의 임신중단 접근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상당수 영국 의료인들은 임신중단에 대한 비범죄화
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맨섬
영국의 자치령이지만 자체 법령을 갖고 있는 맨섬(Isle of Man)은 영국이
1967년 임신중단법 개정 시 이 법을 따르지 않았고, 올해 3월 24일 새로운 법
이 시행되기 전까지 엄격한 임신중단 규제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반세기가
넘는 이 기간 동안 임신중단 서비스가 필요했던 맨섬의 여성들은 영국으로 원정
임신중단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맨섬뿐만 아니라, 뒤에서 언급할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의 인근 국가인 북아일랜드 등에도 역시 본국의 엄격한 임신중단
규제로 영국으로 임신중단 여행을 떠나는 여성들이 많았다.
맨섬에서는 새로운 임신중단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 있어서 지금의 새로운
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1967년 영국이 임신중단법을 도입한 이후부터 꾸준
히 사회적 요구는 있었다. 자국에서 임신중단을 할 수 없었던 맨섬의 여성들이
124) Lesley Regan, 2019.11.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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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당연
하고 법은 수정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정은 재정과 상황
적 여건이 괜찮은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며, 청소년과 장애인, 저소득 여성들에
게 있어서는 자국 밖으로 이동의 부담이 컸으며, 스스로 자해나 불법 약물을
구매하는 등 음성적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사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기존의 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125)
이런 배경하에 맨섬은 임신중단 법을 설계하면서 긴 시간에 걸쳐 많은 논의
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기관 간의 갈등과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
를 합의하면서 법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되게 되었다(부록 1 참고).
이는 영국의 법과는 매우 비교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안 마련
은 자국 여성들이 직면하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3) 아일랜드
맨섬과 함께 최근에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폐지하여, 여성의
임신중단을 부분적이지만 허용하도록 한 국가가 아일랜드이다. 특히, 아일랜드
는 국민투표 66.4% 찬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룬 성과여서, 여전
히 임신중단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 접경된 국가로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운동
이 활발했다. 특히나 2012년 10월 사비타 할라파나바르라는 아일랜드 여성
의 죽음은 아일랜드 전 영역으로 지금의 엄격한 규제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이 공유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더욱 임신중단을 가로
막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는 커져 갔다.
결과적으로, 아일랜드는 이제 임신중단이 허용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물론
임신 12주 이내에서만 임부의 요청만으로 임신중단이 허용되고, 24주 이내에
는 임부 혹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2주 이후 법에 적용되지 않는 여성들은 여전히 법이
125) Alex Allinson, 2019.1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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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기 전과 같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아일랜드보다는 좀 더 임신중단의
허용 기간이 길고 사유 등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여행(원정 임신중단)을
가고 있다. 이는 임신중단 금지법, 일명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급하게 제도
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임신중단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편견
과 낙인은 여성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의 동참을 적극
적으로 이끄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고, 이는 의료인의 신념에 의한 거부
권으로 탈바꿈되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아일랜드 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126)

4) 국가 선정과 비교분석의 의미
이상과 같이, 반세기 전에 임신중단을 합법화하여 지금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법과 제도일 수도 있지만 개정을 하기 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유연하게 현시
대에 요구되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유연하게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영국, 이와는 다르게 영국의
간결하고 모호하며 추상적인 법이 지닌 문제점을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으로 재설정한 맨섬, 그리고 이들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민투표로
임신중단을 합법화하였지만 여전히 제한적 기준과 범위에서만 여성의 자기결정
권을 수용하는 아일랜드의 사례는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앞서 Ⅲ장 2절에서 살펴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이들 3개 국가
의 법률과 현재의 임신중단 지원 체계와 실태에 대한 비교･검토는 매우 중요
하다. 이에 3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임신중단 관련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의료인 포함), 그리고 각 국가별 임신중단
법률 개정 시 관여하였거나 관련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간
단체(NGO)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127) 여기서는 현지 조사를 위해

126) Ciara Kenny & Claire Brophy, 2019.11.7., 인터뷰.
127) 방문 기관 및 면접 대상자 명단은 Ⅰ장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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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기관 및 관계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 제공받거나 소개받은 자료를 분석
하여, 제시하였다.

나. 주요 이슈(쟁점)별 논의
1) 유산유도약의 가정 내 복용 승인
영국과 맨섬, 그리고 아일랜드는 모두 임신중단 서비스로서 약물과 수술적
방법을 제공하는데, 특히나 약물 방법(Abortion Pill 또는 Medical Abortion)을
가장 많이 권한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임신중단이 10주 이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맨섬과 아일랜드는 최근 임신중단의 합법화로 법 개정과 동시에 약물을 도입
하였다. 그 근거에는 인근 국가인 영국에서 이미 90년대에 약물에 의한 임신
중단을 시행하고 있어, 충분한 과학적 근거들을 취득하기 손쉬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약물적 방법은 수술적 방법에 비해 그 위험성이 낮고, 그래서 임신
중단 이후 신체적 회복력이 훨씬 빠르고, 또한 임부가 임신중단 전과 후에
갖게 될 수 있는 심리적 안녕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에는 약물 복용에서 두 번째 단계의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을 여성이 원할 경우
집에서 복용하도록 복용지침을 변경하였다.
영국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2016~2017년부터 본격적
으로 임신중단의 비범죄화에 대한 산부인과협회/학회 등 의료인의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지지에 찬성하면서, 산부인과 의사계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
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약물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집에서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친화적 방법으
로, 런던과 같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은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매우
뛰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이나 의료인프라가 없어 대도시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 있어, 두 번째 약물 복용 이후 (주
로 홀로) 귀가하는 것이 여성에게 매우 위험한 것임이 다양한 사건들의 발생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귀가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는 부작용이나 통증, 합병
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리･정서적으로는 여러 복합적 감정으로 다른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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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128)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을 집에 돌아가서 복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집행
하는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
에게 설득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측면
이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약물 복용 이후 72시간
이내 두 번째 약물을 복용하기
까지 불편한 상황과 감정 속에
병원 현장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었고, 의사 입장에서는 다른
환자를 보거나 업무를 할 수 있
어 모두에게 생산적인 점이 많
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유
산인 경우도 두 번째 약물을 처
방하는데, 이 약물은 사망한 태
아를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출처: Rachael Clarke, 2019.11.4., 인터뷰.

때도 보통 집에서 복용하도록

[그림 Ⅳ-1] 영국 BPAS의 임신중단 가이드북

하고 있었다. 임신중단에도 동
일한 약물을 사용하는 만큼, 반드시 두 번째 약물을 병원에서 복용할 논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도 정치인과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설득하는데 근거
가 되었다129). Lesley Regan 회장(영국 산부인과협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내부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병원에서의 모든 약물을 복용했을 때보다
가정에서 약물 복용을 한 이후에 오히려 합병증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언급하
였다.130)

128) Rachael Clarke, 2019.11.4., 인터뷰; Stephen Hall, 2019.11.4., 인터뷰.
129) Lesley Regan, 2019.11.4., 인터뷰.
130) Lesley Regan, 2019.11.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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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 및 임신중단 서비스 절차
상담(Counseling)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정보
교환과 사전 동의에 의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
지만 임신중단의 경우 상담 서비스가 의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영국과 맨섬, 아일랜드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131)는 상담을 임신중단 서비스를 받기 전의 단계로 의무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그리고 3일의 숙려기간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상담 이후 3일 이상
을 경과 하지 않고 의료인이 임신중단을 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3일이 지나 재방문했을 때 상담을 받은 의사가 부재할 경우, 다시 상담을 받고
3일의 숙려기간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임부의 요청에 의해 임신중단
이 가능한 임신 12주의 허용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132) 맨섬 역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다른 것
은 상담이 임신중단 서비스의 시기를 늦추어 여성이 임신중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케 할 경우에는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숙려기간도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은 1967년 Abortion Act를 도입할 때부터 상담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도 상담은 임부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숙려기간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BPAS 관계자는 그 이유로,
BPAS를 방문하는 여성은 방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담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정도로 충분하고, 이외 다른 정보를 전달
하거나 숙려기간을 일정 기간 두는 것은 여성을 더욱 위축케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이런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아닌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33)
임신중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된 이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절차
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대표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BPAS를 기준으로 살펴보았
다. 이 내용은 My BPAS guide에도 제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상담은 BPAS 상담 전용라인으로 연락을 하거나 BPAS 홈페이지에서
131) Pheena Kenny, 2019.11.7., 인터뷰.
132) Ciara Kenny & Claire Brophy, 2019.11.7., 인터뷰; Pheena Kenny, 2019.
11.7., 인터뷰.
133) Matthew Richards, 2019.11.5.,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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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BPAS에서 구체적인 상담 일정을 전화로 잡게 된다.
상담 일자에 여성은 BPAS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데 여성의 임신중단이 합법
적인지,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
서 얻게 되는 여성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비밀보장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의료적 평가(Medical Assessment)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의학적 과거력과
함께 체중과 신장, 초음파 등이 진행된다. 초음파는 실제 임신의 정확한 주수
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이는 임신중단의 방법(treatment options)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하게 된다. 이 검사를 통해 Rhesus-음성 여
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성매개성질환
인 STI 검사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검사는 여성이 원할 경우에만 진행된
다. 그리고 임신중단 중 임신주수가 10주 이전인지 혹은 이후인지에 따라 약물
의 방법도 달라진다. 의학적 방법도 14주까지는 진공 흡입법을, 그 이후는
소파술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는데, 이 모두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된다. 물론 10주 미만인 경우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많이 권장되지만,
첫 번째 약물 복용 후 72시간 이내 다시 두 번째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상황
에 따라서는 부작용으로 임신중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선호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각 방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제공된다. 시술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피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 이유는 임신중단 이후 바로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다음으로, 여전히 진통이 있고 부작용이 심각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클리닉에 연락하거나 Aftercare Line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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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Consultation (including telephone
consultation).
https://www.bpas.org/abortion-care/what-to-expect-on-the-day/consul
tation-appointment/ (검색일: 2019.11.27.)

[그림 Ⅳ-2] 임신 주수별 임신중단 방법
아일랜드의 경우도 임신중단의 방법이 약물이냐, 혹은 수술이냐에 따라 가
이드라인이 구분되어 제공된다. 또한 핫라인으로 My Options를 운영하여 여성
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클리닉(GP)이나 병원 중 HSE와 계약을 통해 임신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My Options는 NGO로 HSE와의 계약을 통해 정부
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위기임신에 대한 상담 관련 업무 경력
을 지닌 이들이 주로 근무를 한다. 이곳으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연락
을 하면, GP와 병원 등 임신중단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의 리스트를 여성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여성이 원하는 기관을 선정하면, My Options에서는 상담을
연결해 준다. 선택한 기관으로 여성이 방문하면 영국의 BPAS와 같이 간단한
상담과 함께 검사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자궁검사, 혈액검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신주수가 9주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임신
주수가 9주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그
결과, 9주 이내이면 GP가 약물 처방을 실시하고, 9주가 지난 경우는 병원으로
연계한다. 그 이유는 아일랜드의 경우, 약물 방법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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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임신 9주를 기점으로, 이전이면 GP를 통해서, 이후이면 GP가 아닌 지정
(계약)된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GP는 그 여성을 연계해 주어야 하기 때문
이다. GP에서든, 병원 연계로 이동을 하든, 반드시 임신중단 전에 3일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재방문을 통해 임신중단을 하게 된다.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다시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여성의 동의를 얻
어 진행한다. 약물에 의한 방법인 경우 첫 번째 약물과 두 번째 약물에 대한
설명과 관련 정보가 담긴 정보지를 전달하고, 복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게 된다. 그리고 진통제 및 피임약도 같이 처방한다. 그
리고 2주 이후 임신테스트기도 제공하여,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확실히 이
루어졌는지 집에서 확인하도록 관련 정보와 방법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혹
여나 발생 되는 통증과 부작용, 혹은 궁금한 내용에 대해 My Options에서는
상담을 제공한다. 임신중단 이후에도 Post-Abortion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처: Pheena Kenny, 2019.11.7., 인터뷰.

[그림 Ⅳ-3] 아일랜드 HSE의 임신중단 방법별 가이드라인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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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와 계약을 통해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IFPA134)의
경우는, 아일랜드가 이번에 임신중단 합법화가 되기 이전부터 수십년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위해 의료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
고, 좀 더 여성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HSE의 의료 지침 이외에도
[그림 Ⅳ-4]와 같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
게 두 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하나는 집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과 시간별
복용 체크리스트가 제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약물 복용
과정에서 시간별 증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및 도움 요청 등의 정보가 그것이다.

출처: Maeve Taylor & Alison Spillance, 2019.11.8., 인터뷰.

[그림 Ⅳ-4] 아일랜드 IFPA의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방법과 관련 증상 안내 팸플릿

3) 임신중단 비용 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지역적 불평등
영국과 맨섬(영구 자치령)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임신중단 서비스 역시 NHS의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임신중단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영국과

134) Maeve Taylor & Alison Spillance, 2019.11.8.,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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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섬 모두 국가에서 100% 지원한다. 즉, 무료이다. 아일랜드 역시 NHS 제도
를 갖고 있지만, 영국, 맨섬과 다르게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출에서
일정 비율은 본인 부담이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민들의 40% 이상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신현웅, 임재우, 2018: 17). 그러나 작년 국민투
표 과정에서 국가는 임신중단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급
하기로 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다.135) 첫째는 국가 차
원에서 임신중단이 더이상 불법이 아닌 합법의 의료 서비스임을 명확히 한다
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 개인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는 국가가 그 동안 음성적으
로 행해진 불법 약물 구매 및 고액의 수술비용에 대한 여성 개인의 경제적 부담
을 완전히 줄여주고,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인프라를 강화
하여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임신중단 서비스의 무료 이용은 자국민(아일랜드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영국과 맨섬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무료 이용은 국가가 승인
한 클리닉과 병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영국만 하더라도 약물과 수술에 의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200여개 클리닉과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
다.136) 이들 기관 중 70개 정도는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이
하 BPAS)이며, 60개 정도는 Marie Stopes International(이하 MSI), 15개
는 National Unplanned Pregnancy Advisory Service(이하 NUPAS), 40
개 정도는 병원(NHS 산하), 나머지 기관은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해 임신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연간 1~2건 수준)이다. 맨섬의 경우, 영국 자치
령이므로 앞서 제시한 BPAS, MSI, NUPAS 기관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맨섬은 국립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한 의료기관에서도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맨섬도,
영국도 모두 이와 같이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에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일랜드 역시 보건부 산하의 Health Service
Executive(이하 HSE)가 주축이 되어, 자신들과 계약한 클리닉의 General
Practitioner(이하 GP), Irish Family Planning Association(이하 IFPA),
135) Aoife O’Brien, 2019.11.7., 인터뷰.
136) Matthew Richards, 2019.11.5.,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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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Women Centre(이하 WWC) 및 병원에서만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HSE는 정부를 대신으로 계약한 GP, IFPA 및 병원들을 통해 아일랜드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지원한다. 그래서 HSE는 이들 기관에 대한 불법 상황은
없었는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영국, 맨섬 그리고 아일랜드 모두 임신중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또한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가가 승인한 기관
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 승인
은 해당 국가의 의료전달체계와의 연관성이 있지만, 임신중단이 합법화되면
서 시행 초기 의료인의 사회적 낙인 및 신념에 따른 거부 등으로 저조한 참여
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승인
제였다.137) 아일랜드의 경우, 현재 332개 클리닉(GP)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약하는 기관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안전한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이 여성의 인권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건강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책이 추진되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
씩 줄어들고 이와 관련된 교육이 늘어나면서 거부를 했던 GP들이 이를 번복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138)
그러나 이러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승인제가 지닌 문제도
있는데, 특히 지역 간 서비스의 불평등이 그것이다. 영국의 런던, 아일랜드의
더블린 등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BPAS, NUPAS, MSI, GP, IFPA, WWC 등
이 있어, 임신중단이 필요한 여성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수도 적은 데다,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을 승
인받은 기관은 더욱 적다. 특히 작은 도시, 농어촌일수록 의사의 권위가 커서,
개인적인 신념적 거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임신중단 여성은 다른 지역, 때
에 따라서는 먼 거리의 대도시로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139)
아일랜드에는 종합병원 및 여성전문병원이 전국에 19개가 있는데, 이들 기관
중에 임신중단 서비스를 계약한 기관은 10개이다. 그렇다고 지역 이동에 따른
137) Rachael Clarke, 2019.11.4., 인터뷰
138) Pheena Kenny, 2019.11.7., 인터뷰
139) Maeve Taylor & Alison Spillance, 2019.11.8.,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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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다르다. 영국 역시 지역
간의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중소도시, 농어촌일수
록 제공기관의 수는 현저히 줄어든다. 영국의 브리스톨은 대도시이지만, 임신
12주 이후 의료적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전무하여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영국의 임신중단 서비스 가이드라인인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서는 이런 경우 가능
한 교통비(Travel Cost)를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NICE, 2019: 8).
BPAS의 경우, 여성들과 약속을 잡을 때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BPAS에서 여성을 대신하여 비용 선지급
요청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미리 교통편을 예매하고 이후 후청구 하기도 한
다. 또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숙소 비용(Accommodation Cost)도 제공한다.
이러한 비용 지원은 여성들이 좀 더 이른 시기(임신 초기)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기여를 한다(NICE, 2019: 30).

4) 안전 구역 설정
영국은 1967년에 Abortion Act를 제정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Access
Zone’ 혹은 ‘Safe Zone’이라는 안전 구역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꾸준히 임신중단의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무엇보다 임신중단을 위해
클리닉에 방문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판과 설득행위를 하는 시위자들이 늘
어났다. 런던에 위치한 Richmond BAPS의 경우 오랫동안 격렬한 시위행위로
인해 여성과 의료인이 신체적 및 정신적 불안감과 낙인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 지방의회에서 시위자들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하는 공공장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위자들은 가톨릭 단체 소속으로 2004년부터 매일 하루에 4~5시간을
BPAS 기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 여성 방문객에 대해서는 설
득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거나 손을 잡아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위
가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Richmond BPAS에서는 그런 폭력시위에 대한 증거
를 꾸준히 모아서 지방의회를 통해 공공장소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과
적으로 이 내용이 받아져 더이상 시위단체는 해당 의료기관 인근에 접근할 수
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한 범위에서 시위가 행해지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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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 영역에서 BPAS를 비롯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00여 곳
으로, 여기서 1/5이 Richmond BPAS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140)

출처: Matthew Richards, 2019.11.5., 인터뷰.

[그림 Ⅳ-5] 영국 Richmond BPAS 및 인근지역 공공장소보호명령문
맨섬과 아일랜드의 경우, 이번 법 개정 시 안전구역 설정을 통한 여성과 의료
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시하였다. 맨섬의 경우, 법안 설정 초기에는 안전
구역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지만, 토론 과정에서 시위단체가 형성되었고, 그
단체가 실제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할 때 방해하는 등 폭력성이 나타나면
서 최종 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140) Matthew Richards, 2019.11.5.,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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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임신중단을 요청하는 여성이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상담 과정에서 취득
하게 되는 정보가 있다. 영국과 맨섬, 아일랜드 모두 동일하게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다면 최소한의 정보
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먼저 아일랜드의 경우,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제공받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득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을 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거주지역과 임신중단 실시 일자 및 실시하게 된 사유(조건)가 전부이
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141)
영국의 경우, BPAS에서는 여성의 의료기록(medical history), 산부인과 이력,
임신중단 사유 및 이름과 주소, GP 이름과 등록번호 등을 서비스 제공 과정
에서 취득한다. 여기서 NHS에서 지원받는 GP의 경우, GP 등록번호를 통해
임신중단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임신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여성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medical history에 자동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며,
이들 정보는 7년간 보관한 후 폐기된다. 그리고 정부(보건부)로 정보를 넘길
때, 의사 이름과 등록번호, 서비스 제공기관(장소), 여성(환자)의 NHS번호가
포함된다.142)
맨섬의 경우, 의료인은 임신중단에 관한 다음의 2가지 서류를 정부(보건부)
에 제출해야 한다. 첫째는 12주 이내 임신중단을 했다는 의사 본인의 선언문
과 환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서, 그리고 여성의 NHS번호, 거주 주소
와 우편번호이다. 이때 여성의 이름과 연령 등은 제외된다.143)
이상과 같이 임신중단 요청자인 여성과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에 대한 개인
별 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한다. 특히 영국에서 이들 간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맨섬과 아일랜드와 같이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임신중단이 약물과 수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후 여성(환자)과 의사 간 의료분쟁의 문제가 될 수 있어, NHS번호를 받게
되며, 영국 보건부에서는 이 정보를 5년까지만 보관하고 폐기한다. 맨섬도
141) Pheena Kenny, 2019.11.7., 인터뷰; Aoife O’Brien, 2019.11.7., 인터뷰
142) Matthew Richards, 2019.11.5., 인터뷰.
143) Michelle Moroney, 2019.1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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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유에서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한다. 특히, 맨섬의 경우, 임신중단
의 빈도와 비율을 여성의 연령과 인종, 결혼 유무, 이전 임신 및 임신중단 경력
등과 교차하여 분석 등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며, 이(통계용 정보)는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올해 법이 시행되어 2020년 6월 내(상반기)에
통계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정보는 폐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소결
가. 캐나다
캐나다의 사례는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더라도 임신중단이 만연하게 되거나
중･후기 임신중단이 증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범죄화 이후
인공임신중절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인공임
신중절은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임신중절률도 세계적으로 낮은 그
룹에 속한다. 물론 캐나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수치만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이
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통상 한국을 비롯하여 낙태죄가 존재하는 국가에
서는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공식적 집계가 불가능하고 여성의 경험 조사에서
도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과소보고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캐나다는
불법 문제가 없어서 누락이 최소화된 공식적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하
여야 한다. 낙태죄 폐지 이후 캐나다의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추이는 임신중단
에 대한 각종 제한이나 금지가 없어도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과 의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캐나다에서 임신중단권
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이후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수십 차례 제안되는 등(Joyce Arthur et al., 2013: 3) 낙태를 범죄화
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다. 주마다 의료 보장 체계가 달라 인공임신중절
전체를 무상의료 범위에 포함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크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100배 더 큰 영토
에 한국 인구의 70%가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 임신을 중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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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가톨
릭 문화의 영향으로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이 남아있으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과대학의 교육 훈련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Joyce Arthur et al., 2013:
3), 일부 과격주의자들에 의한 임신중단 클리닉에 대한 공격이 문제 되기도 한
다. 임신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권하는 ‘위기임신센터(crisis pregnancy centre)’
들도 접근성을 방해한다. 위기임신센터는 겉으로는 임신중단과 관련된 상담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도 아니고, 상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임신중단의 후유증을 강조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임신중단 클리닉 주변에서 비슷한 이름의 간판을 내걸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공공 의료 체계 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재정 지원, 의료인 훈련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
완해나가면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불법’이라는 장벽
의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 또
한 캐나다는 모성사망률이 10으로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하며(WHO, 2019: 72)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모성사망이나 합병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oyce Arthur et al., 2013: 2-3). 그리고 미페프리스톤의 보급과 원격의료
(telemedicine)의 확산은 인공임신중절을 제공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이 너무
멀어서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의 여성들에게 인공임신중절 접근성을 확대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144)나 민간 기금145)도 존재한다.
144)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비응급 진료를 위하여 원거리 이동을 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교통 지원 프로그램(Travel Assistance
Program)’이다. 인공임신중절도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다. 주 정부에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항공, 철도, 선박 이용료를
감면한다.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Travel Assistance Program
(TAP BC).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ccessing-health-care/tapbc/travel-assistance-program-tap-bc (검색일: 2019.11.27.)
145) 일례로 전미낙태연합(NAF)은 상담과 더불어 비용 지원을 한다.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NAF Hotline Fund.
https://prochoice.org/think-youre-pregnant/naf-hotline (검색일: 20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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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법의 부재가 임신중단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마련이 요구되
고, 재생산권 보장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1988년 판결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처벌법이 없고 인공임신중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임신중단권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영국과 맨섬, 아일랜드 사례는,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비슷하지만 다른 서비스
체계와 관련 규정을 갖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임신
중단에 대한 역사의 차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연관성이 있다.
먼저 영국은 1967년 Abortion Act를 도입하여 실행하면서,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지금과 다른 양상이었고,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또한 태아의
생존력 시점에 대한 의료기술적 개입이 지금처럼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시기
였다. 또한 영국의 법은 오늘날 새롭게 법을 설계･도입하는 이웃 국가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추상적이며 모호하여, 오히려 이웃 국가들에서 구체적인 법안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긴 법률이지만, 영
국의 임신중단 관계자, 특히 의료인들은 오히려 지금의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
인 법이 현장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좀 더 여성의 임신중단 건강 및 권리 보
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는데 유연(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또한 90년대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이 개발되었을 때에 이를 법
률에 적용하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지금의 구체적이지 않은 법률과 이에 대
한 큰 틀에서의 의료인의 법적 해석 및 적용이 여성에게 더 이롭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수정이나 개편
이 필요한 경우, 법의 개정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의료 지침을 적극
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영국은 NHS라는 국가보건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임신중단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그
것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비용에 대한
지원을 무료화하였다. 다만 기존의 질병과는 다르게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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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개인 정보는 사회적 및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취득하고,
또한 보관도 최소 기간으로 한 것은 NHS 제도 안에서 타 질환의 관리체계와
는 다르게 관리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맨섬과 아일랜드는 아주 최근에야 법을 도입한 국가로서, 인근 영국의 임신
중단에 대한 역사와 과정별 상황을 익히 검토하여 자신들의 법에 최대한 합당
하고 적절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후발주자로서 국민들과
입법자 및 관계자를 설득하고, 도입･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영국과 다르
게 법에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건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등이 명시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맨섬과 아일랜드의
경우, 영국보다 매우 구체적인 법안을 갖고 있다. 여성의 임신중단에 있어 안전
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어떤 법이 더 이로운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이다.
이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국과 맨섬, 아일랜드의 법률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이해이다.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
의 방법과 최소한의 절차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지원한다는 큰 방향성은 같
다. 물론 특정 시기 이후에는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
성이 있는 아일랜드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아일랜드 역시, 영국, 맨섬과 같이
임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 임신기
간에서 임신중단을 지원한다. 맨섬은 특히나 이외에도 임부와 임부의 가족이
처한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한 지원을 법에 명시하여, 좀 더 여성이 처한 다양
한 영역에서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영국의 Lesly
Regan 산부인과협회장은 “법이 설계되어 도입되면 반세기는 충분히 적용되도
록 해야 한다. 영국이 답이 아니다.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
보다 더 좋은 법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법이, 우리 의료현장과 여성
의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더 이롭다고 보기에 지금의 법이 큰 변화 없이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우리 역시 1967년에 법을
도입할 때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할지 몰랐다. 정치적으로도, 입법적으로도
모두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약물이 나왔을 때 임신중단이 지닌 위험성과 복잡
한 과정은 많은 의료인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을 바뀌게 하였다.
그리고 약물이 주는 이점이 매우 많고, 이것이 여성에게도 공유되어 최대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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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이들이 임신중단의 결정을 안전하게 하도록 의료인이 앞장서서 알리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의료현장이 다른 이가 경험하는 의료현장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의료현장에서는 잘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의료인들이
자주 만나 서로의 의료현장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선
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함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돕고, 지지
해야 하는 방안으로 입법자를 설득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도 시켜야 한다.
또한 이것이 여성과 국민을 위함임을 대중과 공유를 해야 한다. 법이 지닌 효력
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중과 의료인이 함께 합의하여 실천
할지는 현장에서의 몫이다”라고 하였다.146)
이상과 같이 임신중단에 대한 개별 국가의 상황과 이해, 이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상이하다. 그동안 우리의 임신중단법은 엄격한 조건과 기준으로 허용 가
능자를 판별하기 위한 역할만 했을 뿐,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오랫동안 임신중
단의 합법화를 왜 요구해 왔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었다. 법의
취지와 방향이 여성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경험했어야 했던 상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더이상 차별적이고 낙인적인
행위가 아님을 천명하고 국가의 국민(여성)에 대한 건강을 보호 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책무로서 이 법을 설계해야 함을 영국, 맨섬, 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146) Lesley Regan, 2019.11.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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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와 방향

1.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으로 적극적 입법 추진
가.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 완전 폐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통해 입법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임신
중단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일 것이다.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헌재의 결정문 취지에 맞으며, 처벌이 형법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다른 법안에 새겨질 경우, 임신중단의 합법화는 완전한
합법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처벌’이 여전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 이를 규제하는 제도 역시 만들어져
야 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아래에서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수많은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쟁점으로 지속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현장 방문한 아일랜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
는 작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헌법 8조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임신중단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처벌 조항은 여전히 남겨두었고, 임신중단이 허용되는
시기는 임신 12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런 이유로 법이 시행되기
전과 동일하게 임신 12주가 지난 여성은 여전히 잉글랜드, 웨일즈 등 인근 국가
로 임신중단을 위한 여행을 떠나고 있다.147)148) 즉, 한 국가 안에서 누구는
147) Mara Clarke, 2019.11.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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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중단을, 누구는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단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일랜드와 같이 처벌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정 기간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와 같이 임신중단을 불법
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합법적으로 12주 이내에 임신중단을
한 여성에게도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최근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는 반쪽의 성과일 뿐, 완전한 성과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의료인들은 여성과 같이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
인다. 이는 당연하다. 환자의 요구(요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의무적 행위에 처벌이 뒤따른다면, 누가
그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신념에 의한 거부권이라는 이유로 의료인들
이 자신의 의무과 책무를 회피하도록 하여, 신성한 의료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문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임신중단
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해서,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형법 제269조,
제270)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149)

148) The Irish Times(2019.2.20.). ‘Irish calls to UK abortion line drop but
women still travelling“
https://www.irishtimes.com/news/social-affairs/irish-calls-to-uk-abor
tion-lines-drop-but-women-still-travelling-1.3799415 (검색일:2019.12.6.)
149) 단, 형법 제270조의 부동의 낙태죄(임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한 행위에 대한 처
벌)는 존치를 해야 함. 김동식 외(2019: 231)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경
험한 여성 중에서 여성 자신은 임신중단을 원하지 않는데 파트너나 제3자로부
터 임신중단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같
은 보고서(p.247)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자(의료인 등) 모두 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 조사하였는데, 61.6%가 이에 동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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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중단 합법(허용)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전 임신기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입법 설계
1) 임신 주수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헌재의 이번 결정에는 ‘12주’와 ‘22주’라는 수치가 등장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
에게 혼돈과 갈등의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 마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한계 시점으로 이해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낙태를 합법화하여 지원하는 국가들 역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임신 주수이다. 그리고 사유
가 함께 결합되어 임신중단이 가능한 대상자를 분류(구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어떤 시기까지만 임신중단이 허용되고, 이후부터는 안 되는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임신중단의 합법화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을 흔드
는 것이다. 거의 모든 여성은 임신기간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10개월
이라는 임신기간 동안 여성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물론 임신 사실
을 알게 되는 임신 초기에 가장 큰 변화를 겪지만, 여성의 연령과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의 시간은 지속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시기에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만큼, 여성의 임신에 대한 본인 자신과
사회경제적 상황은 동일한 임시 기간에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안전한
임신중단은 가능한 초기 임신기에 가장 적절한 약물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이
때 전문적 상담과 시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늦게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거나, 임신임을 인지는 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지속
시킬 수밖에 없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임신을
유지해야 하거나, 두 연인이 갑자기 헤어짐에 따라 임신 유지가 자신의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과 같이 임신과 동시에 많은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데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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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까지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특정 집단으로만 허용을 한정하고, 그 이후
는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과 위험이 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은 임신중단의 합법화가 아니다. 여전히 여성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이 시기까지
만 되고, 그다음 시기까지는 국가가 정한다는 것은 이번 헌재 결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근 영국과 맨섬에서 만난 임신중단 관련 의료인 및 전문
가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임신의 전 기간에서 여성은
자신이 지닌 자원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동일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임신중단 관련 법과 제도는 여성들이 처
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어야 함도 강조한다.150) 물론 영국은 임신 24주라
는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지만, 이 기간 안에서 의료인은 여성들과 대화를 유연
하게 하고 있다. 의료인은 당사자인 여성에게 어떤 사정이고 어떤 문제로 임
신중단을 요청하는지 먼저 묻지 않는다. 여성이 원하면 듣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여성에게 일방적인 물음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
고 있었다. 그리고 전 임신 기간 여성은 자신의 몸과 관련하여 완전한 결정권
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 주수와 사유로 임신중단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의료전달체계가 공급
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 의료인의 전문성 제고 및 표준화된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2019년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만들
어지는 시기(최대 내년 말)까지 여전히 임신중단은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
만 합법이며, 대다수는 불법이다. 이미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있었던 2019년은
150) Lesley Regan, 2019.11.4., 인터뷰(영국); Alex Allinson, 2019.11.6., 인터뷰
(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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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고 있지만, 입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입법은
내년 말까지 하더라도,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
렇게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임신중단이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고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
히 이 기간동안 준비를 해서 실제 법이 마련되어 실현되었을 때 즉각 제도로
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언급한 유산유도제의 도입 준비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준비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그동안 임신중단은 대체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임신
중단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
나, 교육과정에서 아주 잠시 언급되는 정도로 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에서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아주 제한된 허용 사례가 아닌 이상, 일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신중단 사례는 의료인들 내에서도 공식화할 수 없어
의료인 개인적으로 익히거나, 혹은 비밀리에 공유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실제
임신중단이 합법화되어 시행된다면, 유산유도제와 같이 약물은 좀 덜하겠지만
수술적 방법에 의한 임신중단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인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를 위해 방문한 아일랜드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면서 임신중단이 합법화되었고, 그래서 의료인들이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지만, 실제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히려 낙태죄 폐지 이후 의료인 중에서는 신념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 이유로 의료인들이 그동안 임신
중단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합법화
되면서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신념적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였다. 그러나 합법화된 이후 의료인들에 대한 임신중단 교육이 시행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료인이 줄고 있고,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의료
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151)
이와 같이, 우리도 당장 법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의료인들이 임신중단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단을 외치는데, 의료인이 준비가
151) Pheena Kenny, 2019.11.7.,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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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아일랜드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안전
한 임신중단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즉시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에 이를 정식 포함시키고, 의료현장에서
도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직접 방문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교육
제공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의학
적 이해와 지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임신중단에 대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임신초기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유산유도제를 통한 임신중단은 서구국가들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산유도제를 안전한 약품으로 승인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수술적 방법보다 합병증 및
여성 질환 등 발생 위험도가 훨씬 낮다는 근거에 입각한다.
우리나라는 임신중단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여기에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단도 포함되어 있어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허가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임신초기 유산유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
장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다. 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를 포함한 미국, 스웨덴, 영국 등의 임신중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
분의 임신중단이 임신 12주~14주(1삼분기, 임신초기) 이내에 90~95%로 이루
어지고 있다(김동식, 2019).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임신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
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은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연유산인 경우, 자연스럽게 태아가 여성
의 몸 밖으로 나오도록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일부 약물이지만,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작년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절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다른 국가들과 같이 대다수의 여성들은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중단을 경험하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는 주로 약물적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임신중단이 합법
화된 서구국가들은 주로 약물적 방법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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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유산유도제 도입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이
시점에도 불법 약물에 의존해 임신중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건강
위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4) 유산유도제의 가정내 복용 방안 적극 검토
임신초기 유산유도제를 통한 임신중단은 많은 서구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방법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 약물을 병원에서 복용한 후 72시간
이내 다시 2단계 약물을 복용하여, 최종적으로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임신중단을 검증하게 된다. 이전에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하루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했었다. 그리고 2단계의 약물을 복용한 이후, 임신중단이 되었음이
판정되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혈을 경험
하거나, 현기증 및 다양한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잉글랜드에서도 2단계
약물은 가정에서 복용하도록 복용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좀 더 여성 친화적
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1, 2단계 약물을 병원에서 복용해야 하는 여성
에게는 이 시간이 많은 혼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낯선 공간에서 불편한
시선을 홀로 견디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1단계 약물 복용을 통해 부
작용을 체크하고, 의료인에 의해 2단계 복용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2단계 약물은 사전 정보를 제공 받아 여성이 원하는 공간(집 등)에서 스스로
복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적 침해
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맨섬의 경우도, 새롭게 법 개정을 통해 약물
을 가정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약물을 도입하고, 지금 유럽의 사례들처럼 우리도 좀 더 여성의
경험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유산유도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영국, 맨섬, 아일랜드 등과 같이 복용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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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임신중단 시기 확보를 저해하는 의무적 상담과
숙려기간 및 승인절차 지양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인 약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12
주 혹은 14주 이내와 같이 임신초기이므로, 이 시기를 가능한 넘지 않도록 여성
이 이를 인지하여 의료기관을 찾아가도록 홍보와 캠페인, 더 나아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제도에 의해 임신중단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담을 의무화하는 것, 이후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2인 이상
의 의료인 혹은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는 이번 헌재
결정 이후 다양한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이기도 하다.
상담은 임신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적이거나, 상담의 내용이 여성에게 맞지 않거나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그 상담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 이후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임신중단의 시기를 지연시
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의무적 숙려기간으로 인해 여성은 상담 이후 또다시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 외부에 시위단체가 있다면,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더욱 끔찍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연구
들에서도 숙려기간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케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Lindo & Pineda-Torres,
2019).
아일랜드의 경우, 현재 상담 이후 3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데, 상담을 했던
의료인이 3일 이후 방문했을 때 마침 휴가 등의 이유로 부재한다면, 그 의료
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다시 상담을 받고, 그날로
부터 다시 3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고 다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이
여성은 임신중단을 위해 최소 6일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게 된다. 이는 임신중
단의 방법이 약물이 아닌 수술적 방법으로 변경되어, 여성의 몸에 미칠 위험성
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신중단의 사유와 시기가 적절한지 승인절차
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다. 영국과 맨섬은 상담은 하지만, 여성
이 원하지 않으면 여성에게 제공되는 임신중단의 방법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상담 내용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숙려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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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질 수 있는 사회
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 한 상담을 의무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의무적인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조건에서 임신중단을 위한 승인절차를 의무적으로 밟도록 하는 것 역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을 방해하는 의무적 상담과 숙려기간 및 승인절차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양
및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 강화와 다양한 의료주체 활용
임신중단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신념에 따른 거부권을 보장
하고, 임신중단을 원하는 의료인에 한해서 혹은 특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번 연구에서 현장 방문한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임신중단 서비스 의료기관
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게 된 배경
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통적인 배경은 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의료인
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단을 하겠다는 의료인은 많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67년 법 시행 이후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신중단 서비스
를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BPAS, MSI, UNPAS
등이 그것이다. 아일랜드 역시 법 시행 이후 자발적으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정부(보건부) 산하에 HSE가 있고, 이 기관에서 GP 및 병원과 계약을 통해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승인을 해 주었다.
우리나라도 합법화되더라도 영국, 아일랜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지정병원으로 운영된다면, 특정 지역(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여성
들이 대도시 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으로 임신중단을 위해 여행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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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
도시 역시 폐업한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고, 궁극적으로 분만취약지역도 증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더욱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중단 서비스로의 접근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임신중단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와 같이 특정 전문
과목으로 서비스 제공처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
을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산부인과 의료인이 해야 한다. 그러나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은 특별히 수술적 요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므
로, 약물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지도 및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산부인
과 의료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
의학이나 내과, 혹은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아동청소년과 의료인을
통해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임신중단 서비스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재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은 아일랜드의 경우도 국가가 나서
서 임신중단에 대한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건강
보험제도를 오래 전부터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쉽게 제공받
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임신중단이 합법화되면 건강보험에 서비스 대상 항목
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공적재원으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물론 임신중단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그 분야의 전문가 및 의료인과의 충분한 논의
를 토대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 여성이 원하지 않는 한, 임신
중단시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무기록은 국민건강항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익명성을 높여주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7)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및 접근권 보장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과 이에 대한 안전한 임신중단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는 연령이나 장애 유무 및 사회적지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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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한 예로 청소년은 아직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보호자의 의사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의사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요건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범으로, 청소년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존중받
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헌재의 이번 결정 이후 임신중단의 입법적 방향
에서도 청소년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OECD 회원국 사례를 보면, 대체로 청소년의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청소년 안에서 임신중단이 가능한 연령과 그렇지 않은 연령으로
이분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친
인척이나 청소년을 잘 알고 있는 후견인 등 성인의 의사를 의무화하는 곳도 많다.
이렇게 청소년 내 연령 규제를 별도로 두고, 성인의 의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
년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리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의료인이 임신중단 과정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
고 보는 것은 편견이며, 임신중단을 행하는 의료인이 소통하면서 충분히 인지
력 정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임신중단에 대한 연령 규정, 그 안
에서 차등적 규제를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 내에서도 정신적 장애에 대한 편견
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신중단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임신중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도와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신중단 요청자가 미성년자, 지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의사능력, 결정능력을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되, 이때 의사의 개인적 신념이 개입
되어서는 안 된다. 연령과 장애, 기타 사회적 상황에 관계 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필요한 의료서비
스로의 접근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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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구역 설정을 통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환경
조성
안전구역(Access Zone)의 설정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중점적인 논의 주제
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을 개정한 국가와 지역들은 모두 안전구역
을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임신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 등 특정 공간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임신한
여성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영국은 1967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단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앞이나 인근에서 매일,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적인 시위여도 임신중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인데, 여성을 설득하거나
비난하고,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여성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체적으
로 막는 등 과격시위로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국가/지역에서 안전구역 설정을
통한 여성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방문한 영국의 Richmond BPAS는 최근 지역 의회를 통해 Anti-Social
Behavior Crime and Policing Act에 의거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2022
년 4월 1일까지 Richmond BPAS로 이어지는 모든 골목길 및 인근 공간에서
시위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렇다고 시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법에서 정한
구역 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지만, 그 구역을 벗어나서는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BPAS에서 가까운 골목길 및 전철역사에서 반대 시위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고 한다.152) 이번 Richmond BPAS의 안전구역 내 금지행위를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BPAS 전체 직원에 대한 언어적 및 신체적 방해와 관련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과 BPAS 직원을 상대로 한 음성 녹음과
사진촬영 등도 여기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맨섬의 경우는 의료인이 이동하는 곳, 특히 거주하는 집까지도 포괄한 엄격
한 금지 공간으로 확장하여 안전구역을 법에 명시하였다. 맨섬의 입법 발의를
실제 주관했던 Alex Allinson은 실제 우리와 같이 입법과정에서는 안전 구역
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신중단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152) Matthew Richards, 2019.11.5.,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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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시위단체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타 국가/지역의 법안 사례를 검토하게 되었고, 맨섬만의 안전 구역
에 대한 법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한다.153)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이
점도 있다.
안전 구역에 대한 설정을 이번 입법과정에서 검토해야 할지 논의가 아직은
없더라도, 우리도 맨섬과 같이 입법과정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없다고 하더라
도 오래 전에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현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안전구역 설정도 이번 입법과정에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9) 여성과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임신중단을 요청한 여성과 이를 도와준 의료인을 포함
한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음성적 임신중단이
만연해졌으며, 여기서 여성과 의료인의 정보는 은밀히 감춰졌다.
임신중단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 재정
지원이 되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 및 엄격한 관리일 것
이다. 영국과 맨섬의 경우,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NHS가 있
다. 여기에는 GP의 의료인등록번호를 통해 환자(소비자)의 의료행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역시 개인마다 건강보험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개인의 의료 히스토리는 개인번호를 통해 추적･관리할 수 있
다. 그러나 임신중단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영국과 맨섬은 매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반드시 폐기하는 등 엄격히 관리
를 하고 있다. 특히나 여성에 대한 정보는 더욱 최소화하고 있다. 국가마다 조금
씩은 차이가 있지만, 거주지역과 GP의 의료인등록번호 정도만 수집하고 있다.
물론 등록번호를 통해 여성 개인과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 이력이 NHS에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다.
153) Alex Allinson, 2019.1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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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의료인의 정보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분쟁을 위해 보관을 한다.
그렇지만 보관 기간은 5년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신중단이라는 것이 이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적 행위인 만큼, 여성과 의료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을 위한 목적
으로만 일정 기관 보관을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10)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 법제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실시 및 적극적 개선
올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내년 연말까지 정부와 국회
는 낙태 처벌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아일랜드와 맨섬과 같이 최근에 법
을 개정한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주어졌고, 다양한 층에서 여러
차례의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법을 마련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서
논의는 여전히 더딘 것이 사실이다. 헌재 결정이 있었던 4월 11일 이후 3개월
정도 국회와 학회, 연구기관이 주관한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해집단 간의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소강상태에 있다.
우리는 맨섬과 아일랜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현재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열려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일랜드의 경우, 매우 다양한 층에서 쟁점별 논의를 활발
히 하였다.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임신중단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쟁점
별로 어떻게 논의를 하였고, 어떤 대안으로 서로 간의 이견을 줄여나갔는지 관련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154) 그리고 지금은 이미 법이 시행되었지만 문제
점에 대한 논의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법 개정을 한 다른

154)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https://www.oireachtas.ie/en/search/?searchType=debates&debateTy
pe=all&datePeriod=all&originalFilter=%2Fen%2Fdebates%2Ffind%2F%3
FdatePeriod%3Dall%26debateType%3Dall%26resultsPerPage%3D20&q=
Regulation+of+Termination+of+Pregnancy (검색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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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는 다르게 아일랜드는 특이하게 Health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 2018에 법이 시행된 이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대한 평가
를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급하게 법을 개정함에 따라 3
년 이후 평가로 개선책을 찾아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위해 아일랜드 현장에서 만나 복지부 담당자 및 의료인, NGO 관계자
들은 이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법이라는 것, 특히 그동안 규제와 처벌로 한 국
가와 사회에 존재했던 수정헌법 제8조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논의만으로 충분
히 우리의 임신중단 방향을 설정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이
지 않는 문화, 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과거의 비판과 낙인적 시선은 합법화
라는 가시적 현실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여,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화했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법의 개정만큼 빨리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마련할 법
안에 아일랜드와 같이 법이 시행된 이후 3년 이내에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을 위한 관점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 즉각 반영하여 조금도
지체없이 법과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침해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임신중단 관련 입법시 고려해야 할 내용
본 연구의 <부록>에는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최근 법률을 제･개정한 8개 국가
및 지역(주 단위)의 법률을 가능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155) 이 내용은 향후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시에 내용 구성이나 각
세부 내용에서의 규정 및 지침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였듯이 ｢형법｣에서의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폐지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제시된 ｢모자보건법｣ 상의 인공임신중절
의 허용 사유 역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 제74
조(임산부의 보호) 3항에 규정한 유산･사산 휴가 제외 대상으로 “다만, 인공임신
155) 이 법률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도 국가/지역마다 있지만, 여기서는 임신중단과
관련된 법률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관련 법은 개별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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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역시 삭제해야 한
다.156)
여성의 임신주수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조항은 필요할 것인데, 다만 이것이 여성에 대한 규제를 위하기 보다는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을 현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장에 초점을 둔 ｢모자보건법｣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부록>에서 제시한 해외 사례와 같이 임신중단법이나 재생산건강법(가칭)
을 새롭게 신설하고, 임신중단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 건강 전반의 보장 내용
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서 제안하였듯이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는 반드시 지양
되어야 한다. 상담은 여성이 원할 경우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며,
숙려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신념에 따른 거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
하겠지만, 해외 사례와 같이 거부를 할 경우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타 기관(의료
인)으로의 연계는 의무화하고, 임부가 응급상황인 경우는 절대 거부할 수 없음
이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강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157)
국제산부인과학회(FIGO)의 ‘재생산 및 여성 건강의 윤리적 측면의 연구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Study of Ethical Aspects of Human Reproduction
and Women’s Health)’에 따르면, 임신 제1삼분기에 적절하게 수행된 비의료
적 이유에 의한 낙태는 만삭분만보다도 안전하다 …(중략)… 따라서 이른바
‘안전한 낙태(safe abortion)’를 위해서는 임신 제1삼분기에 잘 훈련된 전문
15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근로기준법 (검색일: 2019.12.9.)
157)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http://www.law.go.kr/detcSc.do?tabMenuId=tab85&query=2017헌바
127#licDetc150780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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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낙태가 시행되고, 낙태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낙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활성
화되어 낙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임신중단의 감소와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재생산(정
보)접근권 강화는 선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 제개정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2조의
규정을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보 및 교육 제
공 등의 근거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장다혜, 2019b), 둘째는 양성평등기본
법이나 폭력예방교육 등과 같이 관련법 내에 교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셋째
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신설하고, 여기에 앞서 제안한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적 및 재원적 지원 등과 함께 정보･교육
제공 등의 내용도 추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검토되든 장애
인,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경구용 피임약 관련 의약품 분류 개편
피임은 임신･출산을 조절하고 원치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예방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임신중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임신중단 관련 정책은 주로 임신중단에 대한 금지
강화로 이루어져 오며,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포
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입법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피임법 중 경구용피임약의 경우 실제 피임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를 위해
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경제적이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료 없이 구입･복용이 가능
한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
한 양상이다. 사전피임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여성 질환
치료를 위해 복용하거나, 검진을 통한 상황 변화에 따라 면밀하게 처방･복용
하여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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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다룬다는 뜻의 ‘산부인과’라는 명칭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미혼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병원 이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병원
이용에 대해 부담이 큰 현실에서 당장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여성의 재생산 건강
권 보호･강화를 위하여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이용 활성화 기반이 마련
된 후에는 점진적인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여성의학과’로의 명칭을 변경하여 여성 건강 전반에 대한 의료기관
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명칭 변경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점진적인 논의를 통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158)
응급피임약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전피임약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개편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사전 피임이 실패했을 때 구리장치 등 시술이 필요
한 방법 외 가장 간편하게, 최후의 방법으로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은 경구
용피임약의 하나인 응급피임약의 복용이다. 임신중단과 피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원치 않는 혹은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
로 임신중단율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피임약 분류에 대
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응급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효과가 떨어지며,
많은 양의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 문제까지
고려할 때 실제로 효과가 매우 뛰어난 피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응급
피임약은 마지막 단계에서의 피임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응급피임약은 빠른 시간 내 복용이라는 응급성을 요하는 약물이지만,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절차적, 비용적 문제 등으로 접근성 보장을 지연시키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소라, 2013: 95). WHO 역시 ‘의도하지 않은
임신(unintended pregnancy)’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여성에게 응급피임
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보호받지 못한 성행위나
158) 쿠키뉴스(2019.11.15.). “여성의학과 개명 추진 10년됐는데 여전히 산부인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9341 (검색일: 2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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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의 피해자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동 지원정책이 국가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지원 정책 내 일상정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WHO, 2015a). 특히 WHO는 응급피임약의 의학적 안전성을 꾸준히 신뢰해
왔으며, 동일 용량의 일괄제공이기 때문에 의사의 별도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
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채윤, 2017: 251).
이처럼 응급피임약의 기능과 역할, 사회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현행 전문의
약품 분류 체계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약사의 설명을 전제로 하는 준
전문의약품으로의 분류 체계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반대 측에서 내는
우려와 같이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며 무책임한 성관계를 양산하거나 오히려
과다한 호르몬제의 남용으로 인해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본질에만 집중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응급피임약을 남용할 것이라는 추측보다, 피임법 선택에서 당사자
간 평등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실제 성관계에서 여성에게 피임책임이 전가
되는 사회문화적 편견 등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응급
피임약이나 사전피임약의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은 반드시 올바른 포괄적 성교
육을 통하여 성관계 당사자 간의 평등한 의사합의를 통해 재생산 건강과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과 합의의 변화 노력 역시 수반될
때 비로소 효과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논의 후 좌절되었던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에서 충돌하였던 남용과
필요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왜 사전피임에서 실패하여 응급피임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즉, 당사자들이 어떤 경로로 피임에 실패하여 응급피임약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159) 따라서, 보다 우리나라
에 적합한 의약품 분류체계의 변경과 함께 교육을 통한 올바른 피임정보 전달
을 통해 피임 실패율을 사전에 감소시키고,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응급피임
약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치 않는 또는 의도하지 않은
159) 피임 의사결정 중 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의사결정에 의한 경우인지, 피임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인지, 경제적 부담으로 피임을 하지 못했는지, 피임을 잘
못하여 실패한 경우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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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의한 임신중단 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생산 권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책 개선
1) 포괄적 성교육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는 기존 고정관념을 답습
하거나 순결 중심, 또는 보건생식적 관점하의 정보 전달식 교육으로 인하여
실제 교육대상자의 필요(needs)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
다.160) 또한 “성폭력이 아닌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성관계로 인한 문제에 관련
된 정보 지원은 미비하고, 아동･청소년 임신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 국가적
입장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다(UN,
2014; 김채윤, 2017: 254).
유아부터 초･중･고 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성교육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교육이 미비하며, 다수의 미성년자와 성인까지도 관련 지식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가 많
은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다. 인터넷상에서 불필요하거나, 왜곡되
거나 잘못된 정보, 과다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 어
려워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교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등은 생식에 편중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재생산권
에 대한 올바른 인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기회 습득, 체계적인 보
건생식 정보 학습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관계 맺기, 섹슈얼리티 주체성 회복과
같은 필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이
성을 인지하는 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령별, 단계
별, 대상별 분류된 체계적인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하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중점 교육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식 배양과 건강권 보장을

160) 연합뉴스(2016.7.15.).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내용, 성 고정관념 재생산･고착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5/0200000000AKR
20160715104500004.HTML?input=1195m (검색일: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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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교육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

2) 재생산 건강관점의 정보 전달 및 교육 제공으로 전환
재생산 건강관점에서의 정보 전달 및 교육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자의 특성(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의 지원이 필요
하다. 생리, 임신, 출산, 임신중단, 2차 성징, 성병 등 기존 보건생식 관점하의
내용을 담더라도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신체 특징의 이해 기
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신
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건전한 성인식을 배양하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섹
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관계 맺기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성
도덕, 섹슈얼리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건전
한 섹슈얼리티의 정립, 성에 대한 판단기준 성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은 잠재
적으로 성폭력 예방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사례에서 가해자의 강간행위를
성교육 이전까지 ‘자신을 예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던 피해자가 성교육 후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사례를 들 수 있다.161) 실제 포괄적 성교육 내 세분화
된 교육으로 성인지감수성 증진교육, 성교육, 피임교육, 섹슈얼리티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각각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소 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한 성적자기결정
권을 향유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재생산과정과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시킨
다는 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3) 교육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및 교육방식의 다각화
교육대상자 필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첫 성경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순결, 임신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교육은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나 전통적인 결혼 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161) 대구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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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한 성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피임법, 상대방에게 동의
구하는 법 등– 를 도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변혜정, 2014:
70-7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수가
피임과 관련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연인 간의 피임 거부
나 잘못된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 및 대학 일선 현장에서도 건강한 섹슈얼리
티 표현하기, 평등한 관계 맺기, 피임 교육 등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이 부족하
며, 대학 외 사회에 진출한 성인의 경우 이러한 부족한 교육 기회마저 갖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송인자 외, 2015). 비록 지역별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지역별 편차,
지원 체계의 미비 등이 문제 된다. 따라서 개인이 생애주기별 올바른 피임법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궁극
적으로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인지감수성 증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참여도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강의식과 같이 교육을 보여주는 수업 형식은 지양하고, 실제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참여형 교육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콘텐츠 민감도가 날로 높아지는 젊은 연령층을 고려할 때 ‘현행화
된 콘텐츠의 활용’, ‘단순히 무지의 객체로 교육대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행위 및 재생산 건강권의 권리 당사자로 존중받을 수 있는 관점하에서의
교육 설계’가 요구된다.

4) 국가차원의 재생산권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 지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생산권 관련 교육과 정보제
공의 지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임신중단과 관련된 원치 않는 임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전면적인 피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교육과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임신, 출산, 피임, 가족
계획 등 재생산권과 관련된 상담 역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마련･
지원함으로써 임신중단율 감소에 기여한 바 있다. 이는 임신중단과 임신･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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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거나, 피임과 성교육을 분리하는 등 분절적인 교육이나 정책을 통해 재
생산 전체 과정을 분절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맥락
을 확인하고 그 유기적 관계성을 인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장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들의 출산율과 임신중단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이는 청소년 성 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동 연구는 미국 청소년들과 네덜란드 청소년들이 처음
성관계를 가지는 나이는 17세로 동일하지만 낙태율과 출산율에서는 미국이
네덜란드 보다 낙태율은 3배, 출산율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유
의미하게 지적한다(박은하, 2016: 347). 이처럼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성교육
은 자신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스웨덴의 여성아동
건강연구기관(Department of women’s and children’s health Karolinska
institutet)을 통해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Thies-Lagergren, 2013). 실제 앞서 피임권, 재생산권
관련 교육 문제에서 선술한 바와 같이 교육 외 기초적인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전달체계의 보완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
하는 자료가 주로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 여성의 생애주기,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층위에 따른 맞춤형 정보
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전달은
단순히 재생산 건강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별 보건의료
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인(찾아가는) 정보 전달 서비스를 통해 재생산
건강 정보 소외계층･지역 감소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김채윤, 2017: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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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맨섬(Isle of Man)의 Abortion Reform Act 2019162)
임신중절에 관련된 법을 수정한 법. 임신중절 서비스와 관련 상담이 제공되는
전제(premises)와 그러한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에 의해 점유된
(occupied) 전제들을 위한 접근 구역(access zones)에 대한 조항을 만들기
위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함.

제1장 서론
1. 짧은 제목
이 법의 짧은 제목은 임신중절 개혁 법안 2019(Abortion Reform Act
2019)이다.

2. 개시(commencement)
(1) 이 법은 해당 부처(the Department)가 명령에 따라(by order) 지정(appoint)
하는 날 혹은 날들에 효력을 발한다.
(2) (1)항에 의한 명령은 부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과적, 부수
적, 보완적, 과도적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3. 해석
(1) 이 법에서
- “임신중절 서비스(abortion service)”는 여성의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외과, 혹은 다른 형태의)를 의미한다.
- “상담(counselling)”은 다음과 같은 상담을 의미한다.
(a) 임신 기간 동안 제공되었을 경우, 6조 12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162)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s://legislation.gov.im/cms/images/LEGISLATION/PRINCIPAL/2019
/2019-0001/AbortionReformAct2019_1.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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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가이드라인이 해당 케이스와 관계가 있는 경우)
(b) 중절 이후 제공되었을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과 함께,
여성의 임신중절 이후의 전문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 “해당 부처(the Department)”는 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를 의미한다.
- “임신 기간(gestation period)”은 다음에 의해 산출된 임신 기간을 의미
한다.
(a) 여성의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경우, 임신 전 마지막 생리 주기의 첫
번째 날부터 계산함.
(b)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이거나 생리와 관련하여 이상(예: 무월경
(amenorrhea)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와 관련하여 계산한다.
-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여성이 임신중절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정보를 안내받은 이후에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맨섬 국립 보건의료 서비스(Isle of Man National Health and Care
Service)”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맨섬의 국립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병원을 의미한다.
- “약사(pharmacist)”는 2010년의 약사 명령(Pharmacy Order 2010)의
정의에 따라 등록한 약사를 의미한다.
- “관련된 제품(relevant product)”은 다음과 같은 의료 제품을 의미한다.
(a) 여성의 임신중절을 초래(procure)하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
(b) 임신의 중절을 위한 소견으로 여성에게 처방되거나 공급되는 제품
- “관련된 전문가(relevant professional)”는 2014 보건의료 전문가 법 3
항의 ‘보건의료 전문가’의 정의의 (a)부터 (d) 문단에 해당하는 사람
- “심각한 장애(impairment)”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의미한다.
(a) 태아의 수명과 생명의 질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것
(b)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것
(c) 여성이 전문가와 판단한 후에, 태아의 출생 이후 정확한 수술이나 적절
한 도움 혹은 적응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 록 ❚ 215

- “심각한 사회적 근거(serious social grounds)”는 여성에게 만성적으로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환경 혹은 조건을 의미
한다.
- “명시된(specified)”은 규제에 의해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 “치료(treatment)”는 관련 전문가와 약사와의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임신
의 결과물(the products of conception)에 대한 처분(disposal)을
통해 임신을 중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여성(woman)”은 임신한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163)
(2) 이 법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언급은,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인공적인 수단(화학적이든 외과적이든)을 통해 중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절(termination)’의 언급도 이에 따라 해석된다.
(3) 이 법에서 정해진 수준의 벌금(a fine of a stated level)은 표준 스케일의
시간에서 정해진 벌금의 수준을 의미한다.

제2장 임신중절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4.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의 대상
이 장에서의 임신중절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여성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a) 맨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b) 임신중절 서비스의 제공을 위급 상황에서, 건전한 신념(good faith)에
의해 형성된 의견에 따라, 등록된 의료진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자

5.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되는 곳
(1) 이 장에서 임신중절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a) 맨섬의 국립 보건의료 서비스(국립 보건의료 서비스 법을 참고하라) 아래
에서 이루어지는 것
(b) 국립 보건의료 병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의해 승인받은 다른 기관(premise)

163) 여기서는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성적 지향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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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b)항의 허가는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예외를 포함
할 수 있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10~11항에서 기술한 방식에 따라, 보건복지
부의 허가 하에 그러한 인원과 장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6.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의 조건
(1) 임신중절 서비스는 이 섹션의 조건들이 해당 사례에 충족된 경우에만 제공
될 수 있다.
(2) 임신 초기 14주 이내의 기간에, 임신중절 서비스는 여성 혹은 여성을 대리
하여 이루어진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3) 임신 15주차 시작부터 23주차 종료의 기간 동안, 임신중절 서비스는 등록
된 의료진이, (4)항~(7)항이 그녀의 사례에 적용된다는 좋은 신념(good
faith)에 따라 그러한 소견을 낼 때, 여성 혹은 여성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4) 이 항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5) 이 항은 태아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을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a) 아이에게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영향이 있을 때
(b) 자궁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6) 이 항은 여성의 주장에 따라,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 혹은 기타 불법적
인 성관계에 의해 초래된 경우에 적용된다.
(7) 이 항은 여성의 주장에 따라, 임신의 중절을 정당화할만한 심각한 사회적
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된다.
(8) 임신 24주차의 시작부터는 등록된 의료진이 좋은 신념에 따라 동의했을 경우,
그리고 의료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전문적인 의료적 조언을 들은 후에,
여성 혹은 여성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a) 임신중절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만성적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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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신의 지속이 임신중절 시보다 그녀의 생명에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고 판단될 때
(c)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태아가 그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의해 죽을 잠재적
인 위험이 있을 때
(d) 태아가 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ⅰ) 아이가 태아 시절의 심각한 발달 장애로 출생 이후 즉시 사망할 가능
성이 있을 때
(ⅱ) 아이가 수명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9)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원
을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한다.
(10) 임신중절 서비스가 여성에게 제공되기 이전에, 상담의 제공이 서비스 제공
의 시기를 늦추지 않는 한 여성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11) 임신의 지속이 (4)항이나 (8)-(a)에서와 같이 여성의 건강에 위험을 수반
할지를 판단하는 경우 여성의 실제 환경 혹은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
해야 한다.
(12)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상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하며, 이 조의 다른 규정에서 ‘상담’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고 보건복지부
에 의해 인정받은 사람에 의한 상담을 의미한다.
(13) 보건복지부는 때로 (12)항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4) (12)항의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틀이 지어져야 한다.
(a) 상담이 균형 잡혀 있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
(b) 태아 발달 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담은 임신을 지속하여 분만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 상담자들은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임신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의미
를 가지고 있고, 임신과 관련한 모든 옵션들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d) 임산부를 위해 지지 그룹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서면상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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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에 대해 권한을 받은 사람들
(1) 보건복지부에 의해 권한을 인정받고, 임신 기간에 대한 적합한 기술을 가지
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 임신중절 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a) 의사의 경우, 일반 의료 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로부터 받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2001 국가 보건 서비스 법의 4조에 따라 보건복지
부의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b)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간호 및 조산사 위원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c)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일반 의료위원회, 간호 및 조산사 위원
회 또는 일반 약제 위원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는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8. 양심적 거부
(1) (2)~(4)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 양심에 따라 임신중절의 치료 혹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서든 법 규정이나 다른 법적 요구에 의해서든
이 법이 규정한 어떤 치료나 상담에도 응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2)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정한 임신중절 시술과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의 고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3) 어떤 법적 소송에서든, 어떤 사람이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임신중절
관련 시술과 상담에 양심적으로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맹세한
경우에는 그러한 반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4) (1)항은 다음에 필요한 시술에 참여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
(b)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만성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
(5) (1)항에 따라 양심적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의료진이나 약사는 반드시 다음
과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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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신중절 서비스를 요청한 여성에게 지체없이 다른 의료진이나 약사(경우
에 따라)에게 찾아가 볼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
(b) 해당 여성이 (a)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6) 의료진 혹은 약사가 (4)항과 (5)항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결과 여성이 부상
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혹은 둘 다) 다음과 같은 벌에 처해 진다.
(a) (정보에 대한 경우) 벌금이나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b) (약식) 12개월의 금고나 5레벨의 벌금

9. 임신중절 서비스의 제공의 조건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
(1) (2)~(4)항에 따라, 여성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경우, (3)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임신중절 서비스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a) 여성이 16세 미만인 경우
(b) 의료진이나 약사가 해당 여성이 임신중절 시술의 성격과 함의를 이해할
수준의 성숙도와 지적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3) 이 항은 의료진이 다음과 같이 했을 경우에만 충족된다.
(a) 여성의 부모나 후견인, 혹은 부모와 같은 책임을 가진 타인의 동의를 받았
을 경우, 그리고
(b) 임신중절에 대한 동의의 결정이 좋은 신념 안에서, 여성의 최선의 이익
을 위해 내려진 것이 충족되었을 때
(4) 여성이 정신적, 의학적, 신체적 불능으로 인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줄 수
없을 때, 등록된 의료진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
해서는 안 된다.
(a) 부모나 후견인, 혹은 법적으로 그녀를 대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의 동의
를 얻을 것
(b) 상황이 급박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
진이 좋은 신념에 입각하여 판단한 경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의 없이 임신중절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5) (1), (2), (4)항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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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중절에 대한 자문(advice)의 제공
(1)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는 무죄로 판단한다.
(a) 임신중절의 가능성에 대한 자문이나 정보를 여성에게 정하는 경우(맨섬
안에서든 밖에서든)
(b)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위해 심화 된 자문이나 시술을 재공 해 줄 다른 사람
(맨섬에서든 밖에서든)을 추천해주는 경우
(2) (1)항에서 ‘자문’은 전자통신 기기를 통한 자문을 포함한다(2000년의 전자
거래법의 정의에 따라).

11. 임신중절을 야기하는 의료 제품의 제공
(1) 임신 초기의 14주 기간 동안, 의료진이나 약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여성에게 관련된 제품을 처방하는 것
(b) 여성에게 관련된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
(2)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여성에게 관련된 제품을 처방하거나 제공하여 임신의
중절을 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12. 임신중절에 따르는 의료 전문가의 의무
(1) 이 법에 의거하여 임신이 중절 되었을 때
(a)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경우, 의료진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
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살아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 태아는 없어진 것이며(must be
disposed of), (2), (3)항에 따른다.
(ⅰ) 가능한 경우, 여성의 의사에 따른다.
(ⅱ) 여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신중절이 이루어진 병원 혹은 다른
기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보건복지부는 태아의 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이 항과
관련된 모든 지시는 (3)항에 따른다. (지침에 대한 의회의 절차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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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아 혹은 태아의 어떤 신체 부위도 의학적 혹은 다른 분야의 실험과 절차,
혹은 어떠한 목적에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는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4) (1)-(a)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진은 아이의 출생 이후 가능한 한 여성
과 함께 아이의 장래의 의학적 케어에 대해 상담해야 하며, 그러한 케어를
계획함에 있어 여성의 의사를 유념해야 한다.

13. 태아의 성에 따른 임신의 중절
(1) 태아의 성에 따른 임신중절의 허가에 대해서는 6~11조의 어떤 것도 적용
할 수 없다.
(2) 명확하게 하기 위해, (1)조는 특정 성에서 더 발생하기 쉬운 유전적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성 감별에 따른 임신중절
을 금지하지 않는다.164)

14. 임신의 중절을 야기하는 죄
(1) 이 파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여성의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경우, 유죄이
다(벌금 혹은 14년 이하의 금고).
그러나 이 항은
(a) (2)항에 따르며,
(b) 그러한 행동이 11조 3항을 범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좋은 신념 하에 임신중절을 진행한 것이 증명
된 경우, 유죄가 아니다.
(a)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
(b) 여성 건강의 중대한 만성적 손상을 막기 위한 것
(3) 명확하게 하기 위해, (1)항은 여성에게 시술을 한 의료진이나 약사가, 여성
이 자신의 임신을 중절할 목적으로 관련된 제품을 취했다는 것을 수사기관
(constable)에 신고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164) (1)항은 단순히 성에 따라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항은, 예
를 들어 가족력에 따라 특정한 유전병이 한 성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
성별에 따른 임신중절을 금지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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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중절 이후의 상담 및 지원
(1)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임신중절 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임신중절 직후에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3)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상담과 지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그것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6.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파트의 규정에 따라 (a) 임신중절 과정에 참여하거나, (b) 임신중절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에게 관련 제품을 처방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은
1938년의 유아 살해와 유아 생명(보존)에 관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17. 규제
(1)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a) 등록된 의료진이나 기타 관련된 전문가나 약사는
(ⅰ) 임신중절의 이유와 그 환경(6조의 (4)~(8)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
을 기록해야 한다.
(ⅱ) 임신중절에 대한 고지와 그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
(b) 다른 사람에 의해 처방된 것에 의해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관련 전문가나
약사는
(ⅰ) 그러한 공급의 이유와 환경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ⅱ) 제공의 고지와 함께 기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 (a)와 (b)항의 관련 전문가 혹은 약사가(9조 2항 혹은 4항의 경우(장애
여성)를 제외하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좋은 신념으로 다음을 기록할 것
(ⅰ) 임신중절 시행이 13조를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
(ⅱ) 여성이 임신중절에 자유롭게 동의했고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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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규제에 따라 주어진 고지나 제공된 정보의 폭로(구체적으로 규정된 사람
이나 목적을 제외하고)를 막기 위한 규정
(2) (1)항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는 공공 보건 담당자
(the Director of Public Health)에게만 고지되어야 한다.
(3) (1)항의 규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충족시키지 않은 사람은 5레벨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장 임신중절 서비스를 위한 접근 구역(access zones)
18. 본 장의 해석
“접근 구역(access zone)”은 19, 20, 21조에 의거 하여 세워진 접근구역을
의미한다.
“상담”은 6조에서와 동일한 의미한다.
“고속도로(highway)”는 1986년에 따라 만들어진 고속도로나 자동차도로,
보도를 의미한다.
“환자(patient)”는 임신중절 서비스를 찾거나 활용하거나, 혹은 상담을 구하
거나 받는 가운데 접근 구역에 있는 사람(P)을 의미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P에게 감정적 지원을 위해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도 방해(pavement interference)”는 공공 도로에서 구두, 그림, 혹은
서면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하는 사람의 활동을 의미한다.
(a) 환자가 임신중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을 금하도록 설득
하거나 조언하는 것
(b) 누군가가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
(c) 임신중절 서비스에 대한 이슈를 환자에게 가르치는 것
“저항(protest)”은 구두나 그림, 문자 수단 등을 통해 임신중절 서비스와 관련
된 이슈에 대하여 반감의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공(provide)”은 촉진(facilitat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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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접근 구역: 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및
다른 기관
(1) 임신중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장에 나온 임실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보건의료 병원에 접근 구역
을 명령을 통해 만들 수 있다(의회 절차: 허가가 필요함).
(2)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 위와 같이 요청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는 고지를 통해 해당 건물에 접근 구역을 만들 수 있다.
(3) (1), (2)항에 따라 만들어진 접근구역은 병원이나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와 명령 혹은 고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 도로를 포함한다.

20. 접근 구역: 진료소
(1) 등록된 의료진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진의 진료소 주위에 접근 구역을 설정한다.
(2) (1)항에 의해 만들어진 접근구역은 해당 진료소가 위치한 대지와 함께 명령
이나 고지에 의해 지정된 공공 도로를 포함한다.

21. 접근 구역: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집
(1)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관련 전문가나 약사 혹은 상담을 제공
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는 그 사람의 집 주위에 접근 구역을 설정
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해 만들어진 접근구역은 해당 진료소가 위치한 대지와 함께 명령
이나 고지에 의해 지정된 공공 도로를 포함한다.

22. 접근 구역: 최대 차원(maximum dimensions)
(1) 19, 20, 21조에 따라 세워진 접근 구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한다.
(a) 병원, 진료소, 집 혹은 기타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
(b) 명령이나 고지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00m를 넘지 않는 선에서, (a)에
서 언급된 땅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공공 도로를 포함
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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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는 (1)-(b)의 최대 거리를 명령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3. 접근 구역: 금지된 행동들
(1) 접근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받은 후
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a) ‘보도 방해’에 참가하는 것
(b) 누군가가 임신중절을 제공하거나, 환자가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거나 상담
을 받지 못하도록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에 저항하는 것
(c) 임신중절 서비스 혹은 상담의 제공이나 이용을 막고자 하는 생각으로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ⅰ) 임신중절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ii) 상담이 제공
되는 건물을 감시하는 것
(d) (a)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b)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성가시
게 구는 것
(e) (a) 임신중절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b)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것
(2) (1)항을 어기는 경우는 유죄로서, 12개월 이하의 금고나 5레벨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항에 열거된 규정들이 경찰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4) (1)-(a)에 의한 기소의 경우, 기소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변호가 된다.
(a) 그 자신이 임신중절 서비스 혹은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인 경우
(b) 그 자신이 그러한 서비스 혹을 상담을 받으려고 찾는 환자인 경우

24. 접근 구역: 기타 위반
(1) 경찰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후에는, 임신중절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제공자 혹은 환자에 대하여, 혹은 환자가 접근 구역 안에
있는 동안, 서비스의 제공 혹은 이용을 막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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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거나, 스케치나, 다른 형태의 시각적 기록 방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2) 경찰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후에는, 타인이 임신중절 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a)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동행하려 하거나, 따라붙은 것, 혹은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b)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위협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3) 경찰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후에는,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 구역 내에 있는 사람
에게 반복적으로 편지나 전화, 팩스, 기타 수단으로 연락해서는 아니 된다.
(4) (1)~(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유죄이며, 12개월 이하의 금고 혹은 5
레벨의 벌금에 처한다.

25. 명령
(1) 법무장관의 적용에 의해, 대법원은 사람이 이 파트의 규정을 어기지 못하
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위반사항은, 이 파트의 위반을 구성하느냐에 관계없이, 혹은 이 파트의 위반
을 (a) 선동하거나 (b) 주선하거나, (c) 사주하거나 (d) 범할 음모를 세우도
록 하는 것이냐에 관계없이, (1)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26. 접근 구역: 고지
보건복지부는 고지의 방법을 통해, 그리고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2000년
전자 거래법에서 규정한 전자 통신 수단을 포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접근 구역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부 록 ❚ 227

27. 접근구역에 대한 명령과 고지의 폐지와 변경
(1) 이 장에 의해 세워진 접근구역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그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명령과 고지
를 통해 접근 구역을 만들었던 명령과 고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접근구역
의 설정을 신청한 자와 상담해야 한다.
(3) 26조는 접근 구역의 설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1)항에 의한 명령 혹은
고지의 폐지 혹은 변경에도 적용된다.

제4장 종결 규정(closing provisions)
28. 비용
이 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비용은 의회에 의해 제공된 돈으로 지출될 것
이다.

29. 폐지
(a) 범죄 코드 1872의 71조와 72조, 그리고 71조 앞의 표제를 폐지함.
(b) 1938년 유아 살해와 유아 생명 보존에 대한 법의 4조에서
(ⅰ) (1)항에서 ‘범죄 코드 1872의 71조의 위반에 대하여’와, ‘71조가
규정하는 범죄의’의 문구를 삭제한다.
(ⅱ) (2)항을 삭제한다.
(c) 1995년의 임신중절(의학적 방어)법을 폐지한다.
(d) 2016년의 국립 보건의료법의 부칙에서 1995년 임신중절법의 규정과 관련
된 사항들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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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아일랜드(Ireland)의 Health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165)
임신중절과 그 규제를 위한 법. 임신한 여성 혹은 그녀를 대리한 자에게 임신
에 대한 존중으로서 특정한 의학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임신중절을 위한 서비스를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1970년의 건강법과 다른 법안들을 수정
하기 위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다른 형태로 태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정보 규제법(국외에서의
임신중절을 위한 서비스), 2013년 임신 기간 동안 생명의 보전에 관한 법, 그리
고 다른 법제의 규정의 폐지와 그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

제1장 예비 및 일반 조항
1. 짧은 이름 및 개시
(1) 이 법의 이름은 2018년 건강(임신중절에 대한 규제)법으로 명명한다.
(2) 이 법은 장관이 일반적으로 혹은 특수목적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지정하는
날 혹은 기간에 효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규정과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날
이 지정될 수 있으며, 5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이나 규정의 폐지에 대해서
도 그러하다.

2. 정의
이 법에서
“2007년 법”은 2007년의 의료 시술자 법(Medical Practitioners Act
2007)을 의미한다.
165)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8/act/31/enacted/en/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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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은 2013년의 임신 기간 생명 보호를 위한 법(Protection of
Life During Pregnancy Act)을 의미한다.
“태아(foetus)”는 임신과 관련하여, 자궁에 착상할 때부터 여성의 몸에서 태아
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기간의 배아(embryo)나 태아를 의미한다.
“의사(medical practitioner)”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의료적 절차(medical procedure)”는 의사에 의한 약 혹은 의학적 치료의
처방을 포함한다.
“장관(Minister)”은 보건 장관을 의미한다.
“처방된(prescribed)”은 3조의 규제에 의한 처방을 의미한다.
“등록(register)”은 2007년 법의 43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의 등록을 의미
한다.
“임신중절”은 임신한 여성과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을 끝낼 의도로 이루어진
의학적 절차를 의미한다.
“여성”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

3. 규제
(1) 장관은 이 법에 언급된 사항들이 처방되었거나 처방될 것으로서(as prescribed
or to be prescribed) 규제를 통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이 법의 규정에 대한 편견 없이, 이 조의 규제들은 장관들이 규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한 부수적이고, 보완적이고, 결과적인 규정
들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 법의 모든 조항은 만들어질 때마다 의회의 양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규제
를 무효화 하는 결의안이 양원에서 제출 이후 21일 안에 통과되면, 그 규제
는 그에 따라 폐지되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의 유효성에 대한 편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비용
이 법의 집행 과정에서 장관에 의해 청구된 비용은 공공 비용 및 개혁 장관에
의해 규제된 범위 안에서, 의회에 의해 마련된 돈에 의해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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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지
다음의 것들은 폐지된다.
(a) 1929년의 출판 검열에 대한 법의 16조와 17조 1항
(b) 1946년의 출판 검열에 대한 법의 7조 b항과 9조 1항의 b
(c) 1979년의 건강법(가족계획)의 10조
(d) 1995년의 정보 규제법(국외에서의 임신중절 서비스)
(e) 2013년 법

6. 과도기적 규정
(1) 5조 (e)에서 규정한 2013년 법의 폐지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a) 그 법의 의미의 결정에 대한 검토가 미쳐 끝나지 않은 개시 시점에 해당
법의 12조에 따라 설치된 검토 위원회는 15조에 의해 설치된 것처럼 계속
해서 작동할 것이며, 16조와 17조는 위원회의 검토와 관련하여 적용
되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b) 보건의료 이사회(the Health Service Executive)는 그 법의 15조와
관련하여, 개시 날짜의 6개월 이내에, 보건 장관에게 보고서의 해당 사항
이 되지 않은 시기에 대하여 해당 법의 2부의 2장의 실행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이 조에서 “개시 일자”는 5조 (e)가 작동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7. 법의 실행의 평가
장관은 이 섹션의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를 시행
해야 한다.

제2장 임신의 중절
8. 정의
이 장에서 “적절한 의료진(appropriate medical practitioner)”은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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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의 위험이나 건강의 심각한 해에 대한 의료진의 평가
에 관하여, (임신한) 여성의 위험과 관련하여 치료와 돌봄에 적합한 의료진을
의미한다.
“이사회”는 보건의료 이사회를 의미한다.
“건강”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의미한다.
“의학적 전문성”은 2007년 법의 89조에 의하여 의학 위원회에 의하여 인정
된 의학적 전문성을 의미한다.
“산과 전문의(obstetrician)”는 산과 및 부인과(gynaecologist) 전문의를
의미한다.
“산과 및 부인과 전문의”는 “산과 및 부인과”의 의학적 전문성 하에 전문가
분과(specialist division)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진을 의미한다.
“관련된 결정(relevant decision)”은 13조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관련된 전문성(relevant specialty)”은 출생 이전, 혹은 출생 직후 28일 이내
에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의 존재에 대한 의료진의 평가 및
의료진 자신과 관련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의미한다.
(a) 의료진이 그러한 전문성에 의하여 전문가 분과에 가입되어 있음.
(b) 그러한 조건에 대한 진료, 관리, 치료에 대한 전문성
“평가(review)”는,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16조에서 규정한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 위원회”는, 관련된 결정과 관련하여, 15조 1항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의미한다.
“평가 패널(review panel)”은 14조 1항에 따라 구성된 패널을 의미한다.
“9조의 증명(certification)”은 9조 3항에 언급된 증명이나, 경우에 따라서
는 16조 2항의 (a)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거기에 따른 증명을 의미한다.
“10조의 증명”은 10조 2항에 언급된 증명을 의미한다.
“11조의 중명”은 11조 3항에 언급된 증명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6조
2항의 (b)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거기에 따른 증명을 의미한다.
“12조의 증명”은 12조 2항에 언급된 증명을 의미한다.
“생존 가능성(viability)”은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견하에서, 태아가 자궁을
벗어나 추가적인 생명 유지 수단 없이도 살 수 있는 임신 기간 중의 단계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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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명과 건강에의 위험
(1) 임신의 중절은 이 조에 따라서 2명의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을 검사한 다음
에, 좋은 신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을 때 시행될 수 있다.
(a)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건강에 큰 지장이 있을 때
(b) 태아가 생존 가능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c) (a)에서 언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때
(2) (1)에서 언급한 2명의 의료진 중에
(a) 한 명은 산부인과 의사여야 한다.
(b) 나머지 한 명은 적절한 의료진이어야 한다.
(3) (1)항에서 언급된 의료진들이 거기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을 확실히 하지 않는 한 임신중절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4) (3)항에서 언급된 증명과 관련된 임신중절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a) (2)항 (a)에서 언급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b) (2)항 (b)의 의료진 역시 산부인과 의사인 경우, 그 의사이거나 혹은
(2)-(a)의 의사에 의해서

10. 응급 시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
(1) 9조의 일반성에 위배 되지 않으면서, 혹은 13조 2항의 적용 하에서 16조
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결정과 위배 되지 않으면서, 임신중절은 이 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을 검사한 후에 좋은 신념으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a) 임신한 여성에게 즉각적인 생명의 위험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가 있을 경우
(b)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경우
(2)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진이 임신중절의 시행을 제안할 경우, 그 의사는
(1)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소견을 증명해야 한다.
(a) 임신중절을 시행하기 전에 혹은,
(b) 임신중절 시행 전에 그러한 증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한 후 3일 이내에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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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조의 규정에 따라, 두 명의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을 검사한
후에 좋은 신념을 가지고 태아의 출생 전이나 출생 후 28일
안에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아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조건
(1) 이
(2) (1)에 언급된 의료진 중에서
(a) 한 명은 산부인과 의사여야 하고,
(b) 나머지 한 명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어야 한다.
(3) 임신중절은 (1)에 언급된 의료진들이 이와 관련된 소견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시행해서는 안 된다.
(4) (3)항에 언급된 증명과 관련된 임신의 중절은 다음의 사람에 의해 시행되
어야 한다.
(a) (2)항 (a)에서 언급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b) (2)항 (b)의 의료진 역시 산부인과 의사인 경우, 그 의사이거나 혹은
(2)-(a)의 의사에 의해서

12. 임신 초기
(1) 이 조항과 관련된 임신중절은 의료진들이 임신한 여성을 검사한 후에, 좋은
신념에 따라 해당 임신이 12주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시행될 수
있다.
(2) 임신중절은 (1)에 언급된 의료진들이 이와 관련된 소견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시행해서는 안 된다.
(3) 임신중절은 다음의 때로부터 3일 이상이 경과 되지 않는 한 의료진에 의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a) 의료진들이 (2)항에 따라 증명을 한 날짜
(b) (2)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이전에 임신과 관련하여 증명
이 만들어진 경우, 이전의 그 증명의 시점
(4) (2)항에 언급된 증명과 관련된 임신중절은 (3)항의 (a), (b)에 언급된 기간
이 지났으나, 임신이 12주차를 넘어가기 전에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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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조의 목적과 관련하여, ‘임신 12주’는 여성의 임신 전 마지막 월경 주기의
시작 날짜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13. 의학적 소견의 평가를 위한 적용
(1) 9조 1항 혹은 11조 1항에 언급된 상황의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소견을 주도
록 요청받은 의사가 (a) 의견을 주지 않거나, (b) 소견을 주기는 하나 9
조나 11조의 증명의 목적에 필요한 의견이 아닌 경우, (이 장에서 ‘관련된
결정’으로 언급된) 그 의사는 임신한 여성에게 서면으로 (2)항에 따라 관련
된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신청서를 만들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2) 임신한 여성이나 혹은 그 대리자는, 관련된 결정의 평가에 대하여 이사회
에 처방된 형식과 수단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14. 평가 패널의 설치 등
(1) (2)항에 따라, 이사회는 관련된 결정과 관련된 평가 위원회를 만들 목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이사들의 패널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2) 패널의 멤버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전문가 분과에 등록된 의료진들
(b) 관련된 전문분야의 의료진들
(3) 이사회는 (2)항에 규정된 의료진의 자격을 잃는 패널의 멤버들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15. 평가 위원회의 설치 등
(1) 13조 2항의 신청서를 받은 직후, 혹은 3일 이내에, 이사회는 위원회를 세우
고 소집해야 하며(혹은 소집되도록 해야 하며), 그 멤버십은 2항과 3항에
따라 신청서의 주제가 되는 관련된 결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패널로
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2) 평가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산부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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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의 경우
(ⅰ) 9조 1항에 언급된 상황과 관계있는 관련된 결정의 평가의 경우, 적절
한 의료진
(ⅱ) 11조 1항에 언급된 상황과 관계있는 관련된 결정의 경우, 관련된
전공의 의료진
(3) 의료진이 이전에 임신한 여성을 위원회에서 평가될 관련된 결정과 관계된
문제로 상담한 경력이 있을 때, 평가위원회의 멤버 자격을 잃게 된다.

16. 관련된 결정의 평가
(1) 15조 1항에 따라 평가 위원회가 세워진 직후에, 혹은 7일 이내에 위원회는
관련된 결정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2) 임신한 여성을 평가한 후 평가 위원회가 관련된 결정에 대한 평가를 끝내
고 이에 대해 좋은 신념으로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견을 내었을 경우, 위원
회는 그들의 아래 (a)와 (b)에서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경우
에 따라,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임신한 여성과(혹은 13조 2항의 신청서
가 여성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과 임신한
여성에게)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 (ⅰ)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ⅱ) 태아가 아직 생존력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리고
(ⅲ) (ⅰ)에 언급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을 중절하는 것이 적합할 때
혹은
(b) 태아의 출생 이전이나 출생 후 28일내에 태아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할 때

17. 평가 위원회의 절차
(1) 평가 위원회는 관련된 결정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위해 서면 명령을 통해
의료진 혹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전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a)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명령에 구체화 된 바에 따라 자신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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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통제에 있는 문서나 기타 기록을 생산하여 위원회에게 전달하는 것
(b) 위원회에 출석하여 협조하고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질문에 답
하는 것
혹은 둘 다
(2) 임신한 여성은 평가 위원회가 자신의 말을 듣게 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을
대리하는 사람이 위원회에게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함을 고지한
경우, 위원회는 여성 혹은 대리인의 말을 듣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3) 평가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평가 위원회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장치
들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5) 평가 위원회의 멤버는 이사회 자체의 기금으로부터 보수와 활동비용에 대한
수당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공 비용 및 개혁부 장관의 동의하에 지급
받는다.
(6) 1조의 지시에 따라 평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이사회 자체의 기금으
로부터 보수와 활동비용에 대한 수당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공 비용 및
개혁부 장관의 동의하에 지급받는다.
(7) 합당한 사유 없이 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못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한 자는
즉결심판에 따라 C등급의 벌금형에 처한다.
(8) (7)항의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 절차는 이사회에 의해 진행되고 기소된다.

18. 평가의 운용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
(1) 이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장에서 언급된 평가의 운용에 대한 직전
년도의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보고를 받은
후 그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 (1)항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 조의 해당 연도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13조 이하에 따라 이사회가 받은 평가의 신청서의 수
(b) 수행된 평가의 건수
(c) 수행된 평가의 경우, 평가가 청구된 이유와
(d) 평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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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이사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혹은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서에서 제외해야 한다.
(a) 13조의 2항에 따라 신청을 한 여성 혹은 그녀를 대신하여 신청한 사람
(b) 13조 2항에 따라 임신한 여성을 대리하여 평가의 신청을 한 사람
(c) 다음의 일을 한 의료진
(ⅰ) 관련된 결정을 한 의료진
(ⅱ) 평가를 수행한 의료진
(ⅲ) 17조 1항의 지시를 준수하거나 위원회의 평가를 도운 사람 또는
(ⅳ) 평가 이후 임신중절을 수행한 사람
(4) 이사회는 (1)항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대한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서의 제출을 준비
해야 한다.

19. 증명서의 형태 등
(1) 증명서는
(a) 규정된 양식과 방식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b) 규정된 정보를 담아야 하며, 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ⅰ) 증명서와 관련된 임신중절의 확정(confirmation)이 평가의 대상이
었는지 여부
(ⅱ) 9조, 10조, 11조의 증명의 경우, 증명서가 다루는 임신중절 시행의
의학적 근거
(2) 이 조에서 ‘증명’은 9조, 10조, 11조, 12조 증명을 의미한다.

20. 통지(Notification)
(1) 9~12조와 관련하여 임신중절이 시행되었을 경우, 시술을 했던 의료진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ⅰ) 임신중절을 시행한 사실과 (ⅱ) (2)항에 명기된 정보에 대해 규정된
양식과 방식에 따라 기록을 남기거나 남겨지도록 해야 한다.
(b) 임신중절이 시행된 지 28일 이내에 해당 기록의 사본 혹은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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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을 규정된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 다음 정보는 (1)항 (a)의 (ⅱ)를 위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a) 임신중절을 행한 의료진의 의학 위원회 등록번호
(b) 임신중절이 9조, 10조, 11조, 혹은 12조의 증명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증명에 관계된 의료진 혹은 각각의 의료진의 의학 위원회
등록번호
(c)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이 거주 중인 카운티, 혹은 여성이 국외에 사는 경우
거주 장소
(d) 임신중절이 시행된 날짜
(3)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 조에 따라 받은 직전 1년
간의 통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그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장관은 (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가 제출 이후에 실행 가능하기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양식과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5) 이 조의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장관은 다음에 대한 정보나 혹은 합리
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해야 한다.
(a) (2)항 (a) 혹은 (b)에 언급된 의료진
(b) (2)항 (c)에 언급된 여성
(6) 이 조에서 ‘통지’는 (1)항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전달된 기록의 사본이나 그
부분을 의미한다.

제3장 기타 조항(Miscellaneous)
21. 동의
이 법의 어떤 것도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련된 법률이나 법 조항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22. 양심에 따른 거부
(1) (2)항과 (3)항에 따라, 이 법의 어떤 것도 의료진, 간호사, 조산사가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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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에서 규정한 임신중절의 시행에 참여하는 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
게 하도록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1)항은 10조에 따른 임신중절에 참여할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
(3) (1)항에 따라 양심적인 반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중절
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케어의 이전을 위한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
(4) 이 조에서
‘2011년 법’은 2011년 간호사 및 조산사 법을 의미한다.
‘조산사’는 간호사 및 조산사 등록에서 조산사 분과에 등록된 사람이나,
2011년 법의 46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 분과(조산사 후보자 분과 제외)에 등
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간호사 및 조산사 등록에서 간호사 분과에 등록된 사람이나,
2011년 법의 46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 분과(조산사 후보자 분과 제외)에 등록
된 사람을 의미한다.

23. 위반
(1) 이 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수단으로든, 태아
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2)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약물, 물질, 기구, 장치나 다른 것들이, 그것
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의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처방하거나,
투여하거나, 공급하거나, 초래하는 행위나, 혹은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거나
활용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 한 경우, 위법이
된다.
(3) (1)항과 (2)항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르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의도적
으로 끝내도록 돕거나, 교사하거나, 초래하는 것은 위법이다.
(5) 이 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벌금 또는 14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의 형벌에 처해 진다.
(6) 이 조의 위반에 대한 기소는 검사장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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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항의 어떤 것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24. 법인에 의한 위반
(1) 이 법에 대한 위법이 법인에 의해 저질러졌고, 그 위반이 해당 법인의 임원,
매니저, 비서, 혹은 다른 직원, 혹은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동의, 묵인에 의해 저질러졌거나, 혹은 고의적인 묵인에 의해 이루
어졌다고 증명된 경우, 그 사람은, 법인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으며, 고소
되고, 그가 처음 언급된 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처벌을 받는다.
(2) 법인의 사무가 멤버들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1)항은 관리에 관계 되어 있는
멤버들의 행위와 부작위(defaults)에 대하여, 그들이 법인의 임원이나
관리자인 것처럼 적용된다.

25. 특별한 이익이나 이점을 얻는 것의 금지
(1) ‘관련된 사람’은, 국외에서의 임신중절의 고려나, 혹은 국내외에서의 임신
중절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이익이나 이점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받거나 받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2) (1)항을 어기는 사람은 위법에 해당한다.
(3) (2)항에 따라 유죄인 사람은 즉결심판에 의하여 A급 벌금형에 처한다.
(4) 이 조에서
“관련된 사람(relevant person)”은 국내외의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대중에
게 정보나 조언, 상담(어떻게 기술되었든)을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관련된 사람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benefit)이나 이점(advantage)”은 관련
된 사람에 의하여 제공된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 조언,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그리고 그러한 정보, 조언, 상담의 합리적인 비용에 비해 더
많은 양, 사이즈의 금전적, 혹은 다른 형태의 이익이나 이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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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호주(Australia) Queensland의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 2018166)

제1장 서문
1. 짧은 제목
이 법은 2018 임신중절 법으로 명명한다.

2. 개시
이 법은 선언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효력을 발휘한다.

3. 목적
(a)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접근을 마련하기 위함.
(b) 임신중절과 관련된 등록된 의사들의 행위를 규정하기 위함.

4. 정의
부칙 1의 사전은 이 법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을 정의한다.

제2장 등록된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의 시행
5. 의사에 의한 22주 이하 시점의 임신중절
의사는 임신 22주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166)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bill.first/bill-2018-089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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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에 의한 22주 이후의 임신중절
(1) 의사는 임신 22주 이후의 여성에 대해 다음의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a) 의사가 판단하기에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중절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볼때
(b) 의사가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중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마찬가지
로 생각하는 다른 의사들과 의논했을 때
(2)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고려함에 있어, 의사는 반드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환경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황
(c) 임신중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적용되는 전문적 기준과 지침
(3) 응급상황의 경우, 의사가 판단하기에 여성 혹은 이후 태어날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해 임신의 중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의사는 22주 이상의
여성에게 (1)항과 (2)항의 경우가 아니라도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7. (임신중절을) 보조할 수 있는 등록된 의료진
(1) 의사는 다른 의사가 여성의 임신중절을 시행할 때 옆에서 도울 수 있다.
(2) 간호사, 조산사, 약사,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의 의료진이나 또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다른 등록된 의료진은 자신의 의료 관련 전문성의 행사를 통
해, 의사의 여성에 대한 임신중절의 시행을 도울 수 있다.
(3) 그러나, 보조하는 등록된 의료진이, 의사의 임신중절 시행이 5조와 6조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알거나 혹은 알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항과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의사의 임신중절의 시행을 돕는 것에 대한 이 조의 언급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임신중절 약을 조제하고, 공급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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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심적 거부를 가진 등록된 의사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a) 사람이 등록된 의사에 대해 다음을 요구할 때
(ⅰ) 여성에게 대하여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
(ⅱ) 여성의 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하는 것
(ⅲ) 6조에 따라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시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ⅳ) 임신중절에게 대하여 조언해줄 것
(b) 그리고 의사가 임신중절의 시행에 대해 양심에 따른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2) 등록된 의사는 (요청한)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적 거부를 드러내야 한다.
(3) 만약 그 요청이 여성이 등록된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나, 임신중절의 시행에 대해 여성에게 조언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의사
는 반드시 여성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도록 하거나 그녀의 진료를 다음
이에게 넘겨야 한다.
(a) 의사가 생각하기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
적 거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의사
(b) 의사가 보기에, 임신중절에 대해서 양심적 거부를 갖지 않은 의사에 의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4) 이 조는 응급상황에서 등록된 의사가 임신중절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9. 전문적 행위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장에 대한 준수
(1) 등록된 의사의 전문적인 행위나 수행에 대하여 본 법률하에서 고려할 때,
다음에 대하여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a) 의사가 5조와 6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경우에 대하여 여성에게 임신중절
을 행하는지
(b) 의사가 7조에 규정된 것 외의 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하는지
(c) 의사가 8조를 위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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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안을 포함한다.
(a) 의사 규제를 위한 국가적 법(the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 Queensland) 하의 통지
(b) 2013 보건 옴부즈만 법하의 항의
(c) 의사 규제를 위한 국가적 법에 언급된 사안

제3장 범죄의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10. 여성은 그녀 스스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다.
다른 모든 법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 임신중절에 동의하거나, 보조하거
나, 시행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제4장 안전 접근 구역
제1절 서문
11.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의 사람들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하고, 사생활과 존엄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a) 임신중절을 서비스하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
(b) 임신중절을 서비스하는 기관에 고용되어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거나, (직업
상의) 의무 혹은 책임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접근하는 사람들

12. 이 장의 적용
본 장은 1992년의 평화로운 집회의 법에도 불구하고(despite)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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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termination services premises)의
의미
본 장에서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a) 여성에 대한 임신중절의 시행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관
(b) 약국을 포함하지 않는 곳

14. 안전 접근 구역의 의미
(1)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을 위한 안전 접근 구역에 속하는 장소는
(a) 그 기관 안에 있거나
(b) 해당 기관의 입구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곳을 의미한다.
(2) (3)항에 의해 거리가 규정되지 않는 한, (1)항 (b)의 규정된 거리는 150m
이다.
(3) 규제를 통해 (1)-(b)의 거리를 규정할 수 있다.
(4) 장관은 건물의 위치와 관련하여 규정된 150m의 거리가 불충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클 때,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지사에게 (3)항의 규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제2절 위반
15.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들
(1)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을 위한 안전 접근 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의 행위
는 금지된다.
(a) 임신중절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b)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혹은 들리도록 하며,
(c) (b)에 언급된 사람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ⅰ)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
(ⅲ) 임신중절을 요청하거나 진행하는 것
(ⅲ)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혹은 이를 보조하는 것
(2) (1)-(c)-(ⅰ부터 (ⅲ)에서 언급된 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거나, 제3자가 이를
보고 듣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는 금지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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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은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최대 처벌: 벌점(penalty unit) 20 혹은 징역 1년
(4) (3)항은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6.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에서 (또는 근처에서)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
(1) 이 조는 다음과 같은 기록(제한된 기록)에 적용된다.
(a) 타인이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 안에 있거나, 혹은 드나드는 것을 음성 혹
은 시각 자료로 기록하는 것
(b) 해당 인물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것
(2) 합당한 이유 없이는,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제한된 기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안전(security)의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드나드는 사람들
에 대해 ‘제한된 기록’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최대 처벌: 벌점 20 혹은 징역 1년
(3)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제한된 기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최대 처벌: 벌점 20 또는 징역 1년
(4) (2)항과 (3)항은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는 그러한 행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5) 이 조에서
배포(distribute)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특정한 사람에게든 아니든, 소통하고, 전시하고, 보내고, 공급하고, 전송
하는(라이브 스트리밍 포함) 행위
(b) 특정한 사람에게든 아니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c) (a)와 (b)에 언급된 것들을 하기로 동의하거나 준비하는 경우, 그리고
(d) 배포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출판(publish)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공지, 광고전단, 혹
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출판하는 것
시각적 기록은 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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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조항(miscellaneous)
17. 증거 보조(evidentiary aids)
4장의 2절에 대한 범죄의 소송에 대하여, 최고책임자(chief executive)가
서명하고 다음 중 하나의 사안을 진술한 증명서는 그 사안에 대한 증거가 된다.
(a) 진술된 기관들이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이라는 것
(b) 진술된 장소가 임신중절 서비스 기관을 위한 안전 접근 구역 안에 있다
는것

18. 규제를 만드는 권력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규제를 만들 수 있다.

제6장 법의 수정
제1절 이 법의 수정
19. 수정된 법
이 절은 이 법을 수정한다.

20. 긴 제목의 수정
긴 제목에서, ‘, and to amend’를 뺀다.

제2절 범죄 코드의 수정
21. 수정된 코드
이 절은 범죄 코드를 수정한다.

22. 224~226조의 제외(omission)
224조에서 226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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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섹션 282의 수정(외과 수술과 의학적 치료)
(1) 282조 1항에서 제외하고 삽입한다.
(1) 어떤 사람이 좋은 신념과 합리적인 케어와 기술로, 다른 사람이나 태어
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수술 혹은 치료를 할 때, 그 수술이나 치료가
해당 케이스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면,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A) 어떤 사람이 좋은 신념과 합리적인 케어와 기술로, 응급상황에 다른 사람
이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수술 또는 치료를 할 때, 그 수술
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 산모의 생명이나 혹은 이후에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282조 4항에서 의료적 치료(medical treatment)와 외과 수술(surgical
operation)의 정의를 제외한다.
(3) 282조 4항에 다음을 삽입한다.
의학적 치료(1항)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격
이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치료는 제외한다.
외과적 수술(1항)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격
이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술은 제외한다.

24. 313조의 수정(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살해)
313조에 다음을 추가한다.
(1A)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것은, 2018년 임신중절법에 따라,
(1)항에 따른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여성이 스스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의 범죄적 판단에 대한 내용은 2018년
임신중절법의 10조를 참고하라)

25. 319A의 새로운 삽입
319조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319A. 무자격자에 의해 수행된 임신중절
(1) 무자격자가 여성에 대해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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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무자격자가 임신중절 시행을 보조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7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3) (2)에서 언급한 ‘임신중절 시행을 보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임신중절을 위해 약물을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
(b) 임신중절 약물을 투여하는 것
(주: 2018 임신중절법의 10조는 여성이 스스로 임신중절에 동의하거나, 보조
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4) 이 조에서
‘시행하다(perform)’에는 시행하고자 시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규정된 의사(prescribed practitioner)’는 다음과 같은 보건 관련 직업을
수행하도록 의사 규제 국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학생 제외)을 의미한다.
(a)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의 의료 관련 직종
(b) 조산사
(c) 간호사
(d) 약사
(e) 2018년 임신중절법 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 종사자의 직종
‘(임신)중절(termination)’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의도적
인 임신의 중절을 뜻한다.
(a) 약물을 투여하거나
(b) 기구나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임신)중절 약물’은 임신중절을 초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무자격자(unqualified person)’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a)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
(b) 임신중절의 시행을 돕는 것과 관련하여
(ⅰ) 의사가 아닌 사람
(ⅱ) 자신의 보건 직종 관련 행위를 통해 보조를 하는 규정된 의사
(practitioner)가 아닌 사람.
‘여성(woman)’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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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977년 증거법의 수정
26. 수정되는 법
이 절은 1977년의 증거법을 수정한다.

27. 14B의 수정(절의 다른 정의들)
14조 B에서, 성폭력(sexual assault offence), (a)(ii) 단락에서 ‘224조,
225조, 226조 외에(other than)’를 삭제한다.

28. 21A의 수정(특별한 목격자의 증거)
21조 A(1)에서, 성폭력(sexual assault offence), (a)(ii) 단락에서 ‘224조,
225조, 226조 외에(other than)’를 삭제한다.

29. 21AC(4A절(division)을 위한 정의)
(1) 21조 AC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offence involving violence)’에서,
‘319’ 뒤의 두 번째 점 항목에 ‘319A’를 삽입한다.
(2) 21조 AC에서, ‘성적인 성격의 범죄(offence of a sexual nature)’의 정의
에서 첫 번째 점 항목의 ‘224조, 225조, 226조를 제외하고’를 삭제한다.

30. 21M(보호된 증인의 의미)의 수정
21M조 (3)항의 ‘규정된 위반(prescribed offence)’의 정의에서, ‘309’ 뒤에
‘319A’를 삽입한다.

제4절 2000년 후견인 및 행정법(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의 수정
31. 수정되는 법
이 절은 2000년 후견인 및 행정법(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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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1조(임신중절)의 수정
71조 (1)항에 나오는 ‘~는 필수적이다(is necessary)’를 삭제하고, ‘2018년
임신중절법에 따라 의사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5절 1992년 처벌 및 형벌에 관한 법(penalties and sentences
act 1992)의 수정
33. 수정되는 법
이 절은 1992년 처벌 및 형벌에 관한 법(penalties and sentences act
1992)을 수정한다.

34. 151F조(치료의 명령이 만들어질 수 없을 때)의 수정
151F조의 (2)항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에서, (a) 문단의 ‘224, 225, 226조
의 범죄를 제외하고’를 삭제한다.

제6절 2000년 경찰 권력과 책임에 관한 법의 수정
35. 수정되는 법
이 절은 ‘2000년 경찰 권력과 책임에 관한 법’을 수정한다.

36. 30조(영장 없이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규정된 조건)의 수정
30조에 다음을 추가한다.
(ⅰ) 2018년 임신중절법의 15조 혹은 16조를 위반했거나, 현재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

37. 32조(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규정된 조건)의 수정
32조 (1)항에 다음을 추가한다.
(o) 2018년 임신중절법의 15조 혹은 16조의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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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1995년 교통 운용(및 도로 사용 관리)에 대한 법의 수정
38. 수정되는 법
본 절은 1995년 교통 운용(및 도로 사용 관리)에 대한 법을 수정한다.

39. 7장 22절의 추가
7장에 다음을 추가한다.
22절. 2018년 임신중절법을 위한 과도적 규정
232조. 부칙 2는 폐지된 범죄에 적용된다.
부칙 2는 그것이 2018년 임신중절법 이전에 효력이 있었던, 범죄 코드 226
조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처럼 적용된다.

40. 부칙 2(범죄 코드 하의 자격을 박탈하는 범죄: crossing
supervisors)의 수정
(1) 부칙 2에서 226조의 항목을 삭제한다.
(2) 부칙 2에 319A조(무자격자에 의한 임신중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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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호주(Australia) New South Wales의 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 Bill 2019167)
제1절 서론(Preliminary)
1. 법률 제목
본 법률은 임신중단에 관한 개정 법률(Abortion Law Reform Act) 2019
이다.

2. 시행
본 법률은 본 법률에 동의한(assent)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임신중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참고(Note). 본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임신중단(abortion)에 관한 1900년
형법(Crimes Act 1900)의 조문을 삭제(repeal)하고 임신중단(abortion)
에 관한 보통법(common law)상 범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었다.
(b) 보건 전문가의 임신중단에 관한 행위를 규제한다.

4. 정의
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부칙의 용어에서 정의한다.

167)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s://www.parliament.nsw.gov.au/bill/files/3654/Passed%20by%20both
%20Houses.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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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된 보건전문가의 임신중단 행위
5. 의료인에 의한 22주 이내의 임신중단
(1) 의료인은 임신 22주를 경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perform a termination)할 수 있다.
(2) 의료인은 다음의 사람으로부터 임신중단(termination)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a) 본인, 또는
(b)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근거하여 본인을 위하여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자
(3) 다만, 긴급한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위 (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의료인에 의한 22주 경과 후 임신중단
(1) 전문 의료인(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임신 22주가 경과 한 자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a) 전문 의료인이 본조 (3)항에 명시된 사항과 (4)항에 따른 자문(advice)을
검토한 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b) 전문 의료인이 본조 (3)항에 명시된 사항을 검토한 후 자문을 구한 다른
전문 의료인 또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c) 전문 의료인이 다음의 사람으로부터 임신중단(termination)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ⅰ) 본인, 또는
(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근거하여 본인을 위하여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자
(d) 인공임신중절이 다음의 장소에서 시행된 경우
(ⅰ) 1997년 보건복지법(Health Services Act 1997)이 정하는 공공보건
기관(statutory health organisation) 산하 병원, 또는

부 록 ❚ 255

(ⅱ) 승인받은(approved) 의료시설(health facility)
(2) 위 (1)(d)는 인공임신중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조 서비스
(ancillary services)는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병원
또는 의료시설(health facility)에서만 제공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본 절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전문 의료인은 반드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b) 본인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 그리고
(c) 인공임신중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전문적인
규준(standard)과 지침(guideline)
(4) (3)항을 제한하지 않되, 전문 의료인은 제안(proposed)된 임신중단(termination)
에 대하여 다학제연구팀(team) 또는 병원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에 자문(advice)을 요청할 수 있다.
(5) 긴급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임신중단(termin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전문 의료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인은 본조 (1)항과 (3)항에
따르지 않고도 임신 22주가 경과 한 자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a) 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b) 다른 태아를 구하기 위하여
(6) 본 절에서 말하는 보조 서비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검사 또는 다른 의료적 처치(medical procedures), 또는
(b) 투여(administration), 처방(prescription), 약물의 복용, 또는
(c) 규정에 명시된 다른 시술(treatment) 또는 서비스
참고. 본 절은 본 법률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본 법률이 제정된 때의 보통법
(common law)에서 나타나는 임신중단(termination)에 대한 입장
(position)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7. 상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요건(requirement)
(1) 본 절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인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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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안된 임신중단(termination)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 사람과 상의
하는 것이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여야 한다.
(b) 의료인의 평가에 의하여, 상담이 유익하고 위 사람이 상담에 관심이 있
는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담(publicly-funded counselling)을
포함하는 상담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 사람에게 제공한다.
(2) 본 절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 의료인
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담(publicly-funded counselling)을 포함하는
상담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긴급한 경우 본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8. 등록된 보건전문가의 보조
(1) 의료인, 간호사(nurse), 조산사(midwife), 약종상(pharmacist), 또는 호주
원주민(Aboriginal)이나 토레스 해협 섬(Torres Strait Islander)의 보건
전문가(health practitioner), 또는 규정(regulation)에서 정하는 다른 등
록된 보건전문가는 의술(health profession)을 실천하여 의료인의 인공임
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할 수 있다.
(2) 그러나, 본 절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되는 인공임신중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조하는 등록된 보건전문가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만 했을
때는 본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명시하는 인공임신중절에의 보조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피임제
(termination drug)의 조제(dispensing), 제공(supplying), 또는 투여
(administering)를 포함한다.

9. 등록된 보건전문가의 양심적 거부
(1) 본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등록된 의료인에 대하여 어떤 자(이하 ‘갑(the first person)’이라 한다)
가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ⅰ) 다른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기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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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른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하기를, 또는
(ⅲ) 본 절 제6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지에
대하여 의사결정 하기를, 또는
(ⅳ) 다른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기를 갑에게 조언(advise)
하기를, 그리고
(b) 의료진(practitioner)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has a conscientious objection) 경우
(2) 등록된 보건전문가는 갑이 위 사항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즉시 갑에 대하
여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를 표시(disclose)하여야 한다.
(3) 만일 갑이 등록된 의료인(이하 ‘을(the first practitioner)’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 사람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또는 위 사람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기를 위 사람에게 조언(advise)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지체 없이
(a) 을은 위 사람에게 을의 판단(reasonable belief)에 인공임신중절의 시행
을 양심에 따라 거부하지 않을(does not have a conscientious
objection) 의료인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위 사람의 진료(care)를 다음의 사람에게 이송(transfer)한다.
(ⅰ) 을의 판단(reasonable belief)에 요청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
임신중절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지 않을 다른 등록된 보건
전문가, 또는
(ⅱ) 을의 판단(reasonable belief)에 요청된 의료서비스인 인공임신중
절을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지 않는 다른 등록된 보건전문가로 하여
금 제공하게 할 보건 서비스 제공자(health service provider)
(4) 본조 (3)(a)의 목적에 따라, 을은 조문(paragraph)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the Ministry of Health)이 승인한
정보를 위 사람에게 줄 때, 조문에서 정하는 의료진(practitioner)의 의무
를 준수한다.
참고.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보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를 갖지 아니하는 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인에 대한 정보 등 보건
의료 서비스(health services)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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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즈 정부 서비스상 상세한 신상 정보(contact details)
로 구성된다.
(5) 본 절은 긴급한 경우 등록된 보건전문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
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10. 전문적인 의료행위(conduct) 및 의료서비스(performance)
(1) 등록된 보건전문가의 직업적 행위(professional conduct) 및 성과
(performance)에 관한 법률(Act)에 따른 고려에서, 의료진에 대하여 다음
의 사항을 판단한다.
(a) 본 절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인공임
신중절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또는
(b) 본 절 제8조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을 보조
하였는지 여부, 또는
(c) 본 절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본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a)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SNW)에서 규정하는
고지(notification), 또는
(b) Health Care Complaints Act 1993에서 규정하는 민원(complaint)
(3) 본 법률은 보건전문가에게 적용되어 등록된 보건전문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규준(standard)과 지침(guideline)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의무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11. 임신중단 이후 출생한 자
(1) 본조는 임신중단의 결과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법률은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의료인이나 다른 어떠한 등록된 의료인
이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학적 진료(care)나 치료(treatment)를 제공할 의무
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a) 의학적(clinically)으로 안전한 것, 그리고
(b) 위 사람의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에 적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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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법률이 전문적인 규준(standard)과 지침(guideline)을 준수해야
할 등록된 보건전문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은 본
절의 10(3)을 참조한다. 또한 보건부장관(Secretary of the Ministry
of Health)이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에 관하여 승인된 의료시설(health
facilities)에 지침(guideline)을 발송(issue)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하거나 인공임신중절을 보조하는 등록된 보건전문가가 지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본 절의 14를 참조한다.
(3) 임신중단의 결과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제공해야 하는 등록된 보건전문가의
의무는 의학적 진료와 치료는 임신중단이 아닌 다른 경위로 출생한 자에 대하
여 의학적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와 다르지 아니하다.

제3절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보호
12. 스스로 임신중단한 자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보조, 동의하는 자는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절 기타
13. 22주를 경과 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의료시설(health
facilities)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또는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임신 22
주를 경과 한 자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승인할 수
있다.

14. 인공임신중절 지침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2) 본조 (1)항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위 지침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학제연구팀과 병원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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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학제연구팀 또는 병원자문위원회의 운영
(b) 임신중단(termination)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학제연구
팀 또는 병원자문위원회의 보조(assist)
(3) 본조 (1)항에 의하여 위 장관이 지침을 발행하면,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거
나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하는 등록된 보건전문가는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의료인의 임신중단에 대한 신고 의무
(1)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반드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후 28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 장관이 정한 임신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위 정보는 본조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장관이 승인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위 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본조에 의하여 위 장관에게 의료인이 제공한 정보는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6.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임신중단
(1) 본 의회(Parliament)는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임신중단을 반대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은 본조가 시행된 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를 시행하여야 한다.
(a) 인공임신중절이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review)를 실시한다.
(b) 위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Minister에게 제출한다.
(3) 위 보고서는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대책을 포함
하여야 한다.
(4) Minister는 의회의 임기 중인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각각에게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본조 (4)항에 의하여 의회의 임기 중인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은
임기 중인 의장이 수령한 날로부터 회기 중 5일 이내에 그 의회(House)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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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절 14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에 관한 지침은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임신중절을 금지(prevent)하는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17. 조사(Review)
(1) 위 Minister는 본 절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 본 법률의 운영(operation)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b) 의회의 임기 중인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본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임기 중인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은 임기
중인 의장이 수령한 날로부터 회기 중 5일 이내에 그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규칙(regulations)
주지사(Governor)는 본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거나 허용하도록 명시되어야 하는, 또는 본 법률의 시행이나 발효의 필요
성이나 편의를 위하여 명시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matter)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용어
호주 원주민(Aboriginal)이나 토레스 해협 섬(Torres Strait Islander)의
보건전문가(health practitioner)란, 학생을 제외하고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의하여 원주민 지역 및 토레스 해협 섬에서 전문
의학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승인받은 의료시설이란, 제13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병원 또는 다른 시설을
의미한다.
병원자문위원회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a) 1997년 보건복지법(Health Services Act 1997)가 정하는 공공보건기관
(statutory health organisation) 산하 병원, 또는
(b) 승인받은(approved) 의료시설(health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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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란, 의료인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임신중단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a)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 그리고
(b) 인공임신중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지침
에 따른 것
의료인이란,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의술에 종사
하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조산사(midwife)란,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조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다학제연구팀이란, 등록된 보건전문가 및 다른 보건학(health professional)
에 종사하는 자들의 집단(group)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능한 한 충족시킴으로써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모여 함께 일한다.
간호사란,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간호학에 종사
하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약종상(pharmacist)이란,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약학에 종사하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등록된 보건전문가란,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보건학(Health profession)에 종사하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등록된 자를 의미
한다.
전문 의료인(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이란, 인공임신중절에 관련
하여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a)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산부인과(obstetrics)
또는 부인과(gynaecology) 전문가 등록(specialist registration)된 의료
인. 또는
(b) 부인과에 부수적인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일반 의료인 등 인공임신중절에
관련한 다른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
임신중단(termination)이란, 다음의 예시를 포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고의
의(intentional) 임신중단을 의미한다.
(a) 약물 투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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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구(instrument) 사용 등 기타의 방법
피임제(termination drug)란, 임신중단을 유발하는 약물을 의미한다.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
2.1 형법(Crimes Act 1900) No 40
[1] Section 4 정의
‘또는 Abortion Law Reform Act 2019에 따른 임신의 중단’을 section
4(1)에 중대한 신체적 해악(grievous bodily harm)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의
(a)에 ‘의료적 처치(medical procedures)’ 뒤에 삽입한다.

[2] Part 3, Division 12
Division을 삭제한다. 대신 삽입한다.
Division 12 자격 없는 자(Unqualified Persons)에 의한 임신중단
82 자격 없는 자가 시행한 임신중단
(1) 자격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 인공임신중절은 범죄로서 처벌
한다.
최대- 7년 미만의 구금형
(2) 자격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조한 인공임신중절은 범죄로서 처벌
한다.
최대- 7년 미만의 구금형
(3) 위 (2)항의 인공임신중절의 보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임신중단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피임제를 제공, 제공을 알선(procure)
(b) 피임제를 투여(administering)
참고. 2019 Abortion Law Reform Act의 제12조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 대
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보조, 동의하는 자는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4) 본 조에 대한 범죄는 오직 검찰국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하여만 진행된다.
(5) 본 조에서는
의료인이란,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의술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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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시행(perform)은 미수(attempt)도 포함한다.
임신중단(termination)이란, 다음의 예시를 포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고의
의(intentional) 임신중단을 의미한다.
(a) 약물 투여, 또는
(b) 기구(instrument) 사용 등 기타의 방법
자격 없는 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른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의 시행과 관련하여–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b) 다른 사람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의 보조와 관련하여-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의 제8조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보조할 자로서
승인(authorised)되지 않은 자

[3] Section 428B 특정고의(specific intent) 범죄
표의 sections 82, 83에 관련된 항목은 삭제한다.

[4] Section 545B 폭력 기타에 의한 위협(intimidation) 및 괴롭힘(annoyance)
section 545B(1) 다음에 아래를 삽입한다.
(1A) 본절 (1)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성별선택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받도록 강압
적으로(coerce) 위협한 자는 임신중단을 강요(compel)한 자로 의제한다.
(b)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받지 않도록 강압적으로(coerce)
위협한 자는 다른 사람의 임신중단을 저지(prevent)하기 위하여 위협한
자로 의제한다.

[5] 부칙3 보통법(common law)상 범죄에 대한 규정 폐지
clause 7 다음에 삽입한다.

부 록 ❚ 265

2.2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1986) No 209
부칙 제1조 기소 가능한 범죄 요약(Indictable offences triable summarily)
Clause 2의 Table 1의 ‘82, 83, 84’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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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호주(Australia) Capital Territory의 Medical
Practitioners (Maternal Health) Amendment Act
2002; Health (Patient Privacy) Amendment Bill
2015; Health (Improving Abortion Access)
Amendment Bill 2018

1. Medical Practitioners (Maternal Health) Amendment
Act 2002168)
1930년의 의사법(Medical Practitioners Act)을 수정하기 위한 법

1. 법의 이름
이 법은 2002년 의사(모성건강) 수정법으로 명명한다.

2. 개시
(1) 이 법은 2002년 보건 규제(모성 건강 정보) 폐지법이 개시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개시한다.
(2) 만약 이 법이 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이 끝난 후 만료된다.

3. 수정되는 법
이 법은 1930년의 의사법을 수정한다.

4. 4B 파트를 삽입한다.
4B 파트. 임신중절

168)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www.legislation.act.gov.au/b/db_1476/20020515-1804/pdf/db_
1476.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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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A. 4B 파트에서의 임신중절의 의미
이 파트에서, 임신중절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여성의 유산(miscarriage)
을 초래하는 것이다.
(a) 약물의 투여
(b) 기구의 사용
(c) 기타 수단을 통해서
55B. 오직 의사(medical practitioner)만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다.
등록된 의사가 아닌 자는 임신중절을 시행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한다.
55C. 임신중절은 허가된 의료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5D의 (1)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시설 혹은 의료시설의 일부가 아닌 곳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벌점 50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
55D. 시설의 허가
의료시설이 임신중절을 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할 경우, 장관은 서면상으로
의료시설 혹은 의료시설의 적합한 부분을 허가할 수 있다.
(2) 허가는 신고해야 하는 수단이다(notifiable instrument).
(신고해야 하는 수단은 2001년 법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
야 한다.
(3) 장관은 (1)항에 따른 의료시설의 허가 요청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 혹
은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55E.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님.
(1) 누구도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이를 보호할 의무를 (계약, 법령, 다른 법적
요구에 의해) 지지 않는다.
(2) 사람은 임신중절을 돕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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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lth (Patient Privacy) Amendment Bill 2015169)
1. 법의 이름
이 법은 2015년 건강법 수정안(환자 프라이버시)이다.

2. 개시
이 법은 고지 이후 다음날에 개시된다(법의 이름과 개시 조항은 고지 당일에
개시된다).

3. 수정하는 법
이 법은 1993년 건강법을 수정한다.

4. 새로운 6.1절의 삽입
6.1절 임신중절: 일반조항

5. 새로운 6.2절을 삽입한다.
6.2절 보호된 구역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85. 정의: 6.2절
(1) 이 절에서
‘허가된 의료 시설(approved medical facility)’은 83조에 의하여 허가된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시각 데이터를 캡처(capture visual data)’한다는 것은 타인의 움직이거나
정지된 이미지를 카메라나 다른 수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포착하는 것을 의미
한다.
(a) 기록이 이미지로 이루어지거나
169)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www.legislation.act.gov.au/b/db_52769/20150917-61888/pdf/db
_52769.pdf (검색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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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미지가 물리적 혹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거나 혹은 저장되지 않는 상태
로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거나
(c) 이미지가 다른 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는 형태로
허가된 의료시설 주위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동(prohibited behaviour)’
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타인이 (ⅰ 허가된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ii) 허가된 의료시설
에서 임신중절을 받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괴롭히거나
(harassment), 방해하거나(hindering), 참견하거나(interference with),
위협하거나, 방해(obstruction)하는 것(시각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을 포함)
(b) (ⅰ 보호된(protected) 시간 내에 어떤 사람이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ii) 타인이 (A) 허가된 의료시설에 들어가거나, (b) 허가된 의료시설
에서 임신중절을 받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위
(c) 허가된 의료시설에서 임신중절의 제공과 관련하여 허가된 시기 내에 어떤
형태로든 저항(protest)하는 것
‘보호된 구역(protected area)’은 86조에 의하여 선언된 구역을 의미한다.
(2) 이 조에서, 허가된 의료시설과 관련하여 ‘보호된 시기(protected period)’
는 해당 시설이 열리는 날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시간이나, 장관
이 선언한 다른 시기를 의미한다.
(3) 선언(declaration)은 부인할 수 있는 수단(disallowable instrument)이다.
(부인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제에 관한 법에 따라 의회에 고지･제출되어야 한다.)
86. 보호된 구역의 선언
(1) 장관은 허가된 의료시설 주위의 구역을 보호된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2) 선언을 함에 있어, 장관은 선언된 구역이 다음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a) 허가된 의료시설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방해 없는 접근성을 보장하며
(b)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다는 것
(3) 선언(declaration)은 부인할 수 있는 수단(disallowable instrument)이다.
(부인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제에 관한 법에 따라 의회에 고지･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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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보호된 구역과 관련하여 금지된 행동
(1) (a) 보호된 구역 안에서 (b)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벌점 25점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a) 허가된 의료시설을 드나들거나 드나들려고 시도한 사람을 포착한 시각
데이터를 출판하는 것
(b) 임신중절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
(c) 촬영된 사람이 그 출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점 50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
(3) 이 조에서 캡처된 시각 데이터를 출판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시각 데이터를 소통하거나 배포하여, 시각 데이터에 법적으로 접근할 권한
이 없는 대중 혹은 대중의 일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b) 다음을 포함한다.
(ⅰ) (a)에 언급된 일을 하려고 동의하거나 준비하는 것
(ⅱ) (a) 또는 (ⅰ)에 언급된 일을 시도하는 것
사전, 새로운 정의
6.2절의 ‘허가된 의료 기관’: 85조를 보라
6.2절의 ‘시각 데이터의 캡처’: 85조를 보라
6.2절의 ‘금지된 행동’: 85조를 보라
6.2절의 ‘보호된 구역’: 85조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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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alth (Improvement Abortion Access)
Amendment 2018170)
1. 법의 이름
이 법은 2018년 수정 건강법(임신중절 접근의 향상)(Health (Improving
Abortion Access) Amendment Bill 2018)이다.

2. 개시
이 법은 고지 이후 다음날에 개시된다(법의 이름과 개시 조항은 고지 당일에
개시된다).

3. 수정하는 법
이 법은 1993년 건강법을 수정한다.

4. 6장 제목의 교체
6장. 임신중절(Terminations)

5. 6장 1절의 교체
6장 1절. 임신중절: 일반 조항
80. 6장의 정의
(1) 본 장에서
‘허가된 의료시설(approved medical facility)’은 84조에 따라 승인된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임신)중절(termination)’은 의료적 및 외과적 임신중절을 의미한다.

170)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s://www.legislation.act.gov.au/b/db_57801/default.asp (검색일: 2019.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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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절에서
‘의학적 중절(medical termination)’은 중절 약물의 공급 혹은 투여를 의미
한다.
‘외과적 중절(surgical termination)’은 임신을 이른 시기에 중단하고자 하는
외과적 절차나 다른 절차 혹은 행위(약물 투여를 제외한)를 의미한다.
‘중절 약물(termination drug)’은 임신의 조기 중단을 야기하는 약물을 의미
한다.
81. 위반: 임신중절 약물의 비합법적 공급 또는 투여
(1) 다음의 행위는 위법행위이다.
(a) 타인에게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거나 투여하고
(b) 임신중절 약물이 임신의 중단을 목적으로 투여되었으며
(c) 해당자가 의사 혹은 간호사가 아닌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2) (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약사가 처방에 따라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는 경우
(b) 약사가 처방에 따라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는 것을 보조하는 경우
(3) 이 조에서, (a) 해당 타인이 임신했는지 여부와 (b) 투여되거나 공급된 약물
이 임신을 중절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4) 이 조에서 ‘처방’에 대해서는 2008년 약물, 독극물, 치료 제품(therapeutic
goods)과 관련된 법의 사전 부분을 참고하라.
82. 위반: 비합법적 외과적 중절
(1) 다음의 경우는 위법행위이다.
(a) 외과적 임신중절을 시행하고
(b) 의사가 아닌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2) (1)항은 의사가 외과적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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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허가된 의료시설에서 외과적 중절을 시행할 것
허가된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외과적 중절을 시행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
한다.
최대 50점 이하의 벌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84. 시설의 허가
(1) 외과적 중절의 시행을 위해 의료시설 혹은 의료시설의 일부를 허가받도록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장관은 해당 의료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건을 승인해야 한다.
(3) 허가는 신고해야 하는 법률 문서(notifiable instrument)이다.
(신고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법제에 관한 법하에 고지되어야 한다.)
84A. 양심적 거부
(1) (2)항을 조건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의 종교적 혹은 양심적 근거에 따라,
중절 약물의 공급 또는 투여나,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이나 그 보조를 거부
할 수 있다(양심적 거부).
(2) 임산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임신중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심적
거부만을 이유로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이나 그 보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양심적 거부에 의해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거나 투여
하기를 거부하거나,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과 보조를 거부하는 것은 의무
(계약이나, 법률이나, 다른 법적 요구에 의한)의 위반이나 자치주 법
(territory law)의 위반이 아니다.
(4) 그러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양심적 거부에 의해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거
나 투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외과적 임신중절의 시행과 보조를 거부하는
경우, 그는 임신중절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고지 해야 한다.
(5) 이 조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authorized person)은 의사 혹은 간호사를
의미한다.

6. 6.2절의 정의
85조 1항, ‘허가된 의료시설’의 정의 부분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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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5조 1항, ‘금지된 행동(prohibited behaviour)’의 정의에서
(a)-(ii)와 (b)-(ii)-(B) 부분에서, ‘낙태(an abortion)’를
삭제하고, ‘임신중절(a termination)’로 대체한다.
8. 85조 1항, ‘금지된 행동(prohibited behaviour)’의 정의에서
(c) 부분에서, ‘낙태(abortions)’를 삭제하고,
‘임신중절(terminations)’로 대체한다.
9. 보호구역에서나 보호구역과 관계된 곳에서 금지된 행동의 8조
(2)항 (b)에서 ‘낙태(an abortion)’를 삭제하고, ‘임신중절(a
termination)’로 대체한다.
10. 결정의 평가, 새롭게 130조 (2)항 추가
(2) 84조에 따른 신청자는, 외과적 임신중절의 수행을 위한, 의료시설의 허가
에 대한 장관의 거부 결정의 평가를 위해 ACAT에 신청할 수 있다.

11. 파트 10의 의무: 참여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의 금지(no
contracting out)
‘this part’ 전에 ‘for section 130’ 추가

12. 새로운 파트 23의 추가:
파트 23. 과도기적 규정(transitional)
261. ‘개시일(commencement day)’의 의미
이 파트에서 개시일은 2018년 수정 건강법(임신중절 접근법의 향상)의 3조
가 개시되는 날을 의미한다.
262. 의료시설의 현시점 허가(existing approvement)
(1) 현시점 허가는 84조에 의한 허가로 간주한다.
(2) 이 조에서 ‘현시점 허가’는
(a) 개시일 직전에 시행 중인, 83조(시설의 허가)에 의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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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시일 직전의 허가
263. 만료(Expiry): 파트 23
이 파트는 개시일에 만료된다(과도기 규정은 제한된 시간 동안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과도기 규정은 만료일에 폐지되지만, 폐지 후에도 효과를 갖는다).

13. 주(note) 2의 사전에 다음을 추가
- 의사(doctor)
- 장관(Minister, 162조를 보라)
- 신고해야 하는 법률 문서(notifiable instrument, 10조를 보라)
- 간호사(nurse practitioner)
- 벌점(penalty unit, 133조를 보라)

14. 사전에서 ‘낙태(abortion)’의 정의를 삭제
15. 사전에서, ‘허가된 의료시설(approved medical facility)’의
정의를 수정
6장의 ‘허가된 의료시설’: 80조 (1)항을 보라.

16. 사전에서, 새로운 정의의 추가
6.1절의 ‘의학적 임신중절(medical termination)’: 80조 2항을 보라.
6.1절의 ‘외과적 임신중절(surgical termination)’: 80조 2항을 보라.
파트 6의 ‘(임신)중절(termination)’: 80조 1항을 보라.
6.1절의 ‘임신중절 약물(termination drug)’: 80조 1항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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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호주(Australia) Victoria의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mendment (Safe Access Zones) Bill 2015

1. Victoria의 Abortion Law Reform Act 2008171)
제1장. 서문
1. 목적
이 법의 주목적은
(a) 낙태와 관련된 법의 개혁
(b)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진(health practitioner)의 규제
(c) 1958년 범죄법의 개정
(ⅰ) 낙태와 관련된 규정의 폐지
(ⅱ) 낙태와 관련된 일반 법 위반의 폐지
(ⅲ) 허가받지 않은 자가 낙태를 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
(ⅳ)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의 정의를 수정하여, 의료 절차를 제외
한 태아의 손상을 포함

2. 개시일
이 법은 법이 국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171)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LTObject
_Store/LTObjSt6.nsf/DDE300B846EED9C7CA257616000A3571/001EE31
8AB77546CCA257A2A007AC018/%24FILE/08-58aa005%20authorised.pdf
(접속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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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법에서
‘낙태’는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서 여성의 임신중단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a) 기구를 사용하거나
(b) 약이나 약의 혼합을 사용하거나
(c) 다른 수단을 통하여
‘등록된 보건 전문가(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는 의료진 규제 국가
법(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따라 보건 관련 직업
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 제외).
‘등록된 의료 전문가(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는 의료진 규제 국
가법에 의해 의료 관련 직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 제외).
‘등록된 간호사(registered nurse)’는 의료진 규제 국가법에 의해 간호사나
조산사의 직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 제외).
‘등록된 약사’는 의료진 규제 국가법에 의해 약사의 직업을 수행하도록 등록
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 제외).
‘규제된 보건 관련 직업(regulated health profession)’은 의료진 규제 국가
법에서 규정한 의미의 보건 관련 직업을 의미한다.

제2장. 등록된 보건 전문가의 역할
4.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한 24주 이내의 임신중절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임신 24주 이내의 여성에게 낙태를 행할 수 있다.

5.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한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절
(1)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한 여성에게 다음의 경우
에 한해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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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b)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그 역시 낙태
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2) 낙태가 적절한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환경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6. 등록된 약사, 간호사에 의한 임신중절 약물의 공급 혹은 투여:
임신 24주 이내
1981년의 약물, 독극물, 통제된 물질에 대한 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등록된 약사 혹은 간호사는 임신 24주가 넘지
않은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하기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7. 등록된 약사, 간호사에 의한 임신중절 약물의 공급 혹은 투여:
24주 이후
(1)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병원에서 일하는 등록
된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임신 24주 이후의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 혹은 공급할 수 있다.
(a)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했
을때
(b)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그 역시 낙태
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2) 낙태가 적절한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환경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3) 등록된 약사는 병원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면서 등록된 의료 전문가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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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후의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
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다.
(4) 등록된 간호사는 병원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면서 등록된 의료 전문가의 서면
상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후의 여성에게 낙태를 야기
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병원’은 1988 건강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병원, 민영
병원, 주간 수술 센터 등을 의미한다.

8. 양심적 거부를 가진 등록된 보건 전문가의 의무
(1) 여성이 등록된 보건 전문가에게 낙태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했을 때, 전문
가가 낙태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를 가진 경우, 그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그 여성에게 자신이 낙태에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지 해야
함.
(b) 여성에게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지 않은 동일한 직종의 다른 건강 전문
가를 소개해 주어야 함.
(2) (1)항은 (3)항 혹은 (4)항에 의한 의무를 가지는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3) 양심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낙태
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는, 등록된 의료 전문가는 낙태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4) 양심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낙태
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는, 등록된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의 낙태의 시행을
보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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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mendment (Safe
Access Zones) Bill 2015(빅토리아주 2015년 공공 보건
및 웰빙에 관한 법 수정(안전 접근 구역))172)
1. 목적
이 법의 목적은 2008년의 공공 보건 및 웰빙에 관한 법(이하, ‘2008년 법’
으로 지칭: 역자)을 다음을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a)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premises)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을 제공하기 위함.
(b) 특정한 기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기 위함.

2. 개시
(1) (2)항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되는 날에 효력을 발휘한다.
(2) 이 법이 2016년 6월 1일 이전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6월 1일 당일
에 효력을 발휘한다.

3. 목표(objective)
2008년 법에서, 11조를 ‘11A’조로 교체한다.

4. 새롭게 삽입된 11A조
2008년 법의 11조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11A. 9A장에 적용되는 원칙
185C조는 9A의 적용, 작동, 해석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칙을 구체화
한다.

172)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Statbook.
nsf/f932b66241ecf1b7ca256e92000e23be/DC60FBFBBA56C115CA257F
0E0006A7C2/$FILE/15-066aa%20authorised.pdf (접속일: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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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롭게 삽입된 9A
2008년 법의 9장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9장 A.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로의 안전한 접근
185A. 목적
이 장의 목적은
(a) 낙태가 제공되는 구역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을 제공하여 다음 사람들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ⅰ) 해당 시설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
(ⅱ) 업무상 의무와 책임을 수항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접근해야 하는 피
고용자들과 기타 사람들
(b) 특정한 기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185B. 정의
(1) 이 장에서
‘낙태’는 2008년 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배포하다(distribute)’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소통하거나, 전시하거나, 보내거나, 공급하거나
전송하는 것
(b)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에 의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
(c) (a) 혹은 (b)에 언급된 일을 하도록 동의하거나 준비에 착수한 것
(d) 배포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약국은 제외된다.
‘금지된 행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과
관련하여, 괴롭히고(besetting, harassing), 겁을 주며(intimidating),
방해하고(interfering with), 위협하고(threatening), 저지하고(hindering),
막고(obstructing), 지연시키는(impeding) 행위
(b)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의사전달을 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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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줄 수 있는 경우
(c) 정당한 이유 없이,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과 관련하여 인도나 차도, 자동차
를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
(d)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
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e) 다른 규정된 행동들
‘출판하다(publish)’는 2013년의 공개 법정에 관한 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안전 접근 구역(safe access zone)’은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로부터 150m
이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2) 금지된 행동 항목의 (b)는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85C. 원칙
다음 원칙들은 이 장에 적용된다.
(a) 대중은 낙태를 포함한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b)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그들의 업무상 의무와 책임을 위해 접근하는 대중,
피고용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방해 없이, 그리고 (ⅰ) 그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하고 (ⅱ) 그 사람의 사생활과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
으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185D. 금지된 행동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 벌점 120점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185E. 기록의 출판 혹은 배포와 관련된 위법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에 대하여, (a) 타인을 식별할 수
있고 (b) 그 사람이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부 록 ❚ 283

정보를 담은 기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처벌: 벌점 120점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185F 수색 영장
(1) 경사 계급 이상의 경찰관은, 어떤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의 증거
가 있거나 이후 72시간 이내에 발견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치안
판사에게 이 조와 관련하여 특정한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a) 185D에 따라, 합법적인 이유 없이, 그리고 동의 없이 낙태가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떠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여 기록하는 행위
(b) 185E조에 따라
(2) 신청자가 (1)에 따른 증거가 있거나 향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
적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선서(on oath or by affidavit)한 증거를 치안
판사가 만족하여 받아들인 경우, 그 치안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여 거기에
기재된 경찰관들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 영장에 명시된 장소나 장소의 일부에 들어갈 수 있음.
(b) 영장에 명시된 것들을 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있음.
(3) 다른 요구사항과 더불어, 이 조에 따라 발부된 영장은 다음과 같은 것을 기재
해야 한다.
(a) 의심되는 위법 내용
(b) 수색 대상이 되는 장소
(c) 수색이 이루어질 사물에 대한 기술
(d) 영장이 다루고 있는 모든 조건
(e) 출입의 허가가 항시인지 혹은 특정 시간 이내인지
(f) 영장이 만료되는 날(발부로부터 7일을 넘기지 않음)
(4) 수색영장은 1989년 치안 법정에 관한 법에 따라 발부되어야 하며, 해당 법
에서 규제하고 있는 양식에 따라 발부되어야 한다.
(5) 1989년 치안 법정에 관한 법에 나오는, 수색 영장과 관련된 규칙은 이 조의
영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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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G.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의 압수
수색영장은 경찰관에게 영장을 실행할 권한을 주어, 영장에 명시된 모든 물건
의 압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경찰관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했을 경우
영장에 없는 물건들도 압수할 수 있다.
(a) 그 물건이 185F조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종류의
물건이거나, 185F조의 (1)항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줄 때
(b) 은닉이나 분실, 파괴나, 185F의 (1)항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범행에의 사용
을 막기 위해 해당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5H. 진입 이전의 통보
(1) 수색영장을 실행하기 이전에, 영장에 이름을 올린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해당 장소에 진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통보해야
함.
(b) 해당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소로의 진입을 허가할 기회를 주어
야 함.
(2) 경찰관은 (a) 사람의 안전을 위해, (b) 수색영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항
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6. 수정법의 폐지
이 법은 2017년 6월 1일에 폐지된다(이 법의 폐지는 이것에 의해 만들어진
수정사항의 계속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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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호주(Australia) Tasmania의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Bill 2013173)

제1장. 서문
1. 짧은 제목
이 법은 2013년 재생산 보건법(임신중절에의 접근)으로 불릴 수 있다.

2. 개시
이 법은 공표된 날에 개시된다.

3. 해석
(1) 이 법은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간호사’는 등록된(registered, enrolled) 간호사를 의미한다.
‘(임신)중절’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임신이 출생까지 진전되지 않도록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a) 기구를 사용하거나 기구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
(b) 단일 약물이나 약물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
(c) 다른 종류의 수단
그러나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물품 공급이나 조달은 제외한다.
‘여성’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
(2) 이 법의 각주는 이 법의 파트를 형성하지 않는다.

173)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www.parliament.tas.gov.au/bills/Bills2013/pdf/24_of_2013.pdf (접속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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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신중절에의 접근
4. 임신 16주 이내의, 의사(medical practitioner)에 의한
임신중절
임신 16주 이하 여성의 임신은 여성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해 중절될 수 있다.

5. 16주 이후의,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
(1) 임신 16주를 넘은 여성의 임신중절은 여성의 동의와 함께 의사가 다음과
같이 판단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a) 임신을 중절했을 때보다도 지속했을 때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
적인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을 때
(b) 다른 의사와 상의했을 때 그 의사 역시도 위와 같이 판단했을 때
(2) (1)항에 언급된 위험을 평가할 때, 의사들은 반드시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3) (1)항에 언급된 의사 중 최소한 한 명은 산과 혹은 부인과의 전공자여야 한다.

6. 양심적 반대와 치료의 의무
(1) (2)항을 조건으로, 어떤 개인도,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갖고 있을
경우, 계약으로든 법령으로든 다른 법적인 요구사항으로든, 4조와 5조에
의해 인정된 시술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2) (1)항은 (3)항과 (4)항에 의해 설정된 의무를 가진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3)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막기 위해 임신중절
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경우, 의사는 임신중절을 행할 의무가 있다.
(4) 임신한 여성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막기 위해 임신중절
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경우, 간호사는 의사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을
보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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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와 상담자들의 의무
(1) 이 조에서
‘상담자(counseller)’는 상담 서비스(유료나 대가를 받고 하든 아니든)를 제공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신 선택지 조언(pregnancy options advice)’은 임신을 계속할지 중절
을 받을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관련된 조언 혹을 정보를 의미한다.
(2) (4)항을 조건부로,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이나 임신 선택지 조언을 요구
하고, 의사가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갖고 있을 경우, 의사는 임신
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의사를 여성
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3) 여성이 상담자에게 임신 선택지 조언을 요구하고, 상담자가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갖고 있을 경우, 그 상담자는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상담자를 여성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처벌: 벌점 250점을 넘지 않는 벌금
(4) (2)항은 6조 (3)항에 따른 의무를 지는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여성은 범죄나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에 동의하거나, 보조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여성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9. 접근 구역
(1) 이 조에서
‘접근 구역(access zone)’은 임신중절이 제공되는 시설로부터 150m 이내
에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배포하다(distribute)’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특정인에게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소통하고, 전시하고, 보내고, 공급하고,
전송하는 행위
(b) 특정인에게든 아니든,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게
(available)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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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나 (b)에 언급된 어떤 일이든 하도록 동의하거나 준비하는 것
(d) 배포하고자 시도하는 것
‘금지된 행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사람에 대하여, 괴롭히거나(besetting, harassing), 겁을 주거나(intimidating),
방해하거나(interfering with), 위협하거나(threatening), 저해하거나
(hindering), 막거나(obstructing), 지연하는(impeding) 것
(b) 임신중절과 관련된 항의나, 보행 방해
(c)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임신중절이 제공되는 기관에 접근하거나 접근하
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동의 없이 기록하는 것
(d) 다른 규정된 행동
(2) 사람은 접근 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처벌: 벌점 500점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3) 사람은 임신중절이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타인의
기록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처벌: 벌점 500점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4) 경찰이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다고 합리
적으로 믿었을 경우,
(a) (2)항의 임신중절이 제공되는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동의 없이 기록한 기록을 수반하는 경우나
(b) (3)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c)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d) 그 사람의 소유물 중에 발견된, 기록물 및 그 기록물을 생산하고, 출판
하고, 배포하기 위해 사용된 장비들을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2)항과 (3)항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4)
항에 따라 압수된 물품은 정부에 의해 몰수되고, 2003년 경찰법에 따라
관리 장관에 의해 인정된 절차에 따라 파괴하거나 처분한다.
(6) 경찰관이 누군가가 (2)항 혹은 (3)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
으로 믿는 경우, 해당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이름을 밝히고 거주지의 주소
를 대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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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람은 (6)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못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이름
이나 주소를 대서는 안 된다.
처벌: 벌점 2점을 넘지 않는 벌금
(8) (6)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만드는 경찰은, 그러한 요구를 따르는 데 실패하
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이름이나 주소를 대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

10. 소송 절차
(1) 이 장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한 소송 절차는 다음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
(a) 경찰관
(b) 해당 부서(the Department)의 장관(the Secretary)이나 혹은 장관에
의해 소송을 시작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받은 사람
(2) 이 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자행된 지 12개
월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11. 위반 고지(infringement notices)
(1) 이 조에서
‘위반 범죄(infringement offence)’는 이 법의 규제에 따라 위반 범죄로 규정
되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는 범죄이다.
(2) 10조 (1)항에서 언급된 사람은 누군가가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에게 위반 고지를 발급하여 전할 수 있다.
(3) 위반 고지는 16세에 미치지 못한 개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4) 위반 고지는 2005년의 화폐 처벌 강화법(Monetary Penalties Enforcement
Act)의 14조에 따라야 한다.
(5) 이 장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은
(a) 위반 범죄에 대하여, 위반 고지에 따라 지불 가능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b)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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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제
(1) 주지사는 이 파트의 목적에 따라 규제를 만들 수 있다.
(2) 규제들은 사안, 제한(시간이나 환경, 또는 규제에 구체화 되어 있는 것들의
제한)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3) 규제는 어떤 사안이든지 규제에서 명시한 사람이나 법인에 의해 때때로 결정
되거나, 적용되거나, 규제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제3장. 1924 범죄 코드 법의 수정
13. 주요 법(principal act)
이 장에서, 1924년 범죄 코드 법은 ‘주요 법’으로서 언급된다.

14. 범죄 코드의 수정
주요 법의 부칙 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1조의 배(ship)의 정의 다음에 다음의 정의를 삽입한다.
‘중절(terminate)’은, 64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수단을 통해 임신이 출산
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a) 기구나 기구의 조합을 사용
(b) 약물이나 약물의 조합을 사용
(c) 다른 모든 수단
그러나 임신을 중절할 의도로 어떤 것이든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은 제외
한다.
(b) 51조의 (1)항 이하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1A) 의사가 좋은 신념과 합리적인 케어와 기술을 가지고 여성의 동의하에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1B) (1A)항의 목적에 대해, ‘여성’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
(c) 134조와 135조를 삭제한다.
(d) 164조와 16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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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78C 뒤에 다음의 조를 삽입한다.
178D. 의사나 임신한 여성 외의 사람에 의한 임신중절
(1) (a) 의사나 (b) 임신한 여성이 아니면서 임신중절을 행하는 자는 범죄에 해당
한다.
기소(charge): 의사나 여성이 아닌 자에 의한 임신중절
(2) 여성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임신중절이 (a) 좋은 신념에 따라, 합리
적인 케어와 기술로 시행되었고, (b) 여성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c)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우, 의사는 기소되지 않는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여성’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

제4장. 1995년 후견인과 관리에 대한 법(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의 수정
15. 주요한 법
이 장에서, 1995년 후견인과 관리에 대한 법은 ‘주요한 법’으로 언급된다.

16. 37조의 수정(6장에서 범죄 코드보다 우위에 있음)
주요한 법의 37조는 51조의 범죄 코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51조와
178E조의 범죄 코드로 대체한다.

제5장. 기타 조항
17. 법의 관리
1990년 행정적 처리방식에 관한 법(Administrative Arrangement Act)의
4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이 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a) 이 법의 집행은 보건 장관에게 부여된다.
(b)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책임이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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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호주(Australia) Northern Territory의 Termination of
Pregnancy Law Reform Act 2017174)

제1장. 서문
1. 짧은 제목
이 법은 2017년 임신중절 법 개정안으로 불릴 수 있다.

2. 개시
이 법은 자치령 관리자(the Administrator)가 관보의 공고로 정한 날에 개시
된다.

3. 법의 목표
이 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의 개혁
(b)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접근을 가능케 함.
(c) 임신중절을 행하는 보건 전문가들을 규제함.

4. 정의
‘ATSI 보건 전문가(health practitioner)’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
해,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의 보건 관련 직종을 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 약사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authorized)’은 약물, 독극물, 치료 제품에 대한 법에 의해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고 투여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174) 이 법안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함.
https://legislation.nt.gov.au/en/Legislation/TERMINATION-OF-PREG
NANCY-LAW-REFORM-ACT-2017 (접속일: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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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는 공공 및 환경적 보건법에 따라 대표 보건 책임자로서 지명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자격을 갖춘(credentialed)’은 의사의 능력과 성과와 전문적 적합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인된 자격, 훈련, 경험, 전문적 지위와 다른
관련된 의사로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신중절의 시행 과정에서 보건 전문가에게 ‘지시하는(directing)’ 것은 보건
전문가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을 감독하는(supervise) 것을 포함한다.
‘보건 전문가(health practitioner)’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의 의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보건 관련 직종에 대해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a)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의 보건 행위
(b) 의사(medical)
(c) 간호사 혹은 조산사
(d) 약사
‘조산사(midwife)’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조산사로서 간호 및
조산사의 직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간호사(nurse)’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간호사로서 간호 및 조산
사의 직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임신중절을 수행하다(perform a termination)’: 6조를 보라.
‘약사’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약사 직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임신중절을 수행하는 기관들’
(a) 다음 중 하나 혹은 모두가 일어나는 시설
(ⅰ) 임신중절이 의사들에 의해 수행됨.
(ⅱ) 보건 전문가들이 임신중절의 수행을 도움.
(b) 약국은 포함되지 않음.
‘전문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의사들이 임신중절을 수행되는 데 적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사안들을 포함한다.
(a) 임신중절을 위해 여성을 검진하는 것
(b) 임신중절의 시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의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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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신중절 중이나 이후, 필요한 경우, 응급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d) 임신중절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들
(e) 상담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출판’은 정보를 대중이나 대중의 일부,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혹은 인지 가능한 정도로 소통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접근 구역’은 다음의 구역을 의미한다.
(a)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시설의 경계 내
(b) 경계 바깥의 150m 이내
‘적절하게 자격을 가진 의사(suitabl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는
다음과 같은 의사를 의미한다.
(a) 산과 혹은 부인과의 의사
(b) 재생산(fertility) 관련 분야에서 조언의 제공과 절차의 수행과 치료의 제공
에 자격을 가진 자
‘(임신)중절(termination)’은 의도적으로 여성의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임신중절 약물(termination drug)’은 임신중절에 사용되며, 1989년의 치료
제품에 관한 법에 따른 독극물 표준에 적용되는 약물이나 약물의 조합을 의미
한다.
‘여성(woman)’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의미한다.

5. 범죄 코드의 적용
범죄 코드의 파트 II-AA는 이 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적용된다.

제2장. 보건 전문가들의 역할
6. 임신중절의 수행
(1)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통해 낙태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사는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이다.
(a)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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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신중절 약물을 처방하거나, 공급하거나, 투여하는 것
(c) 다른 형태의 행위
(2) ATSI 보건 전문가나 조산사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것이 낙태
를 유도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임신중절 약물을 공급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통해 임신중절의 수행을 보조하게 된다.
(3) 약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것이 낙태를 유도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임신중
절 약물을 공급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통해 임신중절의 수행을 보조하게 된다.

7. 임신 14주 이내에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수행된
임신중절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에 대하여, 의사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음의 사안과 관련하여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다.
(a) 모든 관련된 의학적 조건
(b)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c) 전문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

8. 14주 이내에 권한을 받은 보건 전문가에 의한 임신의 중절
(1)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권한을 받은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
사, 약사들이, 의사가 판단하기에 임신중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14주 이내의 여성에 대한 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임신중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성을 고려할
때, 의사는 7조에 고려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3) 권한을 받은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는, (a)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지시를 받고, (b) 그 지시에 따르는 경우 임신중절 약을 공급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4) 권한을 받은 약사는, (a)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지시를 받고, (b) 그 지시
에 따르는 경우 임신중절 약을 공급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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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23주 이내에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임신 14주 이상 23주 이내의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신중절을 수행할 수 있다.
(a) 의사가 다른 적절하게 자격을 갖추고 해당 여성을 진찰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b) 두 의사가 7조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
중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10.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임신중절
의사는 여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임신중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한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11. 양심적 거부를 가진 의사
(1) 이 조는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임신중절의 시행
을 요청하고, 의사가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경우 적용
된다.
(2)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만 한다.
(a)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대해서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해야 하고
(b) 의학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가지지 않은 다른 의사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

12. 양심적 거부를 가진 권한을 가진 보건 전문가
(1) 이 조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가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
혹은 약사에게 임신중절의 시행을 보조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사람들이
임신중절에 관하여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진 경우 적용된다.
(2) 의사는 대신 양심적 거부를 가지지 않은 다른 ATSI 보건 전문가, 조산사,
간호사, 약사에게 보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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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전 접근 구역
14.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동
(1)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a) 금지된 행동에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b) 금지된 행동이 안전 접근 구역에서 발생하고, 그 사람이 그 상황과 관련
하여 부주의한 경우
최대 형벌: 벌점 100점 혹은 징역 12개월
(2) (1)항은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사람이 법의 집행이라는 의무를 행하는 중이고, 경찰관의 행동이 그러
한 임무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일 때
(b) 그 사람이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시설에 고용되어 있고, 그 행동이 그러
한 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일 때
(3) (4)항 (b)에 대하여, 위법이 저질러진 임신중절 시행 기관에 사람이 드나들
었는지, 혹은 드나들려고 시도했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
(4) 이 조에서 ‘금지된 행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a) 허락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어떤 수단으로든 기록하는 것을 포함
하여, 다음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막는
행위
(ⅰ) 임신중절 수행 기관을 드나드는 것
(ⅱ) 임신중절 수행 기관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받는 것
(b) 임신중절 수행 기관 부근에서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음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막는 행위
(ⅰ) 임신중절 수행 기관을 드나드는 것
(ⅱ) 임신중절 수행 기관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받는 것

15. 기록의 출판
(1) 다음의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a) 안전 접근 구역에 있는 타인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출판하는 것
(b) 그 기록이 타인의 동의 없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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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 다른 사람이 임신중절을 수행하는 기관에 드나들거나 드나들려고 시도
한 경우
(d) 그 사람이 (b)와 (C)와 관련하여 부주의한 경우
최대 처벌: 벌점 100점 또는 징역 12월
(2) (1)항은 기록이 법적으로 권한을 받은 사람이 기록의 정보를 받기 위해 출판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항의 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어 논리가 된다.

16. 위법에 사용된 물품의 압수
(1) 이 조는 경찰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적용된다.
(a) 14조, 15조에 따른 위반을 범했을 때
(b) 14조, 15조에 따른 위반을 범하려고 할 때
(2) 경찰관은 (1)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려고 했던 물건이나
정보, 문서, 포스터, 그림, 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제거할 수 있다.

제4장. 보고에 필요한 것들(Reporting Requirements)
17. CHO에의 보고
이 법에 따라 임신중절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사는 규정된 시간 내에
규정된 정보를 CHO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18. 규제
(1) 자치령 관리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만들 수 있다.
(2) 규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a) 규제에 대한 위반을 절대적이고 엄격한 법적 책임(strict or absolute
liability)으로 규정할(provide for)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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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제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벌점 100점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CHO에 의하여, 임신중절이나 임신중절을 행하는 보건 전문가들과 관련
된 등록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d) CHO에 의하여, 임신중절을 행하는 보건 전문가들을 위한 표준 혹은 요구
사항의 보고와 기록관리를 위한 세팅을 규정할 수 있다.
(e) CHO에 의하여,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의 수집
을 규정할 수 있다.
(f) CHO에 의하여,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를 위한 자격의 설정과 확인
을 규정할 수 있다.
(g) CHO에 의하여, 이 법에 관련하여 요구되거나 허락된 것들을 하거나 수행
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이나 지침, 요구사항의 설정을 규정할 수 있다.
(h) 특정 시점 혹은 간헐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존재하는 문서의 전체나 일부
를 적용하거나, 채택(adopt)하거나, 통합(변경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다.

제6장. 결과적이고 관련된 수정
제1절. 범죄 코드
19. 수정된 범죄 코드
이 절은 범죄 코드를 수정한다.

20. 8절의 대체
8절을 삭제하고 삽입한다.
제8절. 임신의 중절
208A.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수행된 임신중절

300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 다음은 범죄에 해당한다.
(a) 사람이 의도적으로 (ⅰ)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여성이 약물을 먹도
록 하거나, (ⅱ) 여성에게 기구나 다른 것을 사용하고
(b) 그러한 행위를 통해 여성의 임신중절을 야기하며
(c) 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최대 처벌: 징역 7년
(2) 다음의 경우는 범죄에 해당한다.
(a) 사람이 여성에게 약물이나 기구나 다른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달하거나
공급하고
(b) 그 약물이나 기구나 다른 것들이 여성의 임신중절을 야기하는 용도로 의도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c) 그 사람이 무자격자인 경우
최대 처벌: 징역 7년
(3) (1)의 (c)와 (2)의 (c)는 엄격한 법적 책임(strict liability)에 해당한다.
(4) 이 조는 여성이 직접 자신의 임신중절에 동의하거나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를 위해서, 임신중절 법 수정안에 따라 행위할 때, 다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a)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
(b) 권한을 받은 ATSI 보건 전문가
(c) 권한을 받은 조산사
(d) 권한을 받은 간호사
(e) 권한을 받은 약사
(6) 이 조에서,
‘ATSI 보건 전문가(health practitioner)’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어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의 보건 관련 직종을 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
한다(학생은 제외).
‘권한을 받은’은 임신중절 법 수정안의 4조를 보라.
‘조산사(midwife)’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조산사로서 간호 및
조산사의 직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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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nurse)’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간호사로서 간호 및 조산
사의 직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약사’는 보건 전문가 규제 국가법에 의해 약사 직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학생은 제외).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임신중절법 수정안의 4조를 보라.
‘여성’은 임신중절법 수정안의 4조를 보라.

제2절. 의료 서비스법의 수정
21. 수정되는 법
이 절은 의료 서비스법을 수정한다.

22. 11조 삭제
11조 삭제

제3절. 파트의 만료
23. 파트의 만료
이 파트는 그것이 개시되는 날 다음날에 만료된다.

Abstract

Policy Directions for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ft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s Abortion Unconstitutional
Dong-Sik Kim
Jung-Hye Kim
Cheyon Tong
Chae-Yoon Kim
On April 11,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urrent abortion ban wa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by the end of 2020.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we have evalua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also looked at the issues in the upcoming legislative process
and reviewed the trends of countries that have recently revised
their laws. Additionally, in order to identify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by each issue and to obtain the implications, we have
visited Canada, the United Kingdom, Isle of Man and Ireland.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or ensuring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termine pregnancy.
The first is that the cause on punishment of women who terminate
pregnancy and doctors who help women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The second is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guarantee of safe abortion and rights during the entire pregnancy
period, not of strict criteria and regulations for allowing abortions:
e.g. establishing a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determining
pregnancy considering the duration of pregnancy and the health
condition of pregnant woman, constructing systematic training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medical personnel and providing
a standardized and safe abortion service, ensuring safe abortion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edical
abortion, actively considering of the in-house of taking abortion
pills, not conducting mandatory counseling and waiting periods
and complicated approval procedures making it difficult to safely
determine a pregnancy, refraining from operating a designated
hospitals and clinic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order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the abortion service, resp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ensuring access to abortion in the socially vulnerable, such as
teenagers and the disabled,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women’s
abor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afety zones, protecting the
privacy of women and medical personnel, and evaluating regularly
the abortion-related laws and systems.
The third is to reorganize the medication category related to
oral contraceptives and to improve education and information in
terms of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Key words: Abortion, Reproductive Health, Reproductive Rights,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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