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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메르베 지벨렉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세계화 시기에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경제시장에 참가 및 피임약의 

전파로 인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변화를 통해 낙태이슈가 뜨거워지며 

여성들이 낙태법 완화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낙태이슈는 무엇보다도 각나라의 특정한 역사/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운동을 통해 낙태권을 개정한 

독일과 인구조절정책의 수단으로 개정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낙태법의 차이, 피임에 대한 인식, 낙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낙태법은 독일과 달리 한국 여성들의 요청들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치인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았다. 피임에 대한 

인식 관련 독일에서는 결혼상태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든 피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아직도 성경험을 결혼상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보이며 특히 미혼 여성들은 성경험을 감추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낙태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에는 30-34 살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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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제일 자주 낙태시술을 받으며 미혼 여성들의 낙태 건수는 증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독일에는 자녀를 윈치 않아 낙태를 제일 자주 받은 것과 달리 

한국 미혼 여성들이 미혼자이며 사회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대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들의 충돌이 여성에게 자녀 수를 줄일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낙태권에 남아 있는 배우자동의 같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폐지된 호주제를 

탐구하였으며 남아선호를 어떻게 추진하여 자네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우선권을 남성에게 편입했으며 혼외출산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낙태이슈를 인구정책으로만 보는 대신에 

여성들의 요청들을 반영하는 법을 만들어 여성의 결혼 및 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 

주요어 : 낙태문제, 압축적  근대화, 호주제,사회경제적인 사유, 독일, 한국 

 학  번 : 2016-2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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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다‘. 이 문장이 여성운동과 여성들의 

낙태운동에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1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피임약의 

전파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변화로 인해 1960 년대 말에 여성단체들이 

모여 위의 슬로건으로 정부와 교회에게 항의하였다.2 서구에서 1960 년대 

말부터 여성들이 사용한 슬로건은 오늘날에 한국 여성들에게서 아직도 

사용된다. 2016 년 10 월에 한국에서 20 대 여성들이 모여 보건복지부가 한 

달 전에 불법적인 낙태를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를 1 년으로 강화하는 

의료법에 항의하였다.3 이를 통해 한국에서 낙태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낙태권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정부의 정치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주는 이슈로써 항상 논쟁이 

뜨거운 주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법과 정치적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보인다. 

유럽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낙태는 늦게 이슈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인구폭발이 1970 년때 사회문제로 선포되었으며 박정희 정부의 

                                                           
1조희원. 2011.「여성의 몸과 낙태 - 한국의 낙태규제정책을 
중심으로」.『여성연구논총』 제  9호. p.53 
2 Karls, Michaela.  The History of the Women Movement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p.  134 
3 양중. 안영춘. 2016.「“자궁은 나의 것”…여성들 ‘검은 옷’ 시위」. 『한겨레』, 
10 월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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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획 하에서 낙태문제를 완화할 요구가 생겼다.4  이에 때라 박정희 

정부는 1953 년부터 생명권의 차원에서 금지되었던 낙태를 1973 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여러 사유 하에서 허용하였다.5 그래도 법적으로 

모자보건법은 문제없다라고 할 수 없다. 2005 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설문에 의하면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비율은 4.4%에 불과한 반면, 비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건수는 95.6%에 달하였다.6  이런 차이를 보면서 

모자보건법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낙태는 형법상에도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한국은 2004 년 약 35 만 590 건으로 낙태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중 2 위를 차지하였다. 7 , 8  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0 년에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만든 낙태반대운동연합 (Pro-Life 

Society)이 이런 불법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3 곳을 고발한 후에 낙태문제는 역설적으로 더 심각해졌다. 9  낙태는 

여성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데, 상황을 법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여성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선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갖춘 나라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며 낙태 관련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4김용효 . 2011.「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제 33 호. p. 190 
5심상덕. 2011.『낙태와 낙태 – 낙태에 관한 400 자 칼럼』.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 24 
6황지영. 2010.「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전북』 통권제  126 호. p. 49 
7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123 
8양현아. 2013.「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法學論叢』 第 30 輯 第 1 號. p. 11 
9황지영. 2010.「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전북』 통권제  126 호.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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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낙태는 유교문화, 근대화 및 저출산 

같은 더 큰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어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려면 여자들은 

어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낙태수술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원래 유교를 통해 결정되었던 출산과 모성으로만 한정한 여성의 

정체성은 1960 년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참가하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10 특히 한국처럼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출산한 후 노동 및 가족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므로 여성들은 

피임이나 낙태를 통해 더 이상 출산하지 않기로 걸정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11 여기서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본인 요청이고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불법적인 낙태 수술의 높은 

건수는 이와 관련이 있다.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비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한 후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했으므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독일과 한국간 시회경제적 측면을 비교하여 저출산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12  

                                                           
10최은영. 2010.「한국의 모성과 낙태」. 『여/성이론』 제 22 호. p.57 
11양현아. 2013.「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法學論叢』 第 30 輯 第 1 號. p. 8 
12 Gitte, Halder. 2008. Demographic Change and Political Answers in 
Germany (Demographischer Wandel und politische Antworten in 
Deutschland). Frankfurt: Peter Lang GmbH.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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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정치적/법적인 공통점 및 

차이점을 탐구하고 양국의 연령과 가족상황에 따라 낙태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있으며 먼저 양국의 피임의 대한 인식 및 규칙을 살펴보고 양국에서 특히 

'싱글마마'들과 경제상황이 복잡한 부부들이 만나는 어려움들과 정부에서 

받는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호주제와 

압축적 근대화간 낙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양국의 정부에서 공개된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왜 낙태율이 독일보다 높은지, 한국에서 어떤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여성들이 불법 낙태 수술을 받게 되는지, 호주제와 

낙태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낙태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 연구에서 법적 측면에서 낙태주제를 다루었던 연구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김학태(2010)는 독일과 한국의 낙태법을 비교하며 독일과 

한국 사이에 특정 사유 하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공통점과 

독일에 12 주인 기한모델과 한국에 24 주인 기한모델의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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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13 그러나 이 논문은 양국의 여성들은 어떤 사유로 인해 낙태수술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임과 복지 같은 주제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최현정(2016)도 한국의 낙태죄를 비판적으로 보며 특히 배우자가 

낙태에 동의해야 하는 규칙과 처벌상태때문에 여자들이 불안전한 낙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평가한다. 14  그래도 여자들이 모자보건법에 본인 

요청과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없어서 불안전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최현정(2016)도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게다가 특히 서구에서 낙태문제를 선택권이나 생산권틀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페체스키 (Petchesky, 1984) 는 낙태권을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기본으로 보며 여성들에게 자기 몸을 통제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다.15 또한 페체스키는 안전하고 저렴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공되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높은 낙태수를  

여성의 생활 방식의 변화와 연결하여 여성의 증가하는 취업률과 대학교 

진학률, 증가하는 첫혼의 연령(혼의성관례의 증가) 및 저출산의 결과로 

보며 피임과 탁아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6 페체스키는 높은 낙태율이 여성의 생활방식의 변동 때문이라고 

하나, 정부는 변화한 생활방식의 해결책을 못 찾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취업률과 대학교 진학률이 높고 낙태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13김학태. 2010.「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 연구』 (26). p. 320 
14최현정. 2016.「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화젠더법학』 8(3). p. 241 
15 Petchesky, Rosalind P.. 1984. Abortion and Woman's Choice: The State, 
Sexuality, and Reproductive Freedom. Virginia: Longman. p. 384 
16 위의 논문 p. xv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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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체스키의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마키즈 (Marquis,  

1989) 같은 생산권 지지자들은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행동이 생명체의 

미래를 앗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나쁜 행동이며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17 이런 주장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낙태반대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자녀를 잘 보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아이의 

미래를 앗아가기 때문에 낙태를 비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연구자 박승배는 미국의 낙태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을 

탐구하였으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낙태는 비도덕적인 행동이고 여성이 

임신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18(박승배, 2013) 그러나 박승배는 어떤 이유가 중대한지와 누가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이 임신을 계획했어도 여성이 임신한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김용효도 미국의 낙태논쟁을 통해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이 

사문화되었으며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대신에 의사상담제도, 피임교육 및 

복지정책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며 미국의 낮은 낙태율의 기원을 잘 되어 

                                                           
17 Marquis, Don. 1989. „Why Abortion is immoral?“ Journal of Philosophy, 
Vol. 86. p. 9 
18박승배. 2013. 「낙태에 대한 옹오화 비판」.『철학연구』100.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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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교육에서 찾는다.19 (김용효, 2011) 성교육이 너무 중요하나 미국의 

낙태율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한국에서 혼외임신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 같다.  

한편, 조영미와 양현아는 낙태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영미, 2005, 양현아, 2005).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1995 년에 제 4 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강조되었는데 재생산이란 여성의 

성적 건강과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재생산 건강이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를 의미한다. 20  조영미(2005)는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모자보건법을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와 건강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한국낙태법이 기혼 여성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미혼 여성들은 소외당한다고 본다. 21  또한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국가의 이해에 따라 조절되어 여자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장한다.22 조영미(2005)는 미혼자들에 집중하나 나중에 보겠듯이 기혼 

여성들의 낙태수가 더 높다는 문제가 있다. 양현아(2005)도 조영미에 

찬성하여 더 나아가 미혼자들은 재생산하지 않는 성으로 억압되기 때문에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출산할 자유도 없다고 판단한다.23 또한 낙태에서 

자율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 적절한 의료법 및 복지서비스, 

                                                           
19김용효 . 2011.「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 33 호. p. 212 
20조영미. 2005.「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58 
21위의 논문 p. 77 
22위의 논문 p. 77 
23양현아.2005.『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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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요청 권리 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4 양현아도 

조영미처럼 미혼자들에 집중하나 혼외출산이 한국에서 왜 어려운지 

설명하려면 뒤에 보겠듯이 호주제를 봐야 한다.  

낙태의 사회경제적인 면에 집중하는 연구자들 중에 김희수(2008)는 

위의 재생산권과 동일하게 커플과 개인에게 자녀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낙태를 강요하는 성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미혼모들을 위한 복지나 효율적인 

피임교육에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이고 

한국가족의 성역할과 관련한 부담을 보여주지 않는다. 25  마찬가지로 

이중엽(2004)도 낙태주제를 사회경제적인 면으로 접근하며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미혼자와 10 대 미혼자의 높은 낙태율에 보지만 후에 보겠듯이 

기혼여성들의 낙태율은 더 높으며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과 복지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26  

마지막으로, 최은영(2010)이나 이성용(2011) 같은 연구자들은 

낙태문제를 변화하는 가족틀에서 다루었다. 최은영은 한국에서 '모성'이 

정상가족 안에 한계 지워져 있으며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뒤에 보곘듯이 아직 한국에서 결혼개념은 아직도 

                                                           
24양현아.2005.『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229/240 
25김희수. 2008.「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낙태」.『기독교사회윤리』 제 15 집. p. 
137 
26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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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하다. 27 한편 이성용과 이정환(2011)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가족주의가 여성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변화하는 

출산행위와 지속되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결혼제도의 충돌을 설명할 수 

없다.28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세가지의 한계가 있다. 먼저, 기존 

연구가 한국의 경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면을 다룰 때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예컨대 한국과 

달리 가부장제적 유산을 덜 가지고 있으며, 다른 근대화 과정을 겪은 

독일에서는 출산과 낙태 현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2005 년에 

위헌이라고 판결난 호주제이다. 페미니스트들에게 성평등을 침해하고 

가부장제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호주제는,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낙태권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와 낙태를 연결시키는 연구는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가족 안에 변화하는 역할과 변화하는 출산행위에 

대하여 압축적 근대화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7최은영. 2010.「한국의 모성과 낙태」. 『여/성이론』 제 22 호. p. 55/64 
28이성용, 이정환. 2011.「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한국인구학』 34(1). p. 20 
29양현아. 2002.「'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법사학연구』(25).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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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본 논문의 첫 번째 방법론은 비교사적 시각이며 독일과 

한국정부에서 공개된 통계 분석이다. 비교사적 방법을 통해 양국의 

낙태법을 바라보며 어느 사유로 인해 낙태가 허용되는 것을 탐구하며 양 

정부의 낙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하고자 한다. 게다가 OECD 자료를 통해 

혼외출산율, 경제활동율, 육아 휴가, 대학교 학비 같은 주제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낙태 이슈와 연결지어 분석할 것이다. 그 외의 독일과 

한국통계청이 공개한 통계를 통해서 여성의 가족상황과 연령에 따라 

낙태수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낙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압축적 근대화론을 통해 여성의 낙태결정은 근대화, 가족 같은 

현상에게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개념, 결혼, 출산, 자녀와 모성 같은 

주제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가족과 관련한 가치들이 바꿨는지 아니면 

유지되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통계청이 공개한 조사의 분석을 

통해 위에 언급한 주제들이 한국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여성의 출산행위를 연구하자면 여성이 출산에 대해서 결정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들은 낙태법을 선택권이나 재생산권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호주제와 낙태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없어서 

호주제에 있는 가부장제를 해석하여 낙태와 호주제의 관계를 탐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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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출생성비불균형, 재산권이나 자녀의 성(姓)에 대한 규칙을 

해석해서 호주제가 여성의 출산행동에 준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낙태에 대한 생명권 대 선택권 같은 도덕적인 논의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논문의 목적은 양국의 낙태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라 정치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II. 한국에서 낙태 현황과 여론 

1. 한국과 독일의 낙태의 현황 

그림 1. 독일: 1996 년에서 2016 년까지의 가족 상황에 따른 낙태수 

 

 

 

 

 

 

 

 

 

자료: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Termination of Pregnancy: Germany, Years, Family Status 

(Schwangerschaftsabbrüch: Deutschland, Jahre, Familienstand).“ Accessed 

Janua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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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독일통계청의 조사의 따르면 2001 년까지 

기혼자들의 낙태율이 미혼자들의 낙태율보다 높았으나 2000 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년에는 기혼자의 낙태건수가 

조금 증가하였으며 38,539 건에 이르렀다. 미혼자들의 낙태건수는 

2004 년에 65,340 건으로 절정에 이르렀으며 2016 년에 56,069 건이었다. 

또 같은 해 이혼자들의 낙태수는 3,909 건이었으며 미망인들의 낙태율은 

214 건에 머물었다. 독일에서의 2016 년 총 낙태건수은 98,721 건이었다. 

또한 2016 년의 낙태시술 중 3 785 건은 의학적 사유로, 28 건은 범죄의 

사유로 그리고 나머지 94,908 건은 의사상담으로 진행되었다.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대부분 38.506 명은 아이가 없었으며, 기존에 아이가 한 명 

있는 여성들의 수는 24,259 명, 아이가 2 명 있는 여성들의 

수는 22,863 명이었으며 아이가 3 명 있는 여성들의 수는 8,895 명이었다. 

30  또한 낙태수술을 제일 많이 받은 연령 집단은 25 세에서 30 살까지 

(24,365 건), 그 다음 30 세에서 35 세 (22,341 건) 그리고 20 세에서 25 세 

(19,797 건)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의 낙태율은 15 세 미만은 330 건으로, 

15 세에서 18 세까지는 2,750 건, 그리고 18 세에서 20 세까지는 4,985 

건으로 나타났다.31  

                                                           
30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 Termination 
of Pregnancy (Schwangerschaftsabbrüche).” Accessed February 9. 
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Gesundheit/Schwanger
schaftsabbrueche/Tabellen/RechtlicheBegruendung.html;jsessionid. 
31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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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 년도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구분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비율(%) 

전체 15.8 168,738 100.0 

연령    

15-19 세 1.7 2,676 1.6 

20-24 세 17.4 24,939 14.8 

25-29 세 21.0 36,541 21.7 

30-34 세 21.4 39,061 23.2 

35-39 세 16.4 33,537 19.9 

40-44 세 15.5 31,984 19.0 

결혼상태    

기혼 17.1 96,286 57.1 

미혼 14.1 72,452 42.9 

자료: 보건복지부. 2011.「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산학협력단』(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p. 47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불법 낙태율이 높기 때문에 낙태율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연구에서 2010 년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조사결과가 사용된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0 년에 

전체 낙태율은 168,738 건이었으며 기혼여성들의 낙태건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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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86 건이었던 반면 미혼자들의 낙태건수은 72,452 건이었다. 32 이처럼 

독일에서 미혼자들의 낙태율이 더 높은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혼 

여성들이 더 자주 낙태수술을 받는다. 또한 독일에서의 15 세 미만의 

낙태건수는 330 건으로 한국에서의 2005 년 118 건 보다 거의 2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한국에서의 15-19 세 집단의 낙태건수는 2,676 건으로 

독일에서의 15-20 게 집단의 7,735 건보다 훨씬 낮았다. 게다가 독일에서 

낙태율이 제일 높은 연령집단은 25-30 세, 그 다음 30-35 세와 20-

25 세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체 낙태수술을 받은 연령 집단 중 30-

34 세는 1 위로, 25-29 세는 2 위로 그리고 35-39 세는 3 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는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연령이 독일보다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특히 서구의 개인주의의 전파로 인해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생겨 한국에서도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개념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4 이에 따라 여성의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변하였다. 이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낳기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35  따라서 30 대 

독신여성과 독신남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신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32보건복지부. 2011.「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산학협력단』(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p. 47 
33위의 논문 p. 47 
34Yoo, Young Ju, Insoo Lee and Gyesook Yoo. 2007. “How strong Families 
encounter Social Challeng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John DeFrain and 
Sylvia M. Asay.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Strengths-Based 
Research and Perspectives. Haworth: Routledge. p. 199 
35최은영. 2010.「한국의 모성과 낙태」. 『여/성이론』 제 22 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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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36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 1996 년에 

남성들의 초혼연령은 28.4 세이었으나 2005 년에 30.9 세로 높아졌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6 년에 25.5 세이었으나 2005 년에는 27.7 세로 

높아졌다.37 독일에서는 1991 년에 남성의 초혼연령은 28.5 세, 2015 년에 

33.8 세로 높아졌다. 38  게다가 독일여성들의 초혼연령은 1991 년에 

26.1 세에서 2015 년에 31.2 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9 한국은 

낙태 수술을 받는 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혼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많이 받고, 혼인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의 휫수는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에를 들어 출생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이 11.6%로, 

출생자녀가 1 명이며 낙태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들의 비율은 11.7%, 

                                                           
36이숙경. 2005.「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20 
37Yoo, Young Ju, Insoo Lee and Gyesook Yoo. 2007. “How strong Families 
encounter Social Challeng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John DeFrain and 
Sylvia M. Asay.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Strengths-Based 
Research and Perspectives. Haworth: Routledge. p. 200 
38Statista.  2015. ″Statistics of Age of Marrying for Single Men in Germany 
until 2015 (Heiratsalter Lediger Männer in Deutschland Bis 2015 | 
Statistik).” Accessed January 3. 
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328/umfrage/heiratsalter-lediger-
maenner/. 
39Statista. 2015. „ Statistics of Age of Marrying for Single Women in 
Germany until 2015 (Heiratsalter Lediger Frauen in Deutschland Bis 2015 | 
Statistik).Accessed January 3. 
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329/umfrage/heiratsalter-lediger-
fr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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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녀 2 명이 있는 경우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40. <그림 2>에서 

보듯이 기혼자들의 임신중절률은 2008 년부터 감소한 반면, 미혼자들의 

낙태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41  따라서 미혼자의 임신중절률이 왜 

감소하지 않는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독일과 한국사이에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는지를 다음에 답변하기 위해서 시도하겠다. 

 

그림 2. 연도별 결혼상태별 인공임신중절률 및 변동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2011.「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실태조사」.『산학협력단』. 
p. 49 

 

 

 

 

                                                           
40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136 
41위의 논문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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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결혼상태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시술이유(다중응담) 

 시술 이유 기혼 여성 미혼 여성 

건강문제 부모의 

건강문제 

2.9% 0.2% 

 태아의 

건강문제 

3.7% 0.5% 

 임신 중 

약물복용 

12.6% 5.4% 

강간  0% 0.4% 

가족계획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 

70.7% 2.9% 

 터울조절 6.2% 0%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어서 

1.2% 0.1%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 

경제적 어려움 17.5% 3.4% 

 미성년자 혹으 

혼인상의 문제 

2.0% 93.7% 

 기타 4.2% 2.3% 

자료:양현아. 2013.「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法學論叢』 第 30 輯 第 1 號. p. 13 

 

앞서 보았듯이 독일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되는 사유의 대부분이 

원치 않은 임심때문이었다. 그럼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의 70.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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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 낙태수술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에 아직도 

낙태가 피임의 방법으로 사용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 17.5%로 

경제적 어려움과 12.6%로 임신 중 약물복용이 낙태 사유로 꼽힌다. 다른 

한편으로 미혼자들의 93.7%는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다. 즉, 대다수의 미혼자들이 미혼모가 되기를 기피하는 

것이다. 42 또 임신 중 약물복용이 5.4%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3.4%로 

그 뒤를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혼자 경우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결정적인 사유라는 점이다. 한국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첫번째로 낙태를 받은 

이유는 53.2%로 혼외 출산, 두 번째 사유는 터울 조절을 위해서 (27.6%), 

세 번째 이유는 더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낙태시술을 받았다(38.5%)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43   따라서 혼외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에 대해 한국 여성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양현아. 2013.「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法學論叢』 第 30 輯 第 1 號. p. 13 
43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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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태 관련 법안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쟁 

한국의 엄격한 낙태권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낙태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어떤지 살표볼 필요가 있다. 

2010 년에 낙태죄 폐지 여론조사에서 33.6%만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했던 

반면 2017 년에 그 비율이 51.9%로 증가하였다.44 따라서 낙태에 대한 

의견이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36.2%를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연구에서 낙태에 대한 논리적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 논쟁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1994 년에 국회가 낙태를 합법화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선립된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죄 개정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법개정안을 

무산시켰다. 45  오늘 날에도 낙태예방을 위해서 애쓰는 연합이 낙태를 

살인이라고 부르고 낙태수술을 줄이기 위해서 성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46 

2017 년 2 월에 낙태법과 관련된 형법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에 낙태논쟁이 다시 뜨거워져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44 리얼미터. 낙태죄, 폐지 52% vs 유지 36%. 
http://www.realmeter.net/2017/11/%EB%82%99%ED%83%9C%EC%A3%84-
%ED%8F%90%EC%A7%80-52-vs-%EC%9C%A0%EC%A7%80-
36/.(검색일:2018.5.5) 
45 천수연. 2014.「"낙태는 살인" 낙태 예방에 앞장서온 낙태반대운동연합」. 
『노컷뉴스』.12 월 8 일. 
46 낙태반대운동연합. 상담안내.  
http://www.prolife.or.kr/page/sub_0101.(검색일: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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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임신을 출산과 직결하여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였다.47 더 나아가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남성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낙태반대운동연합과 같은 입장이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나, 최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7 년 11 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 만 5372 명이″ 참여하였다.48 그들이 현행 낙태법에 의하여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지금의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을 해치거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생각한다. 낙태반대운동과 낙태죄의 

폐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여성의 결정권과 생명권에 대한 따른 의견을 

보면 낙태법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쉽게 결론에 이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생명권/결정권논쟁은 한국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 

이 논쟁은 낙태운동과 여성운동의 초점이었다. 1905 년에 “모성보호와 

성개혁을 위한 연합(Bund für Mutterschutz und Sexualreform)”이 

설립되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생식에서 부터 분리하여 여성들에게 자기 

                                                           
47 최윤석. 2018.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오마이뉴스』. 4 월 18 일. 
48한국언론 뉴스허브. 2017.  「불붙은 낙태 논쟁···"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중앙일보』. 11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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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49 덤으로 이 연합의 설립자인 

헬레네 슈퇴커(Helene Stöcker)가 산아제한, 성교육, 자유 연애, 사생아의 

평등 등 위해서 애썼다.50 더 중요하게는슈퇴커가 1871 년에 낙태금지법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이 이를 비판하여 그녀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51  1960 년에 여성들의 역할은 노동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하며 1970 년대 여성들의 자치권과 낙태주제가 다시 주의를 

끌었다. 형법으로 처벌된 낙태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1960 년대 말에 

어림잡아 100 만 명 여성이 낙태수술은 받았다. 52  1970 년초 

프랑크푸르트에서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낙태죄 

(“Schwangerschaftsabbruch”) §218 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의료보험이 

낙태수술과 피임약의 비용을 부담한 것과 성교육 등을 요구하였다. 

여자들이 9 만 명이 참가한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를 강요하였다. 

결국 1995 년 6 월에 연방의회가 오늘날까지 유효한 12 주의 기한규정을 

결정하였다.53 

한국에서는 아직도 낙태와 저출산 문제를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보건복지부의 선포에서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49Karls, Michaela.  The History of the Women Movement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p. 89 
50위의 논문 p. 90 
51Karsch, Margret. 2004. Feminism in a Hurry (Feminismus für Eilige). 
Berlin: Aufbau Taschenbuchverlag. p. 158 
52위의 논문 p.11 
53Karls, Michaela.  The History of the Women Movement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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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에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의 큰 도움이 된다″고 

선포하여 낙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였다.54 

저출산과 낙태를 연결시키는 것이 논리적일까? 저출산 나라들의 

대부분은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지만 성평등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55 

이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려워진다. 한국 미혼 

남녀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아이가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낮을까? 반대로 왜 낙태율이 이렇게 높을까?  

그림 3.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 1 명의 출산의 이유에 대한 조사 

자료: 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432 

                                                           
54최현정. 2016.「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247 
55Anderson, Thomas and Hans-Peter Kohler.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9, No. 2.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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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대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1 명만 출산할 거라고 

응답한 미혼 남성들은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54,4%), 

여가/자아성취(13.0%), 소득부족(11.1%), 실업/고용불안정(7.7%) 등의 

순으로 사유를 응답한 반면 미혼 여성들은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5.3%), 

일/가정 양립 곤란(27.1%), 여가/자아성취(13.7%), 육아인프라 부족 (3.8%) 

순으로 응답하였다.56 즉,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2015 년에 독일의 평균 

자녀 수는 1.5 명으로 1.58 인 유럽 연합나라들의 평균 이하였다. 57 

자녀부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50 세 이하인 사람들에게 아직 맞는 

파트너를 못 찾아서 아이가 없다는 이유가 40%로 1 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아직 젊어서 (39%), 여아/자아성취 (34%), 미래에 대한 부정 (30%), 

친구를 못 만나게 될 것 같아서 (26%), 경제적 부담 때문에 (22%), 그 전에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22%), 그리고 일에 대한 계획과 안 맞으며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그 뒤로 이어졌다. 58  

                                                           
56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432 
57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State & 
Society – Births –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at & Gesellschaft - 
Geburten - Statistisches Bundesamt).“ Accessed December 15. 
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Bevoelkerung/Geburte
n/Geburten.html. 
58Statista(Online Statistics for Data of Government Institutions). 
2012. ″Survey for the Lack of Children in Germany in (2012Kinderlosigkeit 
in Deutschland - Gründe 2012 | Umfrage).” Accessed January 9. 
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50441/umfrage/umfrage-zu-den-
gruenden-der-kinderlosigkeit-in-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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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과 독일에서 어떤 차이가 보일까? 독일에서는 본인과 맞는 

파트너를 못 찾았거나 본인의 연령 같은 심리적인 이유들이 더 중요하는 

반면 한국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들에게서 양육/교육비용이 제일 큰 

부담으로 보인다. 비교하자면 경제적 부담은 독일에서 6 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여성들 경우 일/가정양립도 매우 중요하나 독일 경우에는 이는 문제가 

아니거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경우 보육문제는 11%로 11 위를 

차지하는 반면 육아 인프라의 부족은 4 위를 차지하였다. 또 한국남성들과 

한국여성들의 응답에서도 흥미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남자들의 1,3 위과 

4 위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반면 여성들에게서 1 위만 경제적인 부담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국에서 남자가 부양자로써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낙태와 연결시키는 대신에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여성의 이중 부담을 줄이며 낙태에 대한 사회의 논쟁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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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태와 피임에 대한 인식 

낙태와 피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여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에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피임교육을 행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피임의 전파로 인해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막을 수 

있는데 왜 낙태율이 이렇게 높을까? 앞서 한국의 낙태율이 OECD 회원국 

중 2 위를 차지한다고 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피임약 복용률이 제일 

낮은 나라로 주목을 받는다. 59  피임약 복용과 낙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피임의 한국에서의 역사를 보며 그 다음에 피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60 년대에 인구폭발로 인해 박정희 정부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정책을 만들었다. 이 정책에 따라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며 적절한 피임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60 

1961 년에 가족보건의원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이 설립되어 

사람들에게 가족계획을 알려주었다. 예컨대 이 단체는 지방에 가서 여러 

피임방법을 설명해주며 피임도구를 배포했다. 61 그래도 1962 년에 실시한 

                                                           
59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i 
60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 111 
61 Yang, Jae Mo, Sook Bang, Myung Ho Kim and Mang Gap Lee. 1965.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Rural Korea.“ Population Studies, Vol 18, 
No. 3.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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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피임도구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나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사례는 여전히 많았다. 62  이를 통해 피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 피임약 관련 정책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피임의 정책을 

탐구하려면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인지 아니면 

전문의약품인지를 봐야 한다. 먼저 독일에서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정해져 있다.  독일에서 

전문의약품인 이유는, 건강문제의 예방을 위한 약품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독일의 건강보험에서 20 세 이하인 경우 

사전피임약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에는 비용지원이 없다. 63 , 64 특히 

청소년과 경제상황이 어려운 여자들의 원치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해서 

피임약을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다. 사전피임약이 한국에 

일반의약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임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피임약 

복용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한데 여성 1,007 명 대상의「사전피임약 복용 경험 및 목적」에 대핸 

조사에 의하면 사전피임약복용경험이 있었던 여성들의 비율이 31.6%를 

                                                           
62 Yang, Jae Mo, Sook Bang, Myung Ho Kim and Mang Gap Lee. 1965.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Rural Korea.“ Population Studies, Vol 18, 
No. 3. p. 250 
63Family Planning (Familienplanung). 2017. ″Prescription and Cost Takeover 
(Rezeptpflicht Und Kostenübernahme).” September 14. 
www.familienplanung.de/verhuetung/rezeptpflicht-und-kostenuebernahme/. 
64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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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으며 이 중 상담을 받은 여성들의 비율은 24.2%로만 드러났다.65 

한국에서는 피임실패로 인해 임신된 경우가 흔한데 약품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지금 경우에는 여성들을 

사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복용해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점들이 있을 듯하다.66 

사전피임약과 달리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복용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67  반대로 독일에서는 

2015 년부터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68 한국에서 

여성 929 명을 대상의「응급피임약 복용 경험」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9.5%는 복용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7.8%는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고 싶어하였지만 의사처방전이 없어 복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69더 주목해야 할 점은 전문의약품으로써 상담이 필수적인데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에 25%는 처방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70 제대로 되지 않은 복용방법으로 인해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 

의사상담에 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또다른 문제는 여성의 순결이 

                                                           
65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xxx/xxxi  
66위의 논문 p. 305 
67위의 논문. p. xxxii 
68Ayyadi, Kira. 2015. ″Morning-after Pill – Now nonprescription (Die Pille 
Danach - Jetzt Rezeptfrei).” FOCUS Online, September 24. Accessed 
January 6. https://www.focus.de/gesundheit/nebenwirkungen-und-kosten-
die-pille-danach-jetzt-rezeptfrei_id_4957800.html. 
69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 xxxii 
70 위의 논문 x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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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는 사회에서 의사나 약국에 가서 피임약 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71사회적으로 아직도 미혼자로써 피임하면 “헤픈 여자″라는 의식이 

남아 있어 피임약을 달라는 것이 기혼 여자에게 더 쉽다.72  

원치 않은 임신이 낙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73 독일은 남녀 몸의 차이점과 생식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며 피임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생물학수업과 

연결해서 성병, 피임법, 성매매 등을 알려준다.74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 

콘돔 자동 판매기까지 찾을 수 있다.75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성교육이 

중학교에서 시작하지만 학교마다 성교육의 운영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76 2015 년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만든 조사의 따르면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8.6%만 피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7 또다른 

                                                           
71이숙경. 2005.「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18 
72위의 논문 p. 24/25 
73김용효. 2011.「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제 33 호. p. 208 
74Padtberg, Carola. 2006. „Sex Education in School: Clinical and Clueless 
(Sexualkunde in Der Schule: Abgebrüht Und Ahnungslos).“ SPIEGEL 
ONLINE.  March 8. Accessed February 11.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sexualkunde-in-der-schule-
abgebrueht-und-ahnungslos-a-404892.html. 
752003. “ Condom Vending Machines in Schools? No Problem in Potsdam 
(Kondom-Automaten in Schulen? In Potsdam Kein Problem).” Der 
Tagesspiegel, October 12.Accessed February 11.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ondom-automaten-in-schulen-in-
potsdam-kein-problem/455790.html. 
76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329 
77김은애, 이인영, 이순희. 2016.「청소년 여성의 성교육 경험 및 피임제 인지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17(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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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청소년 여 20 명 대상으로 만든 조사에 따르면 16 명은 전에 

성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4 명은 임신경험까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학교의 성교육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였으며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언급하였다.78 

그리고 면접방법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로 성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피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속적인, 체계적이고 소통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기본적인 사항에 머물기 보다 학생들이 알고 싶은 피임에 대해서 알려주고 

콘돔에 대해서만 가르치기 보다 피임제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욕해야 한다.79 따라서 전반적인 성교육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원치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해서 여학생들에게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피임도구와 사용방법을 알려줘야 

한다.80  

 2009 년에 미혼모  84 명 대상으로 만든 조사에 의하면 22 명은 

피임실패로, 2 명은 피임법을 몰라서 임신됐다고 대답하였다.81 높은 피임 

실패율을 보면 미혼자 여성들의 피임의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미혼자뿐만 아니라 쳥소년들도 피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증거는 또 있다. 2010 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청소년(15-24 세) 

                                                           
78김은애, 이인영, 이순희. 2016.「청소년 여성의 성교육 경험 및 피임제 인지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17(1). p. 62 
79위의 논문 p. 65 
80위의 논문 p. 56/64 
81심상덕. 2011.『낙태와 낙태 – 낙태에 관한 400 자 칼럼』.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  85 



 

 

30 
 

총 5253 명을 대상으로 만든 피임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피임법을 

몰라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국청소년들의 비율이 22%이었으며 

다른 아시아 태평양 나라의 평균이 4%로 나타났다.82 부부 사이의 경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콘돔(29%)이 

주요 피임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자궁내 장치 (21.1%), 난관 수술(13.5%) 

및 경구피임약(12.2%)이 이 뒤를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받을 점은 피임 

실패율이 높은 콘돔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고 남성이 피임하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83 이로 인해 콘돔에 

의존하면 피임과 성관계에 대한 결정을 남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다.84 

피임교육과 피임에 대한 인식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인식은 

커진다. 그러나 한국 같은 가부장제적 나라들에서 여성이 피임을 하고 

싶어하더라도 남성의 동의를 필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5 또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순결에 가치를 두어 많은 여성들은 피임에 

대해서 잘 알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해 좀 불결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86 

다른 문제는 남성에게 피임하자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82심상덕. 2011.『낙태와 낙태 – 낙태에 관한 400 자 칼럼』.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 88 
83위의 논문 p. 232 
84이숙경. 2005.「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26 
85이성용, 이정환. 2011.「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한국인구학』 34(1). p. 5 
86백영경. 2013.「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52(2). p. 66 



 

 

31 
 

질문이다.87 피임교육의 부재로 인해 피임을 하지 않거나 남자에게 피임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88  즉 피임을 위해서 남성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적이다. 남성들이 콘돔사용을 원치 않은 경우 

여성과 피임에 대해서 의논하기 보다 체외사정 같은 효율성이 낮은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89 한국에서 아직도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결혼과 연결하고 있다. 결혼제도 외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문제적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90 앞서 봤듯이 피임실패를 막기 위해서 더 

강화된 의사/약사의 상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1  여기서 문제는 

한국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다. 일반국민 조사의 의하면 여성 

10 명 중 7 명은 산부인과는 불편한 질문을 하며, 검진에서 불쾌한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92 또는 청소년 대상 임신과 출상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93 게다가 피임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티비 광고 및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은 이 점에서 아직도 

                                                           
87이숙경. 2005.「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23 
88백영경. 2013.「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52(2). p. 65 
89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310 
90백영경. 2013.「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52(2). p. 66 
91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liii 
92위의 논문 p. 33 
93위의 논문 p. liii 



 

 

32 
 

보수적이다. 예컨대 피임약에 대한 광고들이 2006 년까지 금지되어 

있었다.94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성교육이 아직도 너무 형식적이고 피임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기보다 아직도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수준으로만 가르친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피임에 

대해서 잘 모르며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아직도 

성관계를 결혼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미혼자들이 피임에 대해서 잘 

알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III. 낙태와 관련된 한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 

1. 인구억제 정책 

한국에서 낙태이슈를 저출산 문제와 연결하는 경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1960 년대 박정희 정부의 인구조절정책과 관련이 

있다. 1960 년대 인구폭발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커지는 육아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참가하게 된 여성들 때문에 정부의 낙태에 대한 견해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95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슬로건으로 

                                                           
94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316 
95김용효 . 2011.「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제 33 호.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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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하였으머 ″둘도 많다″로 이어진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하였다.96낙태가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낙태를 인구조절을 위한 

피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97 1961 년에 나온 신문기사에 

의하면 낙태가 특히 도시에서 주된 피임의 방법이었다.98 또한 1971 년에 

나온 출산/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3%가 낙태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33%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99 따라서 <그림 4>에서 보는대로 낙태율이 1964 년과 1976 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1963 년에서 1976 년까지의 낙태의 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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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61. “Are we ready to advocate Birth Control?.” The Kyunghyang 
Shinmun, August 28. 
99Ahn, Kye Choon and Seung-Hyun Han. 1978. “Induced Abortion and the 
MCH Law in Korea.”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ume 7 Issue 3.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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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때 증가한 낙태율은 정부가 1974 년에 낙태수술을 받은 

3,000 명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100  1989 년에 

인구조절정책이 폐지되었으나 여성은 아이를 적게 낳음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있어 제약을 덜 받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였다.101 하지만 이는 박정희 정부가 서구에서처럼 여성들의 자유의 

요구를 위한 낙태를 관대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이는 인구정책의 한 도구였기 

때문이었다.102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1953 년에 금지된 낙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1973 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결과로 위에 

표에서 본대로 낙태건수는 1973 년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낙태를 피임의 한 수단으로 소개하였으며 이 

인식이 아직도 지속되기 때문에 낙태와 인구정책이 연결된다. 따라서 

낙태반대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   

 

 

 

                                                           
100Ahn, Kye Choon and Seung-Hyun Han. 1978. “Induced Abortion and the 
MCH Law in Korea.”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ume 7 Issue 3. p. 
65 
101Eun, Ki Soo. 2011. “Changes in Population and Family in Korea“(Ch.3) In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Ed.), Korean Families: Continuity and 
Change. Seoul: Seould National University Press.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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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낙태권에는 아직도 가부장제적 잔재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낙태와 관련된 남아선호나 배우자 동의 같은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들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낙태법을 

선택권이나 재생산권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2005 년에 많은 논쟁 후 

위헌판결이 난 호주제와 낙태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없다. 

먼저, 호주제 논쟁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한다. 성평등을 

제한하는 제도의 가부장제적 요소들이 남성 혈헌을 따라 가족의 대를 

이어는 부계계승제도, 부인을 남편 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부체제 

결혼제도(patrilocal marriage) 또는 연장자 남성을 가족의 호주로 만드는 

가부장제도이다.103이런 원칙들의 기원은 유교이지만 법적으로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때 시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국전통 보다 

세금과 일본의 내선일체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104  이 제도의 

법적인 배경을 보면 이런 관련이 뚜렷하다. 18 세기부터 앞서 언급한 

원칙들이 있었으나 1912 년에 처음으로 일본제국이 1898 년의 메이지 

민법을 바탕으로 호주제도를 만들어 호주의 법의 강권을 성문화하였다.105 

                                                           
103양현아. 2000.「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젠더」, 
『법사학연구』 (25). p. 67 
104Kim, Seung-hyung and Kyounhee Kim. 2014. “The personal is political: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se system.” (Ch.4) In Kyounhee Kim, The 
Korean Women’s Movement and the State: Bargaining for Change, New 
York: Routledge. p. 67/68 
105 위의 논문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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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주제는 전통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으로 양현아는 

호주제를 일본 국민법의 도입과 조선의 관습인정이라는 복합적 지형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로써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06  또한 1948 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성평등을 헌법이념으로 규정한 후 호주제에 대한 

논쟁이 성평등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다시 뜨거워져 여성단체들의 참여로 

1962 년, 1977 년 및 1989 년에 개정되었으며 마침내 2005 년에 

폐지되었다.107108 

그러면 왜 이미 폐지된 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호주제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질서, 특히 '여성'이 놓여져 있는 상징적 

질서를 가시화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기에는 도움이 된다. 109  더욱이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시기에 

호주제가 유효하였으며 모자보건법에 성차별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법이 없어졌어도 법에 대한 인식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앞서 

표에서 본대로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미혼 남성들은 45,9%인 반면 

미혼 여성들은 27,9%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법이 

                                                           
106양현아. 2002.「'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법사학연구』(25). p. 113 
107조주은. 김선화. 2017. 「헌법개정의 방향: 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이슈와 
논점』 제 1315 호. p.2 
108Kim, Seung-hyung and Kyounhee Kim. 2014. “The personal is political: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se system.” (Ch.4) In Kyounhee Kim, The 
Korean Women’s Movement and the State: Bargaining for Change, New 
York: Routledge. p.67 
109양현아. 2000.「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젠더」. 
『법사학연구』 (25).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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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어도 법이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에 준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호주제의 문제점들이 무엇일까? 양현아(2002)는 평등을 

침해하는 4 가지 원칙을 찾는다. 첫째, 호주승계와 관련된 남아 출산의 압력; 

둘째로, 여성이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자녀의 호적 및 성에 대한 문제; 셋째, 

미혼여성들이 출산한 경우 아버지의 인지만 있으면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다는 점; 넷째로, 재산상의 명시적/암묵적인 차별이었다.110 

이제 이 문제점들을 자세히 탐구하며 낙태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한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 984 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남자는 가족 내의 모든 여자에 비해서 호주승계의 우선권을 

가진다. 아들은 사생아이라도 적녀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111 따라서 

양현아(2002)는 남아선호가 전통사상이라기보다 법제상의 요구라도 

주장한다.112 호주가 될 아들이 필요한 이 제도에서 여아낙태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113 앞서 언급했듯이 1970 년대 정부의 인구조절정책 하에 

낙태가 출산조절수단으로 사용되어 낙태수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110양현아. 2002.「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한국사회학』. 
36(5), p. 208 
111Lee, Tai-Young. 1976. “What can I do? Based on the Revised Family Law, 
Actual Cases of Family Legal Counseling.”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p. 122 
112

양현아. 2002.「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한국사회학』. 
36(5), p. 201 
113양현아. 2002.「'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법사학연구』(25).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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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년에 남아 기준 107.2 이었던 출생성비불균형은, 1985 년에 109.5 

그리고 1992 년에는 114.0 로 증가하였다. 114  진기남등 (1998)의 

남아선호에 대한 조사의 의하면 1998 년에 남녀 1,548 명 중 29.4%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70.6%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전자 

중 43.5%로 대다수는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15 이를 통해 법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볼 수 있다.  

남아선호를 보여주는 다른 문제는 네 번째 문제이다. 호적제도에 

여성에게 차별적인 또다른 요소는 재산상의 문제이다. 예컨대 남편이 

호주라는 이유로  부부가 같이 산 집을 남편 명으로 한다.116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아들이 호주승계에 우산권을 갖는 것과 비슷하게 아들은 가족 

재산의 상속에도 우선권을 갖는다. 호주제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남편과 인척들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남성이 더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117 이런 규칙 때문에 여성들이 차별을 받으며 

남자의 보호의 의존해서 남아선호가 강화된다. 이런 차별을 독일 재산권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독일에서는 민법 제 1924 조과 제 1931 조에 

재산권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성별과 관련 없이 자녀들이 

                                                           
114 진기남. 이양재. 송은일. 김수련. 1998. 「남아선호도와 여아낙태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제 10 집 1 호. p. 91 
115위의 논문 p. 94 
116양현아. 2002.「'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법사학연구』(25). p. 119 
117Shin, Ki-young. 2006. “The Politics of the Family Law Reform Movement 
in Contemporary Korea: A Contentious Space for Gender and the Nat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1(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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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하게 상속 받으며 유언 없는 경우 배우자는 4 분의 1 을 상속하게 

된다.118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 781 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해도 자녀의 이름을 자기 호적에 편입할 수 

없다.119  혼인관계나 아버지의 인지가 있으면 자녀가 자동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며 이혼한 경우와 여성이 재혼한 경우도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다.120 재혼한 여성은 자녀를 새로운 남편에 편입시키려면 자녀의 

친부의 승낙만 아니고 남편의 승낙도 필요해 차별을 받았다. 121  따라서 

여성은 남자의 승낙 없이 자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첫 본째 

예시는 낙태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민법 제 909 조와 제 

837.7 조를 낙태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을 담당해도 아버지는 그들의 친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자녀들에 대한 법정대리권도 가지고 있다. 122  이런 

규칙은 여성의 자치권을 침해하며 남자에게 아이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 

                                                           
118Civil Code (Bürgerliches Gesetzbuch). ″§ 1931 Legal Inheritance Law of 
the Spouse (§ 1931 Gesetzliches Erbrecht Des Ehegatten).” Accessed on 
December 22. www.gesetze-im-internet.de/bgb/__1931.html. 
119Lee, Tai-Young. 1976. “What can I do? Based on the Revised Family Law, 
Actual Cases of Family Legal Counseling.”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p. 195 
120양현아. 2002.「'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법사학연구』(25). p. 118 
121Yang, Hyunah. 2013. “Colonialism and patriarchy: where theKorean 
family-head (hoju) system had been located”, in Hyunah Yang. Law and 
Society in Korea,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p. 49 
122Lee, Tai-Young. 1976. “What can I do? Based on the Revised Family Law, 
Actual Cases of Family Legal Counseling.”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p. 197 



 

 

40 
 

따라서 이는 낙태권의 배우자의 동의 규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비슷하게 

자녀들과 부인을 남자에게 종속하는 민법 제 909 과 제 837.7 도 자녀들에 

대한 결정권을 여성들에게서 빼앗고 남자에게 준다. 아이를 출산해도 

출산하지 않아도 여성의 결정권은 남자 하위에 둔 것을 볼 수 있다. 

낙태와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 문제로 언급된 혼외출산 

바이다. 한국에서 미혼여자로써 혼외에 아이를 양육하기 너무 어려워 

수쳔의 여성들은 아이를 낙태하거나 버림 받는다. 예컨대 1989 년에 아이 

13,301 명이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다. 123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버렸던 여성들의 대부분은 사회에게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자녀를 

혼자서 양육했을 거라고 응답하였다.124게다가 입양도 사회에게서 거부되어 

혼외 임신을 하는 여성 중 95%는 낙태를 선택한다.125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은 OECD 나라 중 제일 낮은 혼외임신률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혼외임신이 적기 때문에 아니고 바로 사회의 혼외출산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다. 혼외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더 다른 조항은 바로 제 

782(1)조이다.126 민법 제 782 조 1 에 의하면 : 

                                                           
123Nam, Soon Huh. 1993. “Services for out‐of‐wedlock children in Korea”,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5(1): p.35 
124PreÌ�bin, Elise. 2013. Meeting Once More: the Korean Side of 
Transnational Adop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p. 116 
125Brian, Kristi. 2012. Reframing Transracial Adoption: Adopted Koreans, 
White Parents, and the politics of Kinship.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  31/144 
126Yang, Hyunah. 2013. “Colonialism and patriarchy: where the Korean 
family-head (hoju) system had been located”, in Hyunah Yang. Law and 
Society in Korea,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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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와 인지 첩의 아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아야만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형성되고(민법 

제 860 조, 제 781 조, 제 782 조), 인지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와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이때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127 

다시 말하자면 혼외 출산된 아이는 어머니나 지금의 호주의 

승낙없어도 아버지의 인지를 받으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모성과 부성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128  이 

차별을 성씨에 대한 규칙을 정하였던 민법 제 781 조에서도 볼 수 

있었다.129 개정되기 전에 이 조항에서 자녀는 자동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었으며 혼인외자거나 부의 인지 없는 경우 모의 성을 따랐다. 이제는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협의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자인 경우에도 부모에 협의에 따라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다. 130 비교하자면 독일 경우에는 민법 제 1757 조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하면 자녀도 자동으로 그 성을 따르며 부부가 같은 성을 

                                                           
127민법  제 782 조 – 로앤비. 
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22F61614923D47E68BFD21856
34EDCC4%7C782%7CO(검색일: 2018.2.15) 
128Yang, Hyunah. 2013. “Colonialism and patriarchy: where the Korean 
Family-head (hoju) system had been located”, in Hyunah Yang. Law and 
Society in Korea,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p. 47 
129위의 논문 p. 47 
130민법  제 781 조 – 로앤비. 
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22F61614923D47E68BFD21856
34EDCC4%7C781#H.(검색일: 201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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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으면 자녀의 성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131 민법 제 1617 조에 

의하면 부모는 결혼하지 않았으나 보호권을 공유하는 경우 같이 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가 5 살 되기 전에 그의 성을 변할 

수 있다. 132  남녀는 보호권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가 자동으로 

보호권을 갖게 되며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른다.133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변화시키려면 남녀가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혼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보호권을 공유하는 남녀가 합의해야 한다.134 호주제에 

부가 우선권을 가진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에 보는 대로 미혼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호적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배우자 동의 같은 규칙 때문에 자기 몸과 관련한 

낙태문제에서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이런 규칙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선택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다. 또한 한국에서 

모성과 결혼제도가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앞서 살펴본 조항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호주제는 혼의 출산을 특히 

여성과 자녀에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미혼모에게 오명을 씌운 것을 볼 수 

                                                           
131German Civil Code (Bürgerliches Gesetzbuch). 2017. ″§ 1757 Name of the 
Child (§ 1757Name Des Kindes) “. Accessed December 2017. 
https://dejure.org/gesetze/BGB/1757.html. 
132German Civil Code (Bürgerliches Gesetzbuch). 2017. ″§ 1617 Birth Name 
in case of Parents without common Family Name and Shared Custody (§ 
1617 Geburtsname Bei Eltern Ohne Ehenamen Und Gemeinsamer Sorge) ”. 
Accessed December 2017. https://dejure.org/gesetze/BGB/1617.html. 
133Civil Status Act (Personenstandsgesetz). ″§ 45 Explanations to the 
Naming of the Child (§ 45 Erklärungen Zur Namensführung Des Kindes).” 
Accessed January 21. www.gesetze-im-internet.de/pstg/__45.html. 
134Civil Code (Bürgerliches Gesetzbuch). ″§ 1355 Married Name (§ 1355 
Ehename).” Accessed December 22. www.gesetze-im-
internet.de/bgb/__1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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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제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나 사회에서 이런 오명을 없애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남아에 대한 선호가 벌써 변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1992 년에 114.0 이었던 출생성비불균형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6 년에 여아 1 백 명당 남아 수는 105.0 명, 셋째 자녀 이상 성비는 

107.4 명으로 감소하였다.135 또한 2015 년에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10,522 명 대상으로 만든 조사의 따르면 4.4%만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136호주제의 폐지 후 감소한 남아선호처럼 낙태권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적 요소들과 여성들을 낙태할 수 밖에 만드는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지 보겠다. 

 

3. 사회적 배경 및 복지정책 

UN 보고에 따르면 독일도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나라 중 77%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낙태를 허용한다. 137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특히 많은 미혼자들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수술을 받는다고 

                                                           
135통계청.2016 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
=&aSeq=35924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
=title&sTxt.(검색일 2018.2.9)  
136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140 
137양현아. 2013.「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法學論叢』 第 30 輯 第 1 號.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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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138이 현상의 배경을 알아야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먼저, 여성 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보수적인 사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10 대 여성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10 대 

미혼모들의 비율이 1991 년 24.3%, 1993 년 32.4% 또 1997 년에 

4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미혼모가 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는 성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9  게다가 

청소년 미혼모 문제는 앞서 언급한 성교육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그래도 한국에서 10 대 미혼모들의 수는 독일미혼모들보다 낮다. 

2015 년에 한국에서 1,000 명 10 대 여성 중 2 명만 아이를 출산한 반면 

독일에서는 1,000 명의 중 6 명은 아이를 출산하였다. 140  그래도 앞서 

본대로 한국에서 청소년낙태율이 독일낙태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10 년에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15-19 세 여성 2,676 명은 

인공임신수술을 받았다.141  반면 독일에서는 2016 년에 15-18 세 여성 

                                                           
138황지영. 2010.「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전북』 통권제  126 호. p. 49 
139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113 
140The World Bank. 2016. “Adolescent Fertility Rate (Births per 1,000 
Women Ages 15-19).” Accessed January 1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ADO.TFRT?end=2015&locations=KR
&start=1981. 
141심상덕. 2011.『낙태와 낙태 – 낙태에 관한 400 자 칼럼』.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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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명은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42 이는 독일에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 같다. 독일에서 17 년 이하인 

청소년들 중 61%∼ 67%가 성경험이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청소년들 

중 5%정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3144 또다른 문제는 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들이 임신한 것을 늦게 알게 되고 음주나 흡연 때문에 

태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145  변하는 사회에서 

성개방으로 인해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며 성관계를 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나 성에 대한 문란이 아직도 너무 크다. 게다가 원치 않은 

임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낙태수술을 받게 된다. 

146  

다음으로,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미혼모(청소년 포함) 경우에 여성들 중 73.2%, 남성들 중 60.7%는 낙태를 

                                                           
142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Termination 
of Pregnancy (Schwangerschaftsabbrüche).” Accessed February 9. 
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Gesundheit/Schwanger
schaftsabbrueche/. 
143Statista(Online Statistics for Data of Government Institutions). 2009. 
“ Adolescents – First Sexual Intercourse Survey (Jugendliche - Erster 
Geschlechtsverkehr | Umfrage).” Accessed January 5. 
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6728/umfrage/jugendliche-die-
bereits-geschlechtsverkehr-hatten/. 
144 Kim, Jinseok. 2014. “Silent Cry: Adolescent Pregnan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Handbook of Adolescent Pregnancy. p. 563 
145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126 
146김용효 . 2011.「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제 33 호.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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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를 아직도 반대한다.147여성의 가족 

상황이 낙태에 큰 영향을 준다. 2005 년에 고려대학교에 의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 중 93.7%는 아직 미혼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였다. 

놀랍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5% 이하로 나타났으며 미혼자들에게 경제적 

상황보다 사회상황이 더 어렵다.148 또한 2009 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혼외 출산율이 회원국 중 1.9%로 제일 낮은 곳은 한국이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 혼외 임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외 임신들이 

대부분 낙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49  <그림 5>에서 본대로 

2014 년에도 한국은 혼외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되었다. 

OECD 평균인 40.2% 이하인 다른 나라들은 일본(2.3%), 터키(2.8%), 

이스라엘(6.3%), 독일(35%) 등이다. 

 

 

 

 

 

                                                           
147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204 
148심상덕. 2011.『낙태와 낙태 – 낙태에 관한 400 자 칼럼』.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 57 
149위의 논문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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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 회원나라의 혼외출산율 

 

자료: OECD. 201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 OECD Publishing.  

 

또, 아직도 한국에서는 출산을 결혼과 동일시하는 반면 독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꼭 결혼해야 하는야에 대한 질문에 45.8%로 

대부분은 반대하였으며 38.4%는 찬성하였으며 나머지 15.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150 한국의 경우에는 기혼 여성(15-49 세) 대상으로 

                                                           
150Statista(Online Statistics for Data of Government Institutions). 2012. „ 
Opinion Survey for Marrying in Case of Want for Children in 2012 (Meinung 
- Heirat Bei Kinderwunsch 2012 | Umfrage).” Accessed January 9. 
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78831/umfrage/meinung--bei-
kinderwunsch-hei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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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조사의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18%만 찬성한 반면 81,9%는 반대하였다.151 본 대로 독일에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을 따로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히 

기혼여성들에게는 출산하려면 결혼제도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많은 

미혼여자들은 혼외 출산하기보다 낙태를 선호한다.  

여성의 선택권도 개인주의로 인해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성을 모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불완전한 여성으로 본다.152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삶의 방식이 

다양하지 않고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 및 동거를 선택하려면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153 2015 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44 세 미혼남녀 1,096 명 중 18%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42.7%는 하는 것이 좋다고, 33%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에 필요성에 대해서 6.3%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154 즉, 한국에서 결혼제도의 필요성이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51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77 
152최은영. 2010.「한국의 모성과 낙태」. 『여/성이론』 제 22 호.  p.58/64 
153이숙경. 2005.「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32 
154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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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과 연령집단별 동거경험에 대한 조사 (2009 년) 

 

자료: Ochai, Emiko. 2013. “The Logic and Family and Gender Changes in 

Early 21st Century East Asia.” East Asian Gender in Transition. p.126 

 

또 독일과 달리 반대로 한국에서 사람들은 동거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앞서 표에서 본대로 한국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동거경험을 감추는 경향을 보여준다. 155  또한 2015 년에 나온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의하면 기혼 여성(15-49 세)들 중 72,8%는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이는 앞서 말한 '여성의 순결'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 사실이 나오면 사회에서 비판을 받으며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155Ochai, Emiko. 2013. “The Logic and Family and Gender Changes in Early 
21st Century East Asia.” East Asian Gender in Transition. p.126 
156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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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출산율은 낮으나 10 대 미혼모처럼 일반 미혼모들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0 년에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 수는 

2,938 명이었으며 2001 년에는 4,897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157독일과 

달리 한국은 유교의 배경으로 인해 가부장제적 질서가 아직도 사회에 남아 

있다. 158  따라서 여자들의 ″순결“이 아직도 강조되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성관계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다.159 성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시 

연애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말할 기회나 공간이 

없다. 160  낙태수술을 받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주위에게서 받은 편견과 나쁜 시선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1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대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다음으로 차별을 제일 많이 

받은 집단은 미혼모들이다.162 가부장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의 증거는 

아래에 보듯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보다 덜 편견을 받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57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125 
158황지영. 2010.「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전북』 통권제  126 호. p. 48 
159김희수. 2008.「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낙태」.『기독교사회윤리』 제 15 집. p. 
124 
160이숙경. 2005.「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15 
161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127 
162심상덕. 2011.『낙태와 낙태 – 낙태에 관한 400 자 칼럼』.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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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제 52 차 여성정책포럼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p. 14 

 

덤으로, 미혼모만 아니라 미혼모의 아이도 차별을 받는다. 한국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이지 아닌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위협으로 

보인다.163 이는 사회에서 아직도 출산을 결혼과 연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164  출산한 미혼자들에게만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낙태한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기적이고 쾌락만 즐기는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다.165 출산하거나 낙태수술을 받아서 차별을 받은 미혼자들은 사회복지 

면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2009 년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한국국민들은 정부가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야에 대한 질문에 

                                                           
163Sung, Woong Kyu. 2012. “Abortion in South Korea: The Law and the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Volume 26, 
Issue 3. p. 295 
164양현아. 2005.『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 83 
165이윤상. 2010.「낙태, 그녀의 어렵고 힘겨운 결정」.『젠더리뷰』.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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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로 장애인, 26.8%로 노인, 19.5%로 실업자, 7.5%로 빈민, 6.3%로 

미혼모/부 그리고 1.5%로 이혼한 부모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66  따라서 

미혼모들이 겪는 문제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파악되지 않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미혼모들은 어떤 면으로 지원이 필요할까? 아래 한국여성정책권이 

공개한 표에서 본대로 미혼모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40%로 아이양육과 

관련 경제적 지원이다.  

그림 8.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들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제 52 차 여성정책포럼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3 월 4 일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화되었음. p. 

32 

 

그럼 경제적으로 받는 지원이 충분할까? 2010 년에 양육 미혼모 

198 명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52.1%만 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166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제 52 차 여성정책포럼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3 월 4 일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화되었음.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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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나머지는 소득이 없어 54.7%는 기초생계비, 22.2%는 

한부모가족지원, 18.8%는 가족의 도움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167대한민국의 헌법 제 36 조 제 2 항에 의하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68  미혼모의 직업활동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들이 출산하기 전에 자녀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는 

점이다.169또 하나의 조사에 의하면 임신초기 소득 없는 미혼모들의 수는 

13.9%이었던 반면 출산한 후에는 이 비율은 47.9%로 증가하였다. 170 

따라서 정부는 증가하는 미혼모의 수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향상시켰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 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서 아동 1 인당 월 10 만원을 

양육비로 제공한다. 171 다른 지원정책들은 저소득 한부모에게 주거지원 

서비스, 병원비나 양육용품지원,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지원 등을 

마련한다.172 그래도 아직도 미혼모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그들을 스스로 

                                                           
167이미정. 2011.「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이화젠더법학』 2(2). p. 
90 
168대한민국헌법. 제 36 조제 2 조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
%EB%AF%BC%EA%B5%AD%ED%97%8C%EB%B2%95.(검색일: Februar 
21st) 
169이미정. 2011.「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이화젠더법학』 2(2). p. 
98 
170위의 논문 p. 99 
171이용우. 2017.「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한국사회정책』. p.107 
172위의 논문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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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173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문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출산장려금과 관련이 있다. 이 지원은 출산가족들이 5 만 원 ~ 2,000 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 120 만 원, 셋째 자녀 이상 240 만 원이 

지급되며 김포시, 여주시, 양평군과 연춘군에서 첫째 자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174 하지만 과거에 미혼모들이 이 지원을 못 받은 경우들이 

있었다. 예컨대 2016 년에 남편과 이혼한 후에 4 번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몇 명은 지원을 위해서 신청하였으나 전 남편의 개인적인 정보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아 지원요청이 거절되었다. 175  따라서 지원 관련해서도 

미혼모들이 차별을 받는다. 

독일통계청에 의하면 독일 가족 중 20%는 한부모 가족이다. 176 

따라서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잘 마련되야 한다. 독일정부는 

한부모의 소득에 따라 주택 수당, 아동수당 및 실업자인 한부모를 위한 

                                                           
173이용우. 2017.「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한국사회정책』p. 111 
174정부 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71000000032(검색일: 
2018.1.12) 
175Lee, Da Young. 2016. “Single moms denied parental allowance in South 
Korea”. Korea Herald, March 18.Accessed March 5.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308000987. 
176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tistisches Bundesamt). 2016. ″In 20% of 
Families Children live only with Mother or Father (In 20 % der Familien 
leben Kinder nur mit Mutter oder Vater).“ Accessed December 18.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zdw/
2016/PD16_08_p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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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제공한다. 177  게다가 한부모들이 세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경감금액이 1.908 유로이며 금액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240 유로로 

증가한다. 싱글맘을 대상으로 만든 조사에 의하면 61%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178 

덤으로, 혼인 여성들이 왜 낙태수술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룰 것이다.아이의 성에 대한 선호가 많이 변하였으나 1990 년만해도 

남아선호가 심해 여아를 낙태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이제 남아선호가 많이 

줄었으나 고소득 계층에서 남아선호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179 과거에는 

3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하였다. 오늘날에도 첫째 아이를 낳는 

것은 기혼자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남편의 경제적 부양능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180 특히 장애인 

아이를 낳으려면 사회복지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태아의 장애가능성을 알게 되며 이런 부담 하에 

낙태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 2010 년에 낙태사유 중 태아에 

                                                           
177 Bergmann, Christine. 2001. ″Family Form: Single Parent (Familienform: 
Alleinerziehend).“ Federal Ministry of Family, Seniors, Women and 
Adolescent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liche). Accessed May 3. 
https://www.bmfsfj.de/blob/95176/97c370fa69ec8c2e3131ef09a4f54f43/prm
-6719-broschure-alleinerziehen-in-de-data.pdf 
178 Federal Ministry of Family, Seniors, Women and Adolescent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liche). 
2017. ″Financial Relief Amount (Der Entlastungsbetrag).“ Accessed 
December 22.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der-
entlastungsbetrag/106924. 
179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113 
180이성용, 이정환. 2011.「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한국인구학』 34(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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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는 16.3%로 원치 않은 임신 32.5%에 뒤를 이었다. 181  양육의 

부담이 아직도 부인에 있어 여성들은 일생활과 아이 중에 선택해야 한다.182 

그림 9. 2016 년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2013. “Closing the Gender Gap/성별격차 종식,지금 행동하자.” 

OECD Publishing. 

 

OECD 에 따르면 30 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다가 30 대 후 아이가 성장하면서 증가하며 

M 곡선으로 특징을 보인다.183 기혼 여성(15-49 세) 4,119 명의 첫째아이 

출산 전후 6 개월간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의 의하면 44.6%는 일하다가 

                                                           
181최현정. 2016.「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 
238 
182Yang, Sungeun and Paul C. Rosenblatt. 2008.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9 No. 
5. p. 583 
183OECD. 2013. “Closing the Gender Gap/성별격차 종식,지금 행동하자”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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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184 왜 그만두냐에 대한 질문에 

육아에 전념이 82.3%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상 어려움 4.6%, 

남편/시댁 반대는 3.3%로, 가사 때문에는 3.1 로 그 뒤를 이었다. 185 

경제활동 참가의 일시적인 차단 때문에 여성들이 승진기회가 

어려워진다. 186  또는 탁아 서비스도 부족해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집생활따문에 이중 부담을 느낀다. 187 따라서 출세 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OECD 나라 중에 한국의 

육아휴가기간은 53 주로 제일 관대한 남편의 육아 휴가를 보이지만 소수의 

남자들만 이 휴가를 이용한다. 2014 년에 육아 휴가를 사용한 부모 중에 

4.5%만 남편이었다. 188  이는 아직도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파악되기 때문인 것 같다. '남편이 가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미혼 남녀(20-44 세) 중 73.1%는 

찬성하였으나 아직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부분이(59.4%) 찬성한다.189 

                                                           
184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271 
185 위의 논문 p.273 
186Yoo, Young Ju, Insoo Lee and Gyesook Yoo. 2007. “How strong Families 
encounter Social Challeng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John DeFrain and 
Sylvia M. Asay.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Strengths-Based 
Research and Perspectives. Haworth: Routledge. p. 203 
187Eun, Ki Soo. 2011. “Changes in Population and Family in Korea“ (Ch.3) In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Ed.), Korean Families: Continuity and 
Change. Seoul: Seould National University Press.p. 106 
188OECD. 2016. “Parental Leave: Where are the Fathers?” OECD Publishing. 
189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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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별을 반영한 가족주의에서(Gendered Familialism) 

가사의 책임을 여성이 맡고 있어서 부양책임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190 그에 맞춰 한국가족주의에서 남편이 주된 부양자이며 

여성의 경력이 출산보다 덜 중요하다. 191  여자가 출산하지 않으면 이는 

부모에 대해 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혼생활이 불안전하다는 의미가 

있다.192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녀 1,096 명 중 39.9%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40.6%는 있으면 좋다고, 17.5%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193  

 

 

 

 

 

 

 

                                                           
190Leitner, Sigrid. 2003. “Vari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p. 355/368 
191이성용, 이정환. 2011.「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한국인구학』 34(1). p. 6 
192위의 논문 p. 579/580 
193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대명기획.  p. 406 



 

 

59 
 

그림 10.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미혼남성(20-

44 세,1.096 명)/미혼여성(20-44 세,1.287 명)의 찬성률 

 

자료: 이삼식 (2015). 2015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11 

 

그럼 아이에 대한 가치는 어떨까? 앞서 본대로 미혼 남성들과 미혼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고, 2 위로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 3 위로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것 순위로 

나타났다. 더 흥미롭게 미혼 남성들이 제일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던 질문은 

40,6%로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45,3%로 사회에 대한 의무 

그리고 45,9%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달리 여성들은 

제일 부정적으로 27,9%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 39,8%로 사회에 대한 

의무와 41,7%로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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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나 집안의 대를 잇는 것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와 아이에 대한 최근의 변차된 

가치관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에미코 오카이, 

장경섭과 박승관 같은 연구자들은 ″압축적 근대화″를 준다. 서구 나라들은 

19 세기의 산업화로 인해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변동을 겪은 반면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더 급격하게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및 정치적인 변동들은 압축적인 공간과 시기에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194 한국에서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인다. 아직도 가족주의가 남아 있어 여성들이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195  반면 독일은 약한 

가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더 일찍 독립하며 

동거가 더 흔하여 가사일이 남녀간에 비교적으로 동일하게  분리된 경향이 

있다.196 

덤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에 

교육열망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유명한 

                                                           
194Chang, Kyung-Sup and Min-Young So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ume 61 Issue 3. p. 544 
195 Ochai, Emiko. 2013. “The Logic and Family and Gender Changes in Early 
21st Century East Asia.” East Asian Gender in Transition. p.126 
196Anderson, Thomas and Hans-Peter Kohler.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9, No. 2.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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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대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부담을 느끼며 아이의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197 2016 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생 

1 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고등학교)는 26 만 2 천 원으로 나타났다.198 

사교육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를 더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대로 100 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부모들이 평균에 만 6 천 원을 학원을 위해서 쓰며 500-600 만 원의 

소득을 얻는 부모들은 5 만 3 천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히 

저소득 가구들이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고생해 자녀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교 학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OECD 나라 중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대학교 학비가 가장 비싸다.199 2014 년에 한국에서 

공교육비는 9.570 달러(10.109.291,40 원)에 이르렀다.200  

 

 

 

                                                           
197Anderson, Thomas and Hans-Peter Kohler.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9, No. 2. p. 203 
198 통계청.학교급별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1&conn_pat
h=I2(검색일: 2018.05.02) 
199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How Much Do Tertiary Students Pay 
and What Public Subsidies Do They receive?” Education Indicators in Focus, 
No. 41, OECD Publishing, Paris. p.259   
200국가지표체계. 2017.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교육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3(검색
일: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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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구의 월 평균 소득별 학생 1 인당 월평균 학원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의 월 평균 소득별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비교하자면 독일에서는 학원이 없으며 학생들이 필요하면 과외만 

받는다. 또는 독일 대학교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학등록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201 대신에 학기마다 학생들이 대학생 후생 복지 사업, 대학생 대표 

기구 및 대학교 관리를 위한 돈을 내야 한다.202 그 관리비는 대학교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튀빙겐 대학교 (Universität Tübingen)의 2018 년 

여름에 이 비용은 153,80€이며 기쎈 대학교 (Universität Gießen)2018 년 

                                                           
201Empter, Stefan, and Robert B. Vehrkamp. 2006.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2Burgard, Oliver. 2017. ″Study Financing: How much University 
costs(Studienfinanzierung: Was Ein Studium Kostet).” ZEIT ONLINE, 
October 14. Accessed May 3. 
https://www.zeit.de/2017/42/studienfinanzierung-bafoeg-stipendium-ko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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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학기에는 277,87€이다. 203 , 204 2012 년 조사에 의하면 독일 남녀 

평균 44%는 자식이 왜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 나이가 젊어서, 43%는 아직 

맞는 파트너를 못 찿아서, 35%는 시간이 안 맞아서, 26.5%는 사생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23%는 5 번째 이유로 자식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 자식이 없다고 응답하였다.205 따라서 독일에서 자식의 

경제적인 부담이 한국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IV. 한국과 독일의 낙태 정책 비교 

1. 낙태법의 비교 

앞서 말했듯이 한국에서 낙태는 특별한 사유 하에서만 허용되나 

여성들 95.6%은 비합적인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4 년부터 

2009 년까지 연간 5.9 %의 비합적인 수술사건이 고발되어 법과 현실의 

                                                           
203University of Tuebingen (Universität Tübingen). ″Semester Contribution 
2018 (Semesterbeiträge 2018).” Accessed February 18. www.uni-
tuebingen.de/studium/studienorganisation/beitraege-und-
gebuehren/semesterbeitraege.html. 
204University of Giessen (Justus-Liebig Universität Gießen). ″Semester 
Contribution for Summer Semester 2018 (Semesterbeitrag Sommersemester 
2018).” Accessed February 18. www.uni-
giessen.de/org/admin/dez/b/5/studisek/Semesterbeitrag. 
205Statista(Online Statistics for Data of Government Institutions). 2012. 
„Survey for the Lack of Children in Germany in 2012 (Kinderlosigkeit in 
Deutschland - Gründe 2012 | Umfrage).” Accessed January 9. 
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50441/umfrage/umfrage-zu-den-
gruenden-der-kinderlosigkeit-in-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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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준다.206 이런 차이 때문에 법이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된다.207 

그럼 한국 낙태법의 역사와 현행 상태가 어떤 것일까? 

조선시대에 낙태는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조선시대 형법을 보면 

타태죄(墮胎罪)라는 규칙이 있으나 이는 타인에게서 구타로 인해 낙태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에도 임신한 여자를 구타해서 

낙태하게 만든 남자에게 장 1 백대를 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08 

그래도 낙태는 조선시대에 사회문제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일제강점기때 

바뀌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1912 년의 형법에  낙태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209 

해방 후 낙태죄는 1953 년에 형법초안에서부터 규정되었다. 210 

형법의 제 27 장 제 269 조 및 제 270 조에 따르면 태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낙태는 불법이며 부녀나 부녀의 승낙을 받아서 수술을 한 사람은 

모두가 처벌 받아야 한다. 211  더 자세히는 형법에 따라 임신한 부녀의 

자기낙태와 촉탁 또는 승낙에 따라 낙태한 자의 동의낙태는 1 년 이하의 

                                                           
206 Sung, Woong Kyu. 2012. “Abortion in South Korea: The Law and the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Volume 26, 
Issue 3. p. 288 
207 최현정. 2016.「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 232 
208이현숙. 2009.「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延世醫史學』 제 12 권 
제 2 호. p. 34 
209위의 논문 p. 35 
210양현아. 2013.「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法學論叢』 第 30 輯 第 1 號. p. 9 
211이현숙. 2009.「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延世醫史學』 제 12 권 
제 2 호.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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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의사, 한의사 등 부녀의 

촉탁과 승낙에 따라 낙태하게 한 때에는 2 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며 부녀의 

촉탁과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는 

부녀를 상해 /치사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인 낙태치사상죄에 의하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처벌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212  1964 년부터 

1973 까지 연간 22.3 건의 불법적인 낙태사건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213  

1973 년에 모자보건법 제 14 조가 제정되어 여성들이 28 주 이내에 

특별한 허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14 허용사유들은 첫 번째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로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로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와 마지막으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해졌다.215  배우자의 

                                                           
212형법. 2014. 제 27 장 낙태의 죄: 제 269 조(낙태), 제 270(의사동의,부동의 
낙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0000.(검섹일: 
2018.02.15) 
213Sung, Woong Kyu. 2012. “Abortion in South Korea: The Law and the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Volume 26, 
Issue 3. p. 288 
214이중엽. 2004.「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총론』 
제 21 집. p. 119 
215모자보건법. 2018. 제 14 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
0%EB%B3%B4%EA%B1%B4%EB%B2%95.(검색일: 20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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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행방불명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수술이 

허용된다.216  

2009 년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원래 28 주였던 기한이 24 주로 

낮추어지고 수술이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전염성 종류 중에 몇 개 삭제되었으며 낙태에 대한 법이 더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저출산 상황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 법조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17 

엄격해진 법의 결과로 2010 년에 낙태반대운동연합이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3 곳을 고발하며 몇 달 후에 보건복지부가 불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들의 단속, 피임과 성교육의 강화 및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을 선포하였으나 이런 대책은 실패하였다. 218  또한 2009 년에 

불법낙태시술 입건 건수는 38 건이었던 것과 달리 2010 년에 입건 

건수는 66 건에 이르렀다.219 보건복지부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작지만 

                                                           
216윤부찬. 2011.「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法學硏究』21(3). p. 239 
217이현숙. 2009.「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延世醫史學』 제 12 권 
제 2 호. p. 33 
218황지영. 2010.「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전북』 통권제  126 호. p . 
46/47 
219최현정. 2016.「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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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입니다'나 '우리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같은 슬로건을 통해 낙태문제와 

저출산문제를 연결하였다.220  

그럼 독일에는요? 낙태죄에 대한 첫 번째 법은 1871 년에 

제정되었으며 제 218 조가 낙태를 금지하였다.221 1927 년에 의학적 임신 

중절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여성들이 오래 더 관대한 낙태법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1972 년에 서독에서 많은 여성들의 시위와 노력 후에 

제 281 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따르면 여자들이 12 주까지 처벌 없이 

낙테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2 주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222 동독에 1972 년부터 12 주 안에 낙태 

수술이 가능하였으며 수술 비용과 피임비용은 의료보험부담이었다. 223 

그러나 서독에서 여성단체들의 성공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1976 년에 

보수적인 CDU/CSU 가 앞의 법률 개정이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과 충돌한다고 판단하였다. 224  따라서 

1976 년에 본인요청으로 낙태가 가능하였던 12 주인 기한방식이 

폐지되었으며 특별하고 제한된 사유모델을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의학적, 

                                                           
220조수영.2015.「낙태 예방 공익 페인 메시지 연구- 공포소구와 메시지 주체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확보』 17(1). p. 137 
221 German Federal Government(Deutscher Bundestag). ″Historical Debates: 
Abortion Clause 218(Historische Debatten: Abtreibungsparagraph 218)“. 
Accessed on June 2018.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5475709_debatten07/200
096. 
222김학태. 2010.「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 연구』 (26). p. 307 
223Karsch, Margret. 2004. Feminism in a Hurry (Feminismus für Eilige). 
Berlin: Aufbau Taschenbuchverlag. p.161 
224김학태. 2010.「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 연구』 (26).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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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적 사유, 성범죄로 임신한 경우 및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낙태수술은 12 주까지 허용되었으나 여자들이 만족하지 

않았다.225 

1987 년에 낙태주제는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게 되었다. 

보수적인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1 년 

후에 호르스트 타이쎈(Horst Theißen)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적인 

낙태수술사건으로 기소되었다. 226  수사 절차로 인해 여성 133 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타이쎈 의사는 2 년 6 개월 동안 투옥되었다.227 

여성단체들이 다시 항의하기 시작하였으나 다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다시 본인 요청으로 낙태가 가능한 기한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였다. 많은 논의 후 동독에서 유효한 12 주인 기한방식에 

의사논의규정이 추가되었으나 보수적인 바이에른 주정부가 

연밥헌법재판소에서 고소해서 새로운 규정이 다시 폐지되었다. 

결국 1995 년 6 월에 연방의회가 오늘날까지 유효한 12 주의 기한규정을 

결정하였다. 228 덤으로 의학적/사회적 사유가 있는 경우 12 주를 넘었어도 

낙태가 가능하다.  처벌을 받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을 규제하는 형법 §218a 

조항 2(„Straflosigkeit des Schwangerschaftsabbruchs“)에 따르면 

                                                           
225Karls, Michaela.  The History of the Women Movement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p.  189 
226위의 논문 p.  190 
227Karsch, Margret. 2004. Feminism in a Hurry (Feminismus für Eilige). 
Berlin: Aufbau Taschenbuchverlag. 161 
228Karls, Michaela.  The History of the Women Movement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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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헌법에 있는 인간 존엄의 기본차이를 바탕으로 태아도 생명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보다 우선시한다.229  

결과로 낙태시술은 불법이지만 상담하며 12 주 이내에 혹은 

의사상담으로 여자의 의학적/사회적 괴로움이 밝혀낸 경우 22 주 이내에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없다.230  

더욱이 다른 OECD 나라를 보면 7 가지 허용사유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임부의 생명, 임부의 신체적 건강, 임부의 정신적 건강, 

강간/근친상간, 태아 이상, 사회경제적 및 본인 요청″으로 구분되어 있다.231 

독일에서 이 7 가지 사유들이 허용되는 반면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및 본인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32  이 문제를 앞서 본대로 특히 미혼자들이 

사회적인 편견같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인 

                                                           
229김학태. 2010.「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 연구』 (26). p. 319 
230Federal Ministry of Family, Seniors, Women and Adolescent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liche). ″Pregnancy Termination pursuant to § 218 of the Penal 
Code(Schwangerschaftsabbruch Nach § 218 Strafgesetzbuch).” Accessed 
February 17. 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schwangerschaft-und-
kinderwunsch/schwangerschaftsabbruch-nach---218-
strafgesetzbuch/81020. 
231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vi 
232위의 논문 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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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은 특이하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233  

 

2. 낙태 정책의 목적과 적용 비교 

한국의 낙태정책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서론에서 언급한 비합법인 

낙태율의 높은 수에 볼 수 있다. 낙태법의 비교에서 본대로 적용의 제일 큰 

차이는 한국낙태법에 사회경제적/본인요청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여성들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 인해 낙태시술을 선택하게 되는지 

벌써 다루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독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성들이 낙태권을 위해서 1960 년대 부터 적극적으로 시위하였으며 

정부가 여성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요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인구조절정책으로 인해 낙태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요청들이 낙태정책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이 낙태법의 목적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정책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법의 적용을 봐야 한다. 독일과 

한국이 의학적 사유 하에서 낙태를 허용하나 상담제도와 낙태비용지원에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 의학적, 사회적 상담이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술까지 대기기간을 두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의사 1 인에게서 

                                                           
233김학태. 2010.「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 연구』 (26).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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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와 확인의(진술의)를 모두 관할하는 제도가 있다. 234  낙태비용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상담비와 약물비 또는 의학적인 사유나 강간/근친 상간 

사유 있는 경우 낙태비를 해당하나 일반적인 낙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도 예컨대 수입이 1.142€이하이면 낙태비용은 의료보험에 

포함된다.235 반대로 한국에서는 강간경우에만 법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236 따라서 정책의 적용을 통해서 관찰을 2 개 할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 여성을 낙태시술에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목적으로 의사상담을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상담이 대기시간 없이 여성이 

쉬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진행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여성을 편안하게 

결정을 내리기에 돕는 것이 목적인 반면 한국에서는 낙태허용사유들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강간당한 경우에만 

낙태시술비용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아직도 정부가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적용의 차이는 배우자 동의와 관련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여성들의 정부에게서의 요구가 

변하는데 한국에서의 낙태규정은 50-60 년 동안 배우자 동의 규칙이 

                                                           
234김동식.김영택.이수연. 200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원. p. vii 
235Profamilia(German Society for Family Planning, Sex Education and Sex 
Counseling). “Preganancy Termination (Schwangerschaftsabbruch).” 
Accessed January 22. 
www.profamilia.de/erwachsene/schwangerschaftsabbruch.html. 
2362013. “프, 낙태비용 전액 국가가 지원.” 『한겨레』4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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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237 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혼인관계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배우자 동의 규칙은 낙태수술을 받은 

많은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줘서 배우자 동의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38  독일 경우에는 여성의 자기 몸의 선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239 모자보건법은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보며 배우자 동의 규칙이나 낙태죄를 임산부인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규칙을 보면 가부장제적 요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240 남자들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남성 파트너들이 낙태한 

여성을 고발한 상태들도 이런 규칙 때문에 생겼다.241 이러한 낙태죄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적임이 아닌 사람에게서 수술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242  따라서 이 규칙이 

모자보건법의 목적인 여성과 태아의 삶을 보호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도 언급된 재생산 개념을 화상하면 낙태권에 목적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경우에는 본인요청/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것, 부족하는 

                                                           
237조영미. 2005.「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 사랑생각. p.155 
238조희원. 2013.「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쟁점과 딜레마」.『OUGHTOPIA』 
28(1). p. 125 
239 위의 논문 p. 38 
240 위의 논문 p. 125 
241최현정. 2016.「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 242 
242황지영. 2010.「낙태, 누구의 선택인가? 」.『열린전북』 통권제  126 호.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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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도와 부족하는 낙태비용지원 및 배우자 동의 규칙이 해결되지 

않으면 낙태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고는 한국낙태문제를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인,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배경을 비교함으로써 살피고, 한국의 낙태수가 왜 독일보다 

높은지 그리고 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지를 알아본 것이다. 또 

본고에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양국의 

법적인 맥락, 피임에 대한 인식, 낙태 현황과 가족주의, 근대화와 호주제 등 

탐구하였으며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다. 

첫째, 독일과 한국에 낙태문제가 이슈가 되는 배경을 알아봤으며 

독일에는 이 문제가 한국보다 일찍 인정받게 되어 나머지 서양 나라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 낙태법은 항상 여성운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들이 정부과 같이 싸웠던 전쟁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부장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개정은 정부가 

한국여성운동과 서양의 영향의 결과가 아닌, 정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의 증거로 1970 년때 박정희 정부의 인구초절정책 하에 

시행한 모자보건법을 볼 수 있다. 또 배우자동의 규칙도 여성들의 요청이 

낙태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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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독일과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는 성교육이 아직도 

형식적이며 청소년들에게 성경험을 말리는 경향이 보인다. 또다른 차이는 

독일에서 사전피임약의 복용방법을 잘 알리기 위해서 전문의약품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일반약품이다. 또한 성경험을 결혼과 동일시하는 

한국에서 미혼자들에게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달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독일과 한국에서 피임에 대한 제일 큰 차이는 독일에서 

결혼상태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교육이나 의사상담을 통해 

피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한국에서 아직도 청소년과 

미혼자들에게서 의사상담과 성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독일과 한국의 낙태현황을 비교한 차이점들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 낙태를 제일 많이 받은 여자들이 

기혼자이며 연령이 더 높다. 한국에서 결혼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제일 많이 받은 연령 집단이 30-34 세이다. 따라서 아직도 

한국에서 낙태는 피임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미혼자들은 미혼 상태 

때문에 낙태를 자주 받는다. 반면 독일에서 낙태를 제일 많이 받은 

연령집단이 25-30 세이며 미혼자들이 기혼자보다 여자들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시술을 더 많이 받는다.  

넷째로, OECD 회원나라 중 제일 낮은 혼외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한국보다 약 18 배 높은 혼외출산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미혼자로써 아이를 출산하기가 한국보다 훨씬 쉬운 것을 알게 된다. 



 

 

75 
 

자녀출산 관련 독일에서 결혼과 출산을 따로 보는 반면 한국에서 아직도 

출산하려면 결혼제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복지면에서도 

한국 미혼모들이 앞서 언급한 출산장려금 제도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을 

보았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교육이 비싸지는 한국과 일반적인 

대학등록금이나 학원이 없는 독일의 차이의 배경을 이룬다. 게다가 압축적 

근대화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특히 모성과 가사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들의 종속과 달리 근대화로 인해 변화한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같은 가치들과 충돌 때문에 여성들의 자녀수를 줄일 노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자녀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심리적인 이유가 제일 

결정적이었으며 한국 경우에는 양육, 교육비와 일/가정 양립어려움 같은 

사회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았듯이 한국 낙태권에 아주 큰 문제는 

가부장제적 요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의 기원으로 

호주제를 볼 수 있다. 호주제는 이제 없어졌어도 남아선호, 남자의 가족 

안에 우선권, 재산권에 남자의 우선권을 강화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독일과 

비교함으로써 아이에 성함이든 재산문제이든 자녀의 성과 관련없이 부부의 

합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는 혼외인 경우 

자녀에 대한 모든 우선권을 남자에게 둔 호주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혼외출산이 왜 오래 전부터 어려웠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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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이상 결론을 내렸으나 초점은 낙태이슈를 양국의 

다른 역사적인, 법적인,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이라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개선방향은 앞으로의 숙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낙태법이 더 잘 되어 있는 나라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어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연구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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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bortion Problem through Comparison 

wit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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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whole world is connected and countries 

start to assimilate socially, economically and in terms of laws. After 

the entry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change of values 

regarding sexuality due to the spread of contraceptives, abortion 

became a hot topic and women started to demand generous abortion 

laws. Despite globalization abortion is treat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the historical/social context.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Germany, where the women’s 

movement led to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s, with South 

Korea, where abortion was amended as a medium for the popul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Futhermore, the goal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 abortion law in both countries, view and knowledge 

on contraceptives, current status of abortion. Through this research 

following observations were made. As distinguished from the German 

abortion law the Korean abortion law does not reflect the dema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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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t rather reflects the need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regard to the view on contraceptives it was found out that in 

Germany everybody regardless of their marriage status and age has 

easy access to contraceptives and to their knowledge.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connect sexuality to marriage, 

which is why single women tend to hide their sexual knowledge.  

Through the comparison of Germany’s and Korea’s current abortion 

status it was found out that in Korea married women between 30-34 

years tend to get abortion more frequently and that the number of 

single women getting abortion is rising. In contrast to Germany 

where women mostly got abortion because they did not desire to 

have children, in Korea single women mostly got abortion because of 

their status of being unmarried and because of social as well as 

economic problems. Next it was made clear that due to modernity 

traditional views on gender roles clashed with changed views on the 

value of children, which is why Koren women tend to prefer having 

fewer children than in the past. Lastly, in order to understand 

patriarchal remains in the abortion law, e.g. the agreement of the 

spouse clause, the family head system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out that it promoted a male preference and that it gave the male 

priority regarding decisions about their children as well as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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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children out of wedlock really difficult.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found out that in Korea abortion has to reflect the demands of 

women rather than the ones of the government and that an 

environment has to be prepared in which women regardless of their 

marital as well as economic status can bring up their children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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