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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산부인과에 초음파 진단기가 점
차 보급되고, 산전 초음파 진단이 임신한 여성이라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절차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 의
사와 여성은 왜 초음파 기술을 선택하였으며, 초음파 진단은 어떻게 한국의 산과
학에 그토록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초음파 진단은 한국의 산과학과 
여성의 임신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지금까지 산과학에서의 초음파 기술에 주목한 연구들은 초음파 기술과 여성
이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고, 산전 초음파 진단의 정례화는 여성이 의료기
술과 의학지식의 권위에 종속된 결과로 해석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과 여성의 
대립 관계나 초음파 기술의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는, 의사와 여성을 
초음파 기술의 소비자로 바라보고 이들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 초음파 기술을 사용
하기로 선택했는지에 주목한다. 그들의 선택은 초음파 기술을 둘러싼 의료적・사회
적・기술적 환경 때문인 동시에, 초음파 기술이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행위자
들의 기대 때문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선택된 초음파 기술의 보급이 한국 산과학의 의료 환경과 
여성의 임신 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1970년대까지 일부 대형
병원에 국한되었던 초음파 진단기 도입이 여성의 임신을 관리함으로써 임신한 여
성과 태아의 건강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중・소규모의 병원에서도 
초음파 진단기 도입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는 정례화된 산전 초음파 진단을 시행
하고 의료 서비스의 ‘고객’인 임신부를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산과학이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재편되고, 한국 임신부들이 초음파 진단기
를 통해 만들어진 ‘정상 임신’의 기준에 맞추어 빈번한 감시와 개입의 대상이 되도
록 만들었다. 여성들이 초음파 진단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시기에 따라 달랐다. 초
음파 진단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에는 일부 여성들이 이를 태아 성감별
의 도구로서 주목하였다면, 산전 초음파 진단이 정례화된 1990년대부터는 임신한 
여성 대부분이 임신 과정의 당연한 절차 중 하나로서 이를 경험하고, 초음파로 임
신 상태와 태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시기부터는 태아의 기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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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비롯한 산전 진단을 통해 출산 전에 예측될 수 있고, 심지어는 ‘예
방’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졌는데, 기형아를 예측한다는 명목 아래 임신부들은 
더 많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결정을 내릴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주요어: 산전 초음파 진단, 산과학, 기술의 소비, 산전 진단, 임신의 의료화, 
임신 경험 

학번: 2019-2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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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1990년대에 이르러 산전(産前) 초음파 진단은 한국 산부인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진단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1965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에 처음으로 초음파 진단기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 만에 일어
난 변화다. 초음파가 산부인과에서 쓰이기 시작한 초기에는 임신의 확진, 태
아 유산 여부・태반 잔류물・태반의 위치 및 다태아 임신의 확인이나 태아의 
성별 예측 등 비교적 간단한 진단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초음파 진단기의 해
상도가 높아지고 초음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그 이용 범위는 정확한 임신 
주수의 예측・태아 건강의 평가・태아 기형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초음파 
진단이 임신 중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된 것이다.1)

2016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국 13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 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산까지 몇 번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적
당한지 묻는 질문에 7번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1%(612
명)에 달했다. 해당 임신 기간에 실제로 받은 산전 초음파 진단의 횟수를 묻
는 질문에 대해서는 7-10번이라고 답한 사람이 42.6%(323명), 11-15번이 
40.0%(303명), 16번 이상이 10.8%(82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93.4%(708명)
에 달하는 여성이 임신 기간에 7번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을 뜻한다.2) 

1) 초음파(ultrasound)란 보통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가리키며, 
이를 인체 내부로 보내 반사되는 음파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화면에 영상으로 나타
내는 기기를 초음파 진단기라 한다. 이 영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하는지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분류하는데, 구조물의 깊이나 에코 강도 등을 진폭으로 나타내는 
A(amplitude) 모드, 반사된 음파의 세기를 밝기의 강약으로 나타내는 B(brightness)모
드 등으로 나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4판) (군자출판사, 2007), 227-228.

2) 해당 기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3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 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15년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799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전원이 ‘초음
파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평균 7.5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도자료] 산전초음파 횟수 산모 요구도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 2016. 4. 22,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info/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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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진단 횟수는 다른 나라의 평균 산전 초음파 진단 
횟수보다 현저히 많은데, 2008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산전 초음파 진
단은 외국보다 서너 배 수준으로 이뤄졌다.3)

이 조사에서는 한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이 높은 빈도로 시행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고위험 임신에 대한 염려로 인해 초음
파 검사의 임상적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의 우려로 인해 의사
들이 방어적으로 더 많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조사가 이뤄진 
2008년 당시 산전 초음파 진단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수지를 맞추고자 더 많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이들은 한국 임신부들이 3차원 초음파 진단기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한 기형아 진단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모습을 초
음파 사진이나 영상으로 간직하려 한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
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산전 초음파 진단이 의사와 임신부 여성 모두의 요구
로 이뤄져 온 것임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산부인과에 초음파 진단기
가 점차 보급되고, 산전 초음파 진단이 한국의 임신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절차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한
국 산과학(産科學, obstetrics)이 급격하게 변화한 때로, 단순히 초음파 진단

do?seq=6543 (2021. 4. 10 접속); 김승희, 임승지, 강하렴, 최은희, 김유리, 김아름, “임
신 및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37.

3)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회, 영국 2회, 대만 1회의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
며 유럽연합의 경우 경복부 초음파 평균 2.5회, 경질 초음파 평균 1.8회가 이뤄지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조사가 2008년에 이루어진 조사이며 미국, 영국, 대만의 경
우 권고안에 나타난 수치를 참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되는 초음파 진단 횟
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를 고려하더라도 한국 산부인과에서의 산전 초
음파 진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사에서도 “정상 임
신부에 대해 시행하는 초음파 시행 횟수가 외국보다 많은 것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들 
때문”이라면서도 “시행 횟수가 외국보다 3-4배 이상인 상황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문일, 한동운, 노재숙, 최병희, 천상훈, “산전 검사 가이드라인 설정
을 위한 기초조사”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용역연구 보고서, 2008), 33-34,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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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보급 여부만 달라진 게 아니라 한국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급격하게 의
료화되어 임신과 출산의 무대가 집에서 병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러 번의 임신과 출산을 겪고서도 평생 단 한 번도 병원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여성이 허다했던 1960년대까지의 상황과 달리, 이제는 병원
에 가서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는 것이 한국 여성들의 임신 과정에서 당연한 
절차로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 시기 산전 초음파 진단의 도입과 보급을 살
펴보는 것은 산과학이라는 한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온 의
료 지식과 실행의 변화를 이해하는 작업인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겪은 한국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는 의사와 임신부 여성을 초음파 진단 기술의 소비자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이렇게 의사를 의료기기의 소비자로, 임신부 여성을 의료 시술의 소비자로 바
라보는 관점은 초음파 기술의 보급에 주요한 역할을 한 두 주체인 의사와 여
성이 각각 어떠한 필요에 의해 산전 초음파 진단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
였는지, 그리고 초음파 기술의 보급이 한국 산과학의 의료 환경과 여성의 임
신 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산과학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여성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해 쓰이는 재생산 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을 여성 억압적인 기술로 상정하였고, 재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의
사와 기술의 대상인 여성이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다.4) 예를 들어 한국

4) 일반적으로 재생산(reproduction)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르는 말
이지만, 임신과 출산 외에도 섹슈얼리티, 가사노동, 자녀 양육은 물론 월경이나 폐경과 
같은 여성의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 재생산 기술은 초음파 진단기와 같이 의료화된 임신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은 물론 
경구 피임약이나 자궁내 피임 장치 등의 피임 기술, 인공 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 기은 
물론 일회용 생리대나 탐폰과 같은 월경 관련 기술까지도 포괄하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태아 복제나 대리모에 이르기까지 재생산과 재생산 기술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뤄
지는 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조영미, “재생산”, 여/성이론 4 (2001), 315-322. 재생
산 기술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주디 와츠맨 
지음, 조주현 옮김, “재생산기술: 남성들의 손으로 넘어가다”, 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2001), 106-148. [Judy Wajcman, “Reproductive Technology: Delivered into Men's 
Hands,"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Pennsylvania: Penn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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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이 의료화 된 과정을 살펴본 조영미의 연구는 의료
화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재생산 논의에서 여성들의 경험이나 요구가 점차 배
제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영미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의 건강
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논의를 도입함
으로써, 출산의 의료화가 그동안 도외시해왔던 부분을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산이 의료화되는 과정에서 전문 의료 지식을 가진 의료 전문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성이 자녀 수, 터울 조절, 출산 시기, 출산 여부 
등을 선택하거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료 전문가와 여성 간의 위계 관계로 인해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 결정권은 오히려 제한되고 출산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의 몸이 제대로 존
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5)

산과학 기술 중에서도 산전 초음파 진단에 주목한 연구들은 산과학에서 
초음파 기기의 도입 이후 태아의 존재가 강조되고 완전한 인격체로 여겨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임신한 여성은 “태아 인큐베이터”6)로 여겨지며 그의 경험이

Press, 1991), 54-80.] 여성학적 맥락에서 여성의 몸과 의료를 둘러싼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데버러 럽턴 지음, 김정선 옮김, “여성주의와 의료”, 의료문화의 사회
학 (한울, 2009), 217-261. [Deborah Lupton, “Feminism and Medicine,” Medicine 
as Culture: Illness, Disease and the Body in Western Socie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3), 142-172.]

5) 조영미,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 외에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이 의료화된 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산부인과학에서 여성과 의사 사이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 살펴본 역사서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디어드러 쿠퍼 오언스 지음, 이영래 옮
김, 치유와 억압의 집, 여성병원의 탄생: 왜 여성들은 산부인과가 불편한가? (갈라파
고스, 2021) [Deirdre Cooper Owens, Medical Bondage: Race, Gender, and the 
Origins of American Gynecology (Athens,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7)]; Ann Oakley, The Captured Womb: A History of the Medical Care of 
Pregnant Women, (Oxford a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4); Deborah Kuhn 
McGregor, From Midwives to Medicine: The Birth or American Gynecolog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6) 수전 보르도 지음, 박오복 옮김, “어머니도 인격적 주체인가?: 생식권과 주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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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격은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통해 여
성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의사는 임신부의 진술이나 반응보다는 초
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살피게 되었고, 이는 임신부의 감
정이나 경험보다 의료적 이미지와 그에 대한 의사의 해석이 더 중요하게 여겨
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7) 일례로 초음파 진단술이 만들어내는 태아 이미지
가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서정애는 초음파 기술로 인해 
의사들이 여성의 임신 상태에 대해 내린 의료적 판단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
었다고 주장했다.8) 그는 물론 여성들도 적극적인 주체로서 초음파 이미지를 
지각하고 해석을 시도하면서 초음파 기술과 타협하거나 이에 저항한다고 보았
지만, 종국에는 이러한 주체성마저도 “의료적 지식과 기술의 권위에 종속”9)되
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의학과 여성, 기술과 여성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바라본 연구들은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진단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비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지만, 기술의 
도입 이전을 자연적인 상태로 낭만화하거나 기술을 수용하여 사용하는 여성들
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간주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닌다. 그러나 여성의 
기술 수용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
의 방안으로 기술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 가족 계획사업의 역사를 

학”,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또하나의문화, 2003), 96. [Susan Bordo, “Are 
Mothers Persons? Reproductive Rights and the Politics of Subject-ivity,” 
Unbearable Weight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72.]

7) 김소영, “테크노페미니즘, 영상 테크놀로지와 여성”,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열화당, 1996), 151-168; 수전 보르도, 앞의 글; 앤 마리 발사모, 김경례 옮김, “공적 
임신과 감시의 문화적 서사”,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 읽기 (아르케, 
2012), 135-190. [Anne Balsamo, “Public Pregnancies and Cultural Narratives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1999), 80-115.]

8) 서정애, “초음파 기술이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미치는 영향: 태아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9) 같은 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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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배은경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배은경은 1960-70년대에 가족계획사
업을 통해 국가 주도적으로 피임 기술이 도입 및 보급된 과정이 상당 부분 강
압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임 기술을 사용하는 여성의 의도
에 주목한다. 이 시기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을 
장려하는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항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아이 덜 낳기
를 장려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 조절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제공했을 뿐만 아
니라, 여성들이 가족계획사업이 제공하는 피임 기술을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출산을 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0)

이 연구는 의사와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진단을 선택한 것이 사회문화적 
진공 속에서 자유롭게 이뤄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의료적 요인
의 관여 하에 이뤄졌음에 주목한다. 의사와 여성이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장한 것처럼 의사
와 임신부가 의학 지식과 기술이 가진 권위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초음파 기술을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기술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며, 그 기술
이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행위자들의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
점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 의사와 여성은 
왜 초음파 기술을 선택하였으며, 초음파 진단은 어떻게 한국의 산과학에 그토
록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초음파 진단은 한국의 산과학과 여성
의 임신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렇게 소비자의 역할과 소비자의 기술 선택이 이뤄지는 환경에 주목하
는 것은 기술의 확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루스 슈워츠 코완
(Ruth Schwartz Cowan)은 기술의 보급 과정에서는 기술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고,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면서, 그 중에서도 소비자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바 있
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제시된 다양한 가능성과 제약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기술을 선택하는 행위

10)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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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원활하게 소비되고 사용되게 하는 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가스레인지 기술이 미국에서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다른 가열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는 증명이 아니라, 판매자・유통업자・지역 조례・연료 
생산 기업과 같이 가스레인지의 소비와 사용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했다. 
코완은 이렇게 기술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위치한 환경을 “소비 교
차영역(consumption junction)”11)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기술의 
확산이 이뤄지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12) 산전 초음파 진단의 역사에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이 기술의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자 임상적 유용성이나 안전성, 비용, 접근
성,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기술의 사용을 결정
했다. 이들의 기술 소비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놓인 소비 교차영역은 초음파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초음파 기술이 산과학 지식이나 
의료적 실행은 물론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구성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초음파 기술의 소비자로서 여성에 주목하는 것은 여성과 초음파 기
술 간의 관계를 대립 관계에서 더 나아가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울 것

11) Ruth Schwartz Cowan, “The Consumption Junction: A Proposal for Research 
Strategies in the Sociology of Technology,” Wiebe E. Bijker, Thomas P. Hughes, 
Trevor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9), 279. 이 부분의 “소비 교차영역”이라는 번역
어는 과학기술학자 임소연의 글에서 빌려왔다. 임소연은 루스 올덴지엘(Ruth 
Oldenziel)의 “consumption junction”을 “소비 교차영역”이라고 번역한 바 있다. 임소
연, “여성들의 기술과학 실행에 대한 기술-과학적 방식의 생각하기: 캐런 바라드의 행
위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1:2, 98; Ruth Oldenziel, “Man the 
Maker, Women the Consumer: The Consumption Junction Revisited,” Angela N. 
H. Creager, Elizabeth Lunbeck, Londa Schiebinger, eds., Feminism in 
Twentieth-Century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128-148.

12) Ruth Schwartz Cowan, op.cit., 2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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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임신한 여성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초음파 기술이 아
닌 다른 기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초음파 기술을 사용한다면 초음파 진단을 
몇 번 받을지, 이 기술로 과연 무엇을 들여다볼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루스 
올덴지엘(Ruth Oldenziel)이 강조하였듯 여성은 기술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기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의 생산자가 처음에 의도한 것
과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자의 의도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기술의] 사용자와 소비자는 기술을 만드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순종적인 행
위자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13)

여성이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사 연구는 여성과 기술의 관계가 늘 
대립적이거나 여성 억압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으며, 여성들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 대응하고 협상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해왔음을 
잘 보여주었다. 11-18세기 중국의 가옥, 직조, 의료기술이 당대 중국의 사회
적 체계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보여준 프란세스카 브레이
(Francesca Bray)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여성들은 계급화된 질서 안에서 자
신이나 하층 계급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약재를 사용했
다. 이때의 의료기술은 당시 중국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재생산하는
(reproducing) 여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인 결과이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했다.14) 이때 여
성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회
적 체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a form of 
communication)”으로 해석된다.15) 이 연구에서도 초음파 기술을 당대 여성
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 아래 태아의 성별과 기형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이자, 임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조직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여성의 임신 경험을 변화시킨 기술로 이해할 것이다.

13) Ruth Oldenziel, op.cit., 135.

14) Francesca Bray,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5) Ib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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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초음파 기술의 또 다른 소비자인 의사는 왜 이를 선택했을까?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산부인과에 초음파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초기 
의사들이 임신에서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로버트 아로노위츠(Robert Aronowitz)는 20세기 이후 현대 의학이 건강 위험
을 낮추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는데, 그 방
법의 하나가 바로 진단 검사의 확대이다. 이제 의사들은 병에 걸린 환자가 병
원에 방문하면 그를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진단 검사를 하여 질병의 위험을 예고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16)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임신에서의 위험을 관리하고 
낮추는 것이 한국 산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시기에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
이 이를 목표로 초음파 기술을 도입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모든 의료기술이 소형 병원에까지 보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초음파 기술의 수용에서 독특한 점은 이것이 단지 일부 대형병원뿐
만 아니라 소규모 병・의원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이다. 엑스레이
(X-ray)나 소변검사・혈액검사처럼 이제는 보편적인 의료기술이 처음 수용된 
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보급이 기술의 우월함이나 의
사 개인의 의지보다는 그를 통한 진단이나 실행이 의사 집단과 환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이뤄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17) 한국 산과학에서도 
1980년대부터 점차 초음파 기술을 통해 가능해진 새로운 의료적 실행이 점차 
의사와 임신부에게 중요해지면서, 일부 대형병원에만 한정되어 있던 초음파 
기술이 소규모 병・의원에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병・의

16) Robert Aronowitz, Risky Medicine: Our Quest to Cure Fear and Uncertain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17)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이 한 의학 분과에서의 의료적 실행과 환자의 경험에 미친 영
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중 앤드류 워윅(Andrew Warwick)의 
연구에 대한 설명은 각주 51번을 참조. Andrew Warwick, “X-rays as Evidence in 
German Orthopedic Surgery, 1895-1900,” Isis 96:1 (2005), 1-24; Joel D. Howell, 
Technologyin the Hospital: Transforming Patient Ca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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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과학 진단을 위해서는 물론 의료 서비스의 ‘고객’
인 임신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원에 필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갖
추게 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한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기의 중요성이 처
음부터 당연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와 임신부는 물론 그들을 둘러싼 환경
에 의해 점차 구축되어 나갔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의사와 여성이 왜 초음파 기술을 선택했는지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이 산과학 지식과 임신한 여성의 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아로노위츠의 연구에서, 그는 이
러한 진단 검사의 확대가 건강 위험의 범주를 넓힘으로써 환자가 더 많은 진
단을 받게 하고,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했
다.18) 산전 진단 기술의 역사에 주목한 일라나 로위(Ilana Löwy) 역시 뒤얽
힌 진단(Tangled Diagnoses)에서 임신에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산전 진단이 점차 기형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고 보
았다. 산전 진단이 도입된 초기에는 이 기술이 소수의 고위험 임신부의 임신 
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선진국 임신부 여성 대부
분이 태아의 이상을 예측하기 위해 빈번하게 산전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여성의 임신이 의학적 감시와 개입 
아래 놓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태아의 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
에 휩싸이게 되었다.19) 이러한 진단 기술의 역설은 한국 산과학에서도 나타나
는데, 초음파 기술의 도입은 한국에서 임신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는 임신이 그저 출산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초음파로 들여다보

18) Robert Aronowitz, op.cit. 진단 검사가 더 많은 것을 진단해내면서 건강 위험의 범주
가 넓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과잉 진단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실제 진단 의학 의사들
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길버트 웰치 지음, 
홍영준 옮김, 과잉진단: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의학 지식 (진성북스, 2013); 
리사 샌더스 지음, 장성준 옮김,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19) Ilana Löwy, Tangled Diagnoses: Prenatal Testing, Women, and Ris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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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사가 의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를 통해 임
신과 태아의 상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임신부에게 전가된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임신한 여성과 의사라는 각 행위자가 초음파 기술이라
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료적・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산전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한 
산과학적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술
의 도입과 보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기도 하다. 한국 산과학에서 초음파 진단술이라는 기술의 보편화는 단순히 병
원에 새로운 의료기기가 추가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초음파 진단을 통
해 가능해진 새로운 의료적 실행과 그로 말미암은 여성의 임신 경험에 이르기
까지, 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초음파 진단술이라는 새로운 의료기술
이 1965년 한국 산부인과에 도입되던 시기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엇을 산과학
이 당면한 과제로 상정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술
이 도입되어 ‘정상 임신’의 기준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초음
파의 도입은 주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들은 초음파 진단이 임상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산과학 기술보다 안전한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의사들은 초음파 진단
기를 통해 여성의 임신을 관리함으로써 여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줄이고자 했지만,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정상 임신의 기준
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향후 한국 임신부들이 그러한 기준에 맞춰 초음파 기술
의 빈번한 감시와 개입의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3절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산부인과에 산전 초음
파 진단의 물적・기술적・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것이 산부인과 임상에 
널리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형 초음파 진단기가 소
규모 병·의원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국내 기업들이 소형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하면서 그 확산세에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이 시기에는 초음파 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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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또한 그 양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급되었는데, 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반적으로 초음파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선 절의 논의가 주로 의사와 초음파 진단 기업을 다루었다면, 4절에서
는 의사와 더불어 초음파 기술의 소비자였던 한국 여성을 중심으로 1980년대
부터 1990년대에 걸친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초음파 진단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부터 일부 여성들은 이를 태아 성감별의 도구로서 주목하
였는데,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금지되었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이어진 데에는 기술의 소비자였
던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산전 초음파 진단은 
임신한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기술이 되었는데, 정례화된 산전 초
음파 진단을 통해 임신부들은 태아의 존재를 확인하고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출산 전에 확인할 수 없
었던 태아의 기형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형아를 예측한다는 명
목 아래 임신부들이 더 많은 진단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태아의 이상을 치료하는 기술이 없고 장애아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갖
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예측하는 초음파 기술의 보편화는 여성
들에게 태아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책임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임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진단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보급되는 과정에서 산
과학 지식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대한산부인과학회지를 비롯한 의학 논
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펴낸 산과학 교과서인 산과학,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방사선의학회 등의 학회사(史)를 참고했다. 이러
한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의학 지식이 어
떤 식으로 변화하고 받아들여져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의사, 임신부 등의 경험을 담기 위해서는 의사와 
초음파 진단기 생산 기업의 직원,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구술 자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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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1960-1990년대에 주로 활동한 산부인과 의사의 경험은 국사편찬위
원회에서 펴낸 출산과 여성 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를 참고했으며, 
1990년대의 산부인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및 ㈜
메디슨의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20) 이 논문에서는 의학 지식의 변화만큼이
나 초음파 진단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이 기술의 소비자이기도 했던 여성들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
는 것이 특히 중요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하거나 당시 여성들의 경
험을 생생하게 보여준 기존 연구 문헌의 면담을 사료로서 활용하기도 하였
다.21)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면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말미에 간략한 개요
를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며, 다른 연구 문헌을 참고한 경우에는 이를 각 부분
의 주석에 밝혀두었다.

기타 자료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발표한 “전국 출산력 조사”, 각
종 중앙 일간지의 신문 기사 등을 사용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문 기사는 주로 네이버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수집하였다.

20)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출산과 여성 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8).

21) 여성의 임신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문헌을 참고하였다. 김은실, “한국 여성의 
출산 문화”,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1), 224-258; 김은실, 
“‘아들 낳기’와 여성 주체성”, 같은 책, 259-281; 서정애,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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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초음파 진단의 도입

초음파 기기가 산부인과에 도입된 초반 시기를 다루는 본 절에서는 임신과 출
산에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산과학이 당면한 과제로 상정한 의사들이 그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술을 도입하고, 이 기술을 ‘정상 임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사용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20세기 중엽까지도 한국 여성
의 대부분이 임신 과정에 대한 의학적 개입 없이 가정에서 분만을 한 가운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여성들은 임신의 예후가 좋지 않은 고위험 
임신부인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은 임신과 출산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전 진단의 중요성에 주목
했고, 그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 중 하나로 초음파 진단기를 주목했다. 다만 
일부 의사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만으로는 초음파 진단의 확산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초음파 진단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완전히 인정받지도, 기술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도 못했기 때문이다.

2.1. 1950-60년대 산과학의 과제
“우리나라 산부인과 역사는 초음파 기기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크
게 나뉜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산부인과
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초음파 진단의 도입이
다.22)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산부인과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료기기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도입된 의료기술로는 분만에 겸자(鉗子, 산모의 
질을 통해 넣어 태아의 머리를 집어 분만을 돕는 집게 모양의 기구)를 이용하
는 방식이나 복강경 시술, 루프 시술 등의 피임 기술, 분만 시 회음부 절개·관

22)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20년사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20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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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모를 하는 관행,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등의 진단 검사, 피토스코프나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기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초음파 진단기는 이후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청진기”와 같은 기기로, 1965년 처음 한국에 도입된 이
래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방식은 물론 한국 여성들의 임신 경험을 크게 바
꾸어 놓았다.23)

그러나 실제로는 1970년대 중반까지 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은 초음파 진
단을 비롯한 의료기술을 거의 경험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 시기까지 여성 대
다수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0세
기 중엽까지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임신, 출산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결혼 관계에서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은 특별히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
겨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병원에서의 분만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정
확히 알 수 없지만, 보건사회부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 1974년의 전국 시설분
만 비율이 8.5%에 그쳤음을 고려할 때, 1950-60년대 한국에서 대부분의 임신
과 출산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4) 여성들
은 병원에 내원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통해 특별히 임신을 확인하고 관리를 시
작하기보다는 월경이 중단되거나 입덧 등의 증상이 관찰되면 임신임을 짐작하
는 데 그쳤고, 임신을 이유로 특별히 몸을 관리해야 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을 줄여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출산 시에도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가정에서 가족이나 이웃 간에 구전되어 온 지식에 주로 의존하여 
임신 기간을 보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25)

23) 같은 책, 28.

24) ‘시설분만’이 병원뿐만 아니라 조산원에서의 분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병원과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문현상, 신성희, 함희
순,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79.

25) 김은실은 이 글에서 면담 당시인 1995-6년 당시 한국 중산층 여성들의 출산 문화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 세대에 해당하는 45-60세의 여성 10명과 딸 세대에 해당하는 
25-35세의 여성 15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즉,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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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를 묘사한 여성
들과 의사들의 구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60-70년대에 세 명의 아
이를 출산한 한 여성은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첫애도 그냥, 뭐, 산파고 뭐고 그런 거 음써.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난 거지, 뭐. 그러다가 그 전에, 예전에는, 옛날 할머니들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신발을, 애기를 낳으려고 방에를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어서 놓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 짝으로 놓으면서, 내가 저 
신발을 살아서 신을까 이러고, 그 신을 도리다보고, 세 번 도리다보고 
들어간대요. 그만큼 애기 낳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중략) 몸조리가 
뭐예요. 몸은 질질 끌면서도, 우리 큰 머시매 그거 업고, 밥 해먹고, 빨래 
해고, 그러니 몸이, 몸이 아니지. (중략) 첫 애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낳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퉁퉁 부었었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자마자 산실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더니, 너 저녁에 나와서 저녁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26)

그는 의사나 조산사(산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와 
친척의 도움을 받아 세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천, 
옷가지, 가위 등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다.27) 그는 첫 아이를 출산하러 

1960-70년대에 출산을 경험했다면 딸 세대의 여성들은 1990년대에 그를 경험한 것이
다. 저자는 두 세대의 각각의 출산 문화에 미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크게 달랐으며, 
그로 인해 두 집단의 출산 경험이 크게 달랐다고 보았다. 김은실, “한국 여성의 출산 
문화”, 앞의 책, 224-258.

26) 이 구술 자료는 국립여성사전시관 홈페이지의 구술자료에 등록된 윤영자 씨의 구술을 
참고하였다. 윤영자 씨는 2011년 구술 당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 61세
의 가정주부로, 그가 출산한 삼남매의 성별은 차례대로 남, 여, 남이며, 윤영자 씨가 
1943년생이라는 점과 당시 여성들의 결혼과 임신 경향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해보았을 
때 그의 출산은 주로 1960-70년대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자 구술, “[여성과 
일상]출산은 여자에게 무엇이었나?”, 국립여성사전시관 – 구술자료 2011. 7. 29, 
https://youtu.be/BPYGbGMIUXY (2021. 2. 4 접속).

27) 이 시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은 당시 가정 분만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다. 서울 주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8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1968년의 조사에
서 병의원 분만을 제외한 374사례의 경우, 분만시 탯줄을 자른 방식에 대하여 질문했
을 때, 소독하지 않은 가위가 72.9%, 칼이 9.1%, 낫이 6.7%였고 소독한 가위를 사용했
다고 답한 비율은 겨우 5.0%에 그쳤다. 분만시 사용한 장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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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길에 자신이 살아서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는
데, 이는 당시 임신과 출산 도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여성들
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여성 대부분은 가정에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
아 출산했고, 그중 임신의 예후가 좋지 않은 임신부들은 이를 도와줄 의료 지
식이나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구술자는 세 번째 아이의 
출산 후 후유증이 심해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출산 직후 바로 집안
일을 해야 했는데, 구술자 외에도 이 시기 여성 대부분은 충분한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다.28) 이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로 여
겨지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는 몸의 변화가 특별한 관리나 의
학적 개입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임신 중에 병원을 찾거나 병원에서 분만하는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신부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분만을 택하는 상황
에서, 병원을 찾는 임신부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 의사의 의료적 개입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29) “산파의 업무는 살아있는 아기를 출산

씨멘트 푸대가 52.2%, 유지(油紙, 기름을 먹인 종이)나 신문지가 19.7%, 가마니와 짚이 
7.2%를 차지했다. 또한 농촌 지역 여성들의 분만을 누가 도왔는지 묻는 질문에는 시어
머니가 29.8%로 가장 많고 이웃사람이 18.9%, 남편이 17.2%, 친척이 12.0%를 차지했
다. 구준회, “서울 주변 농촌지역 부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보건학논집 5:2 (1968), 169-180.

28) 이렇게 임신과 출산이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출산과 여성들의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분만하기 직전까지 집안
일을 했고, 아이를 낳은 직후에도 대부분 별다른 몸조리 없이 집안 살림에 나서야 했
다. 1981년 가톨릭농촌 여성회가 전국 57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아이를 낳은 뒤 일주일 만에 집안 살림을 꾸렸다고 답했으며, 3주일 이상 충분
히 몸조리를 한 경우는 겨우 3.2%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의 산후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쳤는데, 응답자들은 주로 요통, 신경통, 관절염, 두통, 빈혈, 위장병 등을 앓고 
있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과로와 산후 조리 부족 등을 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혹 병원분만을 한 어떤 임신부에게는 병원이 “일상의 가사 노동의 장으로부터 며칠
이나마 해방”시켜주고, “시어머니나 집안 연장자 어른들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통제해
주는 휴식과 저항의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김은실, “한국 여성의 출산 문화”, 앞
의 책, 243; “농촌 여성 산전 산후도 쉴 틈 없다”, 조선일보, 1981. 9. 8, 10면; 윤영
자, 앞의 구술.

29)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여성의 임신과 출산 풍경은 개인이 놓인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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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는 것이며 남성 의사의 일은 사산을 돕는 것이었다”30)는 말처럼, 그 
결과 이 시기 의사들이 마주했던 임신부 여성들은 주로 고위험 임신부였다. 
대형병원을 찾는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예후가 더욱 심각했는데, 당시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부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
다.

하여튼 그 때 세브란스 산부인과의 사정이 오늘과 같이 병원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분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업노말(abnormal, 비정상적인)한 
사람들이야. 교과서에 디피컬(difficult, 어렵게[sic])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고. (중략) 산과 환자는 다 합병증 있어서 오는 거고. 예를 
들면 전치 태반이 돼서 출혈이 매우 심했었다고. 그 다음에 임신중독증이 
심해져가지고서 오는데 뭐 주로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수술, 난소에 혹 
제거하는 난소 종양 수술, 그 외에 자궁외 임신이 그렇게 많았어요.31)

이렇게 전치태반이나 임신중독증 등 자칫 잘못하면 태아는 물론 임신부의 생
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주로 겪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신부와 태아가 겪는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이때 
의사들이 주목한 방안은 바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임신부의 상태를 정기적으
로 진단하고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여 ‘관리’하는 것이었다.

1961년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현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이하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한국 임신부의 산전 정규 검사 결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32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각종 
산전 검사를 한 후 그중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는데, 그 결과 임신부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임신중독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2.3절에 좀 더 자세히 서술하였다.

30) Adrian Wilson, “Participant or Patient? Seventeenth Century Childbirth from 
the Mother’s Point of View,” Patients and Practitioners: Lay Perceptions of 
Medicine in Pre-industria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37. 강조는 원문.

31)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33,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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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나 태아의 이상 태위(胎位), 사산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32) 이 외에도 
임신중독증과 같은 임신 관련 합병증, 임신부의 모성 사망률이나 태아의 주산
기 사망률을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한 연구들은 산전 진단을 통한 임신부 건강
의 지속적인 관리를 임신부와 태아의 이상 증세 및 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
킬 방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33) 산전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당시 
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76년에 경향신문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임
신중독증(임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일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 먹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
아 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한다며 꾸준한 산전 진단을 권했다.34)

이 시기에 임신부의 골반 크기나 양쪽마루뼈지름(biparietal diameter, 
BPD: 머리 꼭대기에서 보았을 때 태아 머리 단면의 가장 긴 길이. 아두대횡
경이라고 표기하기도 함)을 측정하거나 무뇌아나 중복기형아 등의 기형아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엑스레이(X-ray)가 주목을 받은 것도 산전에 임신부
를 관리하여 출산 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엑스레이로 임신 후반기에 산모의 골반 크기나 태아의 양쪽마루뼈지

32) 이 연구에서 산전 진단의 방식으로는 혈색소 및 적혈구용적률(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
하고 있는 비를 측정하는 것) 검사, 요단백 및 요당 검사, 매독혈청반응, Rh 인자, 혈액
형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장내 기생충 검사가 제안되었다. 이 저자들은 동일한 방식
으로 산전 관리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논문을 1970년에도 펴낸 바 있는데, 이때는 
4539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승호, 노경병, “한국 임신부의 산전 
정규 검사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1 (1961), 51-54; 이승호, 노경
병, 김득순, “한국인 임부의 산전 정규 검사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3:4 (1970), 141-145. 

33) 김세광, 황익하, 이상용, 홍순배, 박찬규, 정순오, “자간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21:9 (1978), 333-340; 김용우, 이계용, 송찬호, 양영호, “임산부사망
과 주산기사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1:10 (1968), 463-476; 문
동열, 김길자, 이재윤, 이희동, “임신중독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6 (1977), 365-372, 전정희, 안미란, “모성사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17:1 (1974), 53-58.

34) 이 기사에서는 임신중독증을 전체 임신부의 4분의 1이 겪으며, 모성사망의 27.2%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소개하고 있다. “임신중독증은 짜게 먹는 데서”, 경향신문, 1976. 
10. 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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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계측하여 아두모체골반불균형(兒頭母體骨盤不均形, 태아의 머리와 임신
부의 골반 크기가 맞지 않아 질식 분만이 어려운 경우) 여부를 판단하여 질식
(膣式) 분만이 가능한지를 판정하고 겸자 분만이나 제왕절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1960년대부터 점차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역시 임신부가 무리한 
질식 분만을 시도하지 않게 하여 출산에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술이었
다.35) 

초음파 진단기가 한국 산부인과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렇게 임
신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산부인
과 의사들은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도 임신과 출산에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자 했다. 다음 소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 진단을 통해 
어떻게 산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2. 초음파, 임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잠수함 탐지의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던 초음파 기
술은 1940년대부터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의학적 진단 목
적으로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 학자들이 이를 통해 종양이나 뇌 
구조를 보고자 했다면, 1958년 영국의 의사인 이안 도널드(Ian Donald)는 이
를 사용해 임신부 자궁 내부에 자리한 태아를 들여다보고 그 크기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기술을 산과학적인 이상을 시각화하는 기술로서 발전시

35) 나건영, “1960년~1970년대 산부인과학”, 한국의학100년사: 1884-1983 (의학신보, 
1984), 223-226; 박기홍, 박은정, 김원희, “X선골반계측에 관한 산과학적 고찰”,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25:1 (1982), 87-95; 신재옥, “한국부인(임신말기임부)의 X선 골반 계
측에 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0:4 (1967), 21-29; 원금순, “임신후반기의 X선 
골반계측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1, 39-47; 이규하, “X선에 의한 한국부인 좌골극
간경 글 골반입구횡경 계측에 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1 (1959), 28-31; 이규
하, 송용덕, 이동경, “한국부인 X-선 계측에 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8:11 
(1965), 35-37; 이숙환, 박찬규, 정우식, 안동원, 이충호, 곽현모, “X선 골반 계측: 임상
적 가치와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4:7 (1981), 665-672; 주동
운, “산부인과 영역에 있어서의 X-선진단”, 대한산부인과학회지 6:2 (1963), 31-35; 
황태식, “아두모체골반불균형”,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2 (1961), 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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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자하였고, 1970년에는 마침내 산과학 교과서인 산전 관리와 산후 관리
(Antenatal and Postnatal Care)에 초음파를 통해 임신부를 진단하는 방식
이 실리게 되면서 그의 업적이 인정받게 되었다.36)

이러한 초음파 진단기를 한국 산부인과에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가톨릭
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의 김승조(金丞兆, 1934~ )이다.37) 그는 1965년에 국내 
산과학계에서는 최초로 미국 스미스 클라인(Smith Kline) 사의 A-mode 초음
파 진단기인 ‘Ekoline 20’을 가톨릭의과대학 부설 성모병원 산부인과에 도입
하였다.38) 김승조가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한 것은 그가 가톨릭대학교 산부인
과학교실의 전임 강사로 부임한 직후인데, 그의 논문과 글을 통해서 도입 목
적을 짐작할 수 있다. 초음파 진단기가 도입된 지 3년 뒤인 1968년, 김승조는 
한국 산부인과에서는 최초로 초음파를 사용한 연구를 가톨릭대학의학부논문
집에 발표했다. 그는 논문의 서두에 “자궁내 태아의 발육상태와 태아의 크기
를 관찰한다는 것은 산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된다”고 밝
히면서 초음파로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을 측정했는데, 이는 그가 초음파 진
단기를 태아의 발육 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39) 이는 
산모가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너무 많이 자라거나 덜 자
란 상태로 분만되지 않도록 태아의 발육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의사
들에게 태아의 발육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엑스레이

36) Kevles, Bettyann Holtzmann. “Looking through Women: the Development of 
Ultrasound and Mammography,” Naked to the Bone: Medical Imaging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8), 228-260.

37) 김승조는 1965년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획득하고 가톨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첫 전임 강사로 부임하였고, 1973년부터 1990년까지는 동대학에서 주임교수를 역임했
다. 1985년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산과학 초판과 부인과학 
초판의 발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자궁경부암 근치수술법에 기여한 – 김승조”, 의사신
문, 2013. 1. 14,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2
49. (2021. 7. 20 접속);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270-297.

38)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282.

39) 김승조, 김영근, “초음파측정법에의한 자궁내태아발육장치 및 분만예후판정에 관한 연
구”, 가톨릭대학의학부논문집 15 (196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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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을 측정하는 방법도 해외에서 다수 보고되었
지만, 김승조는 엑스레이를 통한 측정의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초음파
의 경우 “모체나 태아에 대해서 완전 무해하다”며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를 
밝혔다.40)

그가 이 연구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총 세 가지로, <그림 1>의 세 가지 
그래프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먼저 1965년 1월부터 1968년 6월까지 정상적
으로 출생한 한국인 신생아 900명을 대상으로 갓 출생한 신생아의 체중과 양
쪽마루뼈지름을 재고, 체중과 양쪽마루뼈지름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한국인 

40) 같은 글, 304.

그림 1 초음파 진단기를 통한 양쪽마루뼈
지름 계측치. 첫 번째 그래프(Fig. 3)는 갓 
출생한 출생아에서 계측한 태아체중과 태
아양쪽마루뼈지름 간의 상관 관계를, 두 
번째 그래프(Fig. 4)는 임신 주수와 태아양
쪽마루뼈지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세 번째 그래프는 출생 후 계측한 실제 태
아양쪽마루뼈지름과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
하여 계측한 양쪽마루뼈지름 계측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김승조, 김영근, “초
음파측정에 의한 자궁내태아발육상태 및 
분만예후판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논문집 15 (1968), 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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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체중 계측 공식”을 만들었다.41) 그 다음 최종 월경일이 확실한 임신 32
주에서 43주 사이의 한국인 정상 임신부 96명에 대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
용하여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 계측치를 얻어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진단
기를 사용해 얻은 양쪽마루뼈지름 계측치를 한국인 태아 체중 계측 공식에 대
입하여 태아체중 값을 산출하고 이것을 실제 분만 직후 잰 태아체중과 비교 
검토하였다.42) 

김승조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얻은 계측치와 이를 공식에 대입하여 
얻은 결과값을 비교한 것으로부터 향후 초음파 진단기의 쓰임이 어떠할지를 
예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얻어진 공식은 한국 임신부에서 ‘정상 임
신’의 기준으로 상정되고, 향후 임신부의 초음파 진단에서 얻은 개별적인 태
아의 양쪽마루뼈지름 계측치를 이러한 공식에 대입하여 얻은 결과값으로 의사
들은 출산 전에 태아의 발육 상태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렇
게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발육을 예측하는 방식은 이후 가톨릭대학교 산
부인과학교실의 다른 연구나 다른 의과대학의 산부인과학 교실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활용되었는데, 한 논문에서 의사들은 “초음파 아두대횡경[태아의 양
쪽마루뼈지름]은 영아의 사망률 및 산모의 위험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
지할 것”43)이라며 초음파 진단술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는 이제 의사들이 
개별 임신 사례가 ‘정상 임신’인지 ‘비정상 임신’인지, 자궁 내 태아의 발육 
상태와 크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초음파 진단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다.44)

41) 같은 글, 307.

42) 같은 글, 303-310.

43) 라종구, 임정애, 전정일, 김승조, “초음파진단 장치를 이용한 자궁내 태아발육측정”,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1 (1976), 44.

44) 김성환, 황윤영, “초음파 촬영에 의한 태아체중 예측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
인과학회지 26:1 (1983), 55-61; 배석천, 유태건, 김창이, 노영철, “초음파 진단장치를 
이용한 임신전반기의 자궁 및 태아의 발육 측정”,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1:6 (1978), 
457-465; 서병희, 최욱, 이재현, “정상 임신에 있어서 Real-time 초음파 분석에 의한 
태반성숙등급과 임신재태주수 및 아두대횡경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제1보)”, 대한산
부인과학회지 26:1 (1983), 1005-1011; 오혜숙, 우복희, 강신명, “초음파검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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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에서 독특한 점은 연구 대상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임신부
의 몇몇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상 증세 없이 건강하게 임신이 
진행되고 있는 임신부의 사례를 모아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가 향후 정상 임신의 기준으로 사용될 평균값이었기 때문이
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임신부의 태아는 평균보다 과도하게 크거나 작을 것
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평균에 대하여 이상치(outlier)로 작용할 
수 있어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한두 건의 사례가 아닌 대량의 사례를 모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
한 연구는 대부분 몇백 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산과학계에서 이
전까지 수행되었던 연구들이 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임신부 몇 사례를 진단
하고 그를 치료하는 방식에 관해 서술하였던 것과는 구분되었다.45) 이렇게 정
상 임신부들의 사례를 대량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
이 안전하고 임신부들이 크게 꺼리지 않아야 했는데, 초음파 기술은 안전하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었다. 초음파가 한국에 
도입될 당시 이미 해외 연구에서 초음파가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는 연구가 다
수 존재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 사용될 
때에도 따로 주사 바늘을 찔러 넣거나 조직 채취를 필요로 하는 침습적인 방

한국인 태아의 아두대횡경지름 측정”,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7:14 (1984), 1956-1964; 
우복희, “초음파 계측에 의한 추계 태아체중 측정”,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6:10 
(1983), 1139-1147; 이준덕, 윤만수, 최종길, 김원희, “정상 임신에 있어서의 임신주수
에 따른 태아아두대횡경치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6:2 (1983), 173-179; 
이효표, 신희철, “Real-time 초음파 촬영을 이용한 태아체중의 예측”, 대한산부인과학
회지 26:11 (1983), 1297-1305. 

45) 일례로, 총 15건의 연구가 실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25권 4호 (1981)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연구들이 실렸다. “비임신성 원발성 난소융모암 1례”, “초음파로 진단한 
임신 11주의 삼태임신의 1례”, “피부까지 전이된 Krukenbergs 종양의 1례”, “산후초
기에 발생한 후복막출혈 1례”, “태아사망을 초래한 제대진결절 1례”, “병합임신 2례”, 
“복강경 난판불임술 후 발생한 자궁외임신 5예”, “자궁각임신의 3예 보고”. 이러한 연
구들은 산부인과학적인 관점에서 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몇몇 사례들을 보고하는 성격
을 띠는 연구인 반면, 초음파 진단을 통해 정상 임신의 기준을 세우고자 한 연구들은 
건강한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 여러 건을 모아 평균을 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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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니어서 환자들도 크게 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46) 연구 대상이었던 임
신부들은 최종 월경일이 확실해 대략적인 분만 예정일을 가늠할 수 있는 경우
였는데, 이를 사용해 연구자들은 임신부의 현재 임신 주수를 예측한 뒤 태아
의 평균 발육 상태와 함께 정상 임신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초음파 기기의 특징은 조금 앞선 시기에 임신부의 자궁 내부를 들여다보
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술인 엑스레이와 비교해보면 더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
했듯이, 엑스레이는 초음파 진단의 도입 전부터 산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하여 임신 중인 산모의 복부에 엑스레이
가 가해지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때문
에 의사들은 임상에서의 엑스레이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다. 엑스레이의 위험
성에 대한 우려는 의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공유되었는데, 
1969년의 한 기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직접적인 방사선 조사(放射線 照射)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심한 경우는 유산되거나 기형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47) 

그러나 그 후에도 엑스레이가 산부인과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
니었으며, 엑스레이는 방사선에 의한 태아 기형 유발 위험이 적은 임신 후반
기에는 “[의사가 판단하기에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적에 비장
한 각오”48) 끝에 아두모체불균형 진단이나 무뇌아의 판별 등을 위해서 계속
해서 사용되었다.49) 1982년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에서 진행
된 한 연구는 당시 엑스레이를 사용한 골반 계측법이 어떠한 기술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해당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
한 산모 841례 중 149례에 대하여 엑스레이로 골반계측법을 시행해 아두모체
골반불균형 여부를 진단했다. 이 연구는 엑스레이를 사용했음에도 꽤 많은 수

46)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20년사 (대한초음파의학회, 2000), 11. 

47) “임부와 X레이”, 동아일보, 1969. 4. 11, 6면.

48)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51, 86.

49) 이숙환, 박찬규, 정우식, 안동원, 이충호, 곽현모,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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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꽤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 이유를 해당 병원이 부산 및 경남 지방의 유일한 대학병
원으로서 난산의 산모들이 많아서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연구의 저자들도 엑
스레이로 임신부의 골반을 계측하는 방식을 주로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50) 이는 당시 산과학에서 엑스레이라는 
시각화 기술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를 보여주는데, 이전에도 의사들은 산모
의 질에 직접 손을 넣어보는 내진을 통해 아두모체불균형을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이나 증세 등을 통해 무뇌아와 같은 심각한 태아 기형을 예측해왔음에도 
엑스레이를 통해 이를 시각화하는 방식이 도입된 후에는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51)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부의 자궁 안을 시각화하면서도 안
전하고 간편한 초음파 진단 기술의 등장은 의사들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 초기 논문에서부터 초음파 진단의 안전성은 인정받아왔고, 이러한 특징은 
엑스레이의 안전성이 의심받기 시작한 후에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엑스레이가 주로 단단한 뼈의 구조를 보는 기기라면 초음파 진단기는 연
부(軟部) 조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라는 점도 초음파 진단이 태아와 
임신 상태를 살피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였다. 임신부의 
골반을 계측하기 위해 사용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엑스레이가 주로 뼈를 촬영
하기 위한 도구였던 반면,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연부 조직의 관찰이 가능해 
연질인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을 측정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태아의 형태학
적 이상이나 임신에서의 이상 증세를 훨씬 잘 진단할 수 있었다.52) 실제로 의

50) 박기홍, 박은정, 김원희, 앞의 글.

51) 19세기 후반 독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가 도입에 대해 살펴본 앤드류 워윅은 '선천
성 슬개골 탈구'의 치료법을 놓고 경쟁하던 의사들이 자신의 치료법이 더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하면서 엑스레이가 정형외과에서 중요한 의료기술
로 떠오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라는 시각화 기술이 어
떻게 의사들에게 유용성을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전부터 사용하던 내진(촉진) 
방식이 존재했음에도 산부인과에서 엑스레이가 사용된 것 역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동료 의사나 환자에게 질환을 설명하기에 용이하고 시각적인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이 이 기술로의 유인책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Andrew Warwick,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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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초음파 진단을 태아의 성숙도 및 크기의 파악뿐만 아니라 임신의 첫 
확진, 절박유산・불완전유산・계류유산이나 이상 태위(胎位)의 판정, 다태임
신・자궁외임신의 확인, 임신 중 발생 가능한 융모성 질환인 포상기태의 확
인, 자궁강 내 태아 사망 진단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53) 즉, 의사들은 임신의 전 과정 동안 태아의 성장은 물론 그 
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하고 임신의 진행 상황을 가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를 엑스레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로 본 것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초음파 진단을 활용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연구 내용
은 당시 이들이 초음파 진단에 품었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하게 해준
다. 이전부터 임신부의 자궁 내부를 시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엑
스레이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의 등장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의사들은 이 기
술을 정상 임신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연구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초음파 기술에 대한 의사들
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한국 산부인과에서의 의학적 실행은 전혀 다른 모습으

5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엑스레이로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 측정을 시도한 연구가 전무했
던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부터 해외에서도 이미 그 위험성과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
이 있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양쪽마루뼈지름 측정을 위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황태식, 앞의 글.

53) 김두상, 강길전, 신호문, “부분포상기태의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4:12 
(1981), 1169-1174; 김주완, 서정수, 이관세, 김기환, 임정기, 장기현, 정경모, 한만청, 
주동운, “초음파진단 1018례에 관한 고찰”, 대한방사선의학회 15:2 (1979), 493-503; 
노영철, 라종구, 하상호, 이헌영, “산부인과 영역에 있어서의 초음파 진단의 이용”, 대
한산부인과학회지 18:8 (1975), 709-718; 이진우, 허필형, 라종구, 최성기, “뇨중 융모
성 성선자극 호르몬 측정과 초음파 단층 촬영을 이용한 절박유산의 예후 판정”,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20:1 (1977), 19-30; 이현우, “산과 분야의 초음파 진단법”, 한국의과
학 8:1 (1976), 11-18; 이현우, “산과영역의 초음파진단법”, 대한초음파의학회지 1:1 
(1982), 126-134; 전선희, 김정자, 강미자, 우복희, 강신명, “초음파촬영(Sonography)의 
산부인과 적용”,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3:10 (1980), 829-843; 정윤조, 이우영, 정재
근, 정구윤, 김승조, “융모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분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3:5 
(1980), 42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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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할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낀 임신부가 병원을 찾아오
면 의사가 그의 병력과 증상 등을 통해 병명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것
이 아니라, 초음파 진단 기술을 통해 모든 임신부의 정상 임신 여부를 판단하
고 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초음파 진단의 불균형한 확산
초음파 진단기의 등장은 한국 산과학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
였다. 이 신기술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비단 의사들뿐만이 아니었는데, 1970
년대 신문 기사에서 초음파 진단은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 관행을 획기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외국의 첨단 기술로 소개되곤 했다. 초음파 진단기를 소
개한 한 기사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여러 나라는 산전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원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 임산부 관리에 비해 거의 100%의 완벽을 기하”는 도구로서 초음파 진단기
를 내세웠다.54) 다른 기사에서는 미래에 “컴퓨우터 의사”가 청진기 대신 엑스
레이와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신체의 이상 유
무를 정확히 진단해”낼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다.55)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현실화되지 못했고 초음파 진단기는 수도권의 일
부 대형병원에 보급되는 데 그쳤는데, 이는 몇몇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 
진단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초음파 진단의 확산을 끌어내지 못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음파 진단의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당시 대다수 한국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 자체가 의료화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는 초음파 진단이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임

54) “손쉬운 임신 상태 측정 미서 기계화로 정확도 100%”, 동아일보, 1974. 1. 24, 4면.

55) “미래에 산다 <19> 제1부 생명의 연장 (19) 컴퓨우터 의사", 동아일보, 1976. 1. 
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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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이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초음파를 통해 병원에서 임신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했지만, 1970년대까지도 한국 임신부들에게는 초음파
를 통한 산전 진단은 물론 병원분만도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표 1>에
서 보이듯이 1974년까지도 전국의 시설분만 비율은 8.5%에 그쳤고, 이 비율
은 1980년이 되어서야 절반에 도달했다.56) 시설분만 비율은 도시와 농촌 간
에 특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시설분만의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중에도 같은 시기 농촌의 시설분만 비율은 여전히 20% 
언저리를 맴돌았다.57) 이 시기 도시에서의 시설분만 확산세는 중산층의 급격
한 증가와 더불어 1977년 의료보험 제도의 출범에 힘입은 것이었는데, 당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부터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도시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
러한 혜택은 농촌 거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대부분의 농
촌 여성들은 여전히 시설분만보다는 가정분만을 선택했다.58)

56) 시설분만은 ‘의료시설에서 이뤄지는 분만’을 말하는 것으로, 조산원과 병원에서 이뤄지
는 분만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조산소가 감소하기 전까지의 시설분
만 중 상당수는 조산원에서의 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7) 문현상, 신성희, 함희순, 앞의 글, 79.

58) 1980년대 후반 농촌의 시설분만 비율의 급증 역시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행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행으로 농어촌 주민도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지자 농촌의 시설분만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농촌의 시설분만 비율은 
1988년 73.3%, 1991년 93.3%였는데, 이는 1982년 농촌의 시설분만 비율이 35.8%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6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991년부
터는 도시와 농촌 모두 시설분만 비율이 90%를 넘었는데, 이는 한국 여성의 출산이 고

구분 1974 1977 1979 1980 1982
전국 8.5 35.3 49.3 56.9 62.9
도시 - 57.4 70.9 78.8 79.2
농촌 - 14.1 21.3 26.5 35.8

표 1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지역별 시설분만 비율. 수치는 모두 
백분율. 문현상, 신성희, 함희순,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1982), 79에서 재구성. 1974-1980년의 수치는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보건
사회부, 1982), 66-67에서, 1982년의 수치는 해당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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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높은 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되는 일부 중상류층 여성들은 개인 
산부인과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일례로 1963년 서울 중구에 처음 개원한 제일
산부인과의원(이하 제일병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임신부들에게 인기가 높
은 분만 장소였는데, 이는 일부 도시 중상류층의 임신부가 병원분만을 원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당대 최고의 유명 배우였던 김지미가 제일병원에서 출
산 후 이에 대한 르포를 1964년에 월간지인 가정생활에 실어 화제가 되기
도 했는데, 김지미가 이 글에서 제일병원을 “호텔처럼 느껴지는 병원”으로 묘
사한 것은 당시 임신부들에게 병원을 선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했다.59) 
1967년 2월의 한 기사도 당시 도시에서의 출산 풍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
는데, ‘딸을 낳으면 사주가 좋지 않다’는 백말띠의 해(1966년)였던 전년과 달
리 양띠 해(1967년)를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의 분만율은 30-40%나 급증했
고, 이로 인해 각 산부인과 병원의 분만실이 붐벼 분만비까지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거의 만원이 되고만 유명산실은 분만비 인상이 그들의 영업에 타격
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산원은 3월까지가 거의 단골손
님에 의해 사실상 예약되어 있기까지 했”을 정도로 꽤나 많은 여성들이 아이
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60) 산부인과가 붐비다 못해 예약이 밀리기까
지 한다는 이 기사의 상황은 비슷한 시기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8%의 여성들이 현 임신 이후 한 번도 의료 기관을 이용해본적이 없다고 
답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도시와 농촌의 이러한 격차는 1980년대 중반까
지도 지속되었다.61)

도로 의료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종기, “한국의 보건재정과 의료보험” (한국개발연구
원, 1979), 39; 신재철, 김영찬, 홍성봉, “한국의 분만 양태에 관한 고찰(III) -분만장소 
및 그 개조자의 변천”,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2:5 (1989), 600.

59) “[Why] 김지미·고현정·이영애… 당대 최고 여배우들이 출산한 곳”, 인터넷조선일보, 
2013. 6. 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31/201305310167
8.html (2021. 2. 13 접속).

60) 1966년은 실제로 백말띠의 해는 아니지만, 병오년(丙午年, 1966년)생인 말띠 여성 역
시 사주가 드세다는 속설이 와전되어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백말띠 여아
를 기피하는 현상은 실제 백말띠의 해인 1990년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4.1절을 참
고. “초만원 양띠 산실”, 『조선일보』, 1967. 2. 26, 7면.



31

전국 도시 농촌
병원 수 (개) 215 173 (80.5%) 42 (19.5%)
병상 수 (개) 24,310 22,080 (90.8%) 2,230 (9.2%)
의사 수 (명) 12,455 10,866 (87.2%) 1,589 (12.8%)
인구 (천명) 36,436 18,449 (50.6%) 17,987 (49.4%)

표 2 1977년의 지역별 의료시설 및 인력 분포. 괄호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을 의미한다. 
박종기, “한국의 보건재정과 의료보험” (한국개발연구원, 1979), 39.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시설 분포 격차도 시설분만 비율에서의 도농간 
차이에 영향을 미쳤는데, <표 2>에서 보이듯 1977년 도시와 농촌의 의료시설 
및 인력 분포에서 병원 수는 도시가 농촌의 4배, 병상 수는 9배, 의사 수는 7
배에 달했다. 시설분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데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많지 않다는 점은 농촌에서의 낮은 시설분만 비율
에 기여했다.62) 한편 이 표에서 병원 수의 차이에 비해 병상 수와 의사 수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은 농촌에 자리한 병원이 대형병원보다는 주로 소규모의 
병·의원임을 시사하는데, 이를 통해서 해당 병원에서 가용한 의료 서비스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초음파 진단을 비롯한 
산전 진단이 산부인과 임상에서 완전히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당시 도
시와 농촌에 위치한 병원이 제공하는 산전 진단의 내용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
을 것이다.

도농간 격차는 임신부 중에서 산전 관리를 받은 사람의 비율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1982년 조사에서 전체 산전 관리 비율이 69.3%를 기록한 상황에
서, 도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77.3%가 평균 3.6회의 산전 관리를 받은 반면 
농촌 거주 임신부의 경우 54.8%의 임신부가 평균 2.8회의 산전 관리를 받은 
데 그친 것이다[표 3].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 및 생활 수준에 따
라 산전 관리를 받은 비율도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61) 이 조사에서의 ‘의료 기관’은 약국이나 보건소, 조산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구
준회, 위의 글, 171.

62) 박종기, 같은 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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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특성 (응답 수) 산전 관리 여부 (%) 평균 횟수 (회)
지역

전국 (1,236) 69.3 3.4
도시 (794) 77.3 3.6
농촌 (442) 54.8 2.8

연령
24세 이하 (250) 70.6 3.0
25~29세 (426) 62.9 3.5

30세 이상 (142) 66.1 3.5
교육

국민학교 이하 (373) 48.0 2.6
중학교 (448) 70.8 3.1

고등학교 이상 (415) 86.7 4.0
생활 정도

상 (135) 86.7 3.9
중 (725) 71.6 3.5
하 (376) 58.0 2.8

표 3 1982년 조사에서 임신부의 산전 관리 여부 및 평균 횟수. 문현상, 신성희, 함희순,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75.

구분 (응답 수) 임신확인 임신에 이상 정기진찰 기타
전국 (847) 52.0 11.1 30.1 6.7
도시 (605) 53.7 10.2 30.6 5.5
농촌 (241) 47.7 13.3 29.0 10.0

표 4 1982년 조사에서 임신부가 산전 진단을 받은 이유. 수치는 모두 백분율. 1982년 문
현상, 신성희, 함희순,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77에서 재구성.

구분 (응답 수) 종합병원 개인 의원 보건소(지소) 한의원 기타
전국 (853) 11.0 84.4 2.3 0.5 1.8
도시 (611) 12.8 83.6 1.0 0.3 2.3
농촌 (242) 6.6 86.4 5.8 0.8 0.4

표 5 1982년 조사에서 산전 진단을 받은 장소. 수치는 모두 백분율. 1982년 문현상, 신
성희, 함희순,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76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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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산전 관리를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63)

이 조사 내용은 산전 진단에서의 도농간 격차뿐만 아니라 임신 과정의 
건강 관리에 대한 당시 여성들의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시기 임신한 
여성들이 받은 진단 내용이 산전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애초에 의도한 관리의 방식과 동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이 조사에서 
열명 중 일곱 명의 임신부가 산전 관리를 받았다고 답하기는 했지만, 그 빈도
는 평균 3회 남짓 정도에 그쳤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산전 관리의 이
유를 묻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의 산모들이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답
했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정기적인 산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임신부들 사이에서 그리 높지 않았음을 뜻한다.64)

이러한 상황에서 초음파 진단기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대학병원을 
넘어 소규모 개인 병·의원까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산부인과에서 초음
파 진단의 보편화가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까지 여성들이 분만이나 산전 관리를 위해 주로 방문하는 장소
는 개인 산부인과 의원이었으나 당시 개인 병・의원이 초음파 진단기를 갖추
기에는 기기의 가격이 너무 높았다. 1980년까지 당시 대학병원의 60%에만 초
음파 진단기가 설치되어있을 정도로, 초음파 기기는 소규모 병·의원은 물론 
대형병원에서도 완전히 도입되어 있지는 않을 정도로 고가의 기기였다.65) 

이에 보건사회부의 규제가 더해지면서 의료기기 도입 문턱이 매우 높아
진 것도 초음파 진단기의 확산을 어렵게 만들었다. 1970년대 말 대학병원들의 
의료기술 도입 열풍에 대하여 외화 유출과 과잉 보급을 우려한 보건사회부가 
1981년 1월 12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416호 “고가 특수장비 도입 허가 심사

63) 문현상, 신성희, 함희순, 앞의 글, 75.

64) 같은 글, 77.

65) 정규병, "한국 초음파의학의 어제와 오늘", 대한초음파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
회 (200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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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통해 “외화 및 의료비의 낭비를 막고 고가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사
용”한다는 목적 아래 고가 의료기기의 수입을 규제하면서 소규모 개인 병·의
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갖추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66) 이 규정으로 인해 
초음파 진단기를 비롯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심
사를 거쳐야 했으며 심사 시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1순위, 종합병원을 2순
위로 하는 도입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이러한 심사 규정은 일반 개인 병·의
원에서 고급 초음파 진단기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67)

마지막으로, 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
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초음파 진단의 보급에 걸림돌이 되었다. 1980년대 초반
까지 초음파 진단술을 익힌 의사들은 주로 해외 대학에서 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밟았고, 이러한 의사들이 돌아온 후 초음파 진단술과 관련된 지식은 
의과대학의 산부인과학교실이나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전파
되었다. 예를 들어 이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화
여대 우복희 교수는 1975년에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처음 
접한 후 히다치 메디컬(Hitachi Medical), 일본 순천당(順天堂) 대학병원, 존
스홉킨스병원 등에서 초음파 진단에 대한 연수를 받았으며,68) 개인병원 중에
서는 최초로 산부인과 초음파를 도입한 제일병원의 이현우 박사는 1972년부
터 2년간 초음파 진단 관련 연수를 받고 돌아와 1974년 제일병원에 초음파실
을 열었다.69) 초음파 진단의 도입 초기에는 이들이 배워온 지식이 널리 공유

66) 최상은, “고가의료장비 수급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5, 19.

67) 김희원, “한국의 초음파 기반 의료사회적 환경과 갑상선암 지식의 공동생산”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7-21;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 50년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5).

68)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앞의 책, 21.

69) 제일병원의 공동 설립자였던 노경병과 이동희는 1972년 일본의 한 학회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접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당시 제일병원 산부인과에 재직 중이던 이현우 
박사를 미국으로 보내 초음파에 대한 연수를 받게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4년 11
월 25일, 이현우 박사가 귀국하여 제일병원에 초음파실을 설치했고, 제일병원에서는 초
음파 진단을 통한 산전 진단이 시작되었다. 박두혁, 낙세 노경병, 산부인과를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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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공개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들의 소속 병원에 속한 의
사들을 중심으로 지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미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개인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초음파 진단술을 배울 기회가 제대로 마
련되지 않았다. 초음파 진단기가 보여주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이 별도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진단 기술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기
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었다.70)

심지어는 초음파 기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초음파 진단이 도입되기 이전 산부인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전통적 진단 방
식을 더 선호했다. 1960-70년대 한국 산부인과에서 임신부의 진단은 대부분 
의사의 내진과 청진, 환자의 병력, 월경력 등에 의존해서 임상적으로 이뤄졌
는데, 이 중에서도 산모의 질을 통해 산부인과의가 직접 손을 넣어 골반뼈와 
자궁경부 등을 만져보는 내진(內診)은 임신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 찾
아온 임신부의 증세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방식이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내진으로 임신부의 자궁 내 태아의 위치와 방향을 진단해 임
신부가 출산시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절개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의
사의 숙련도에 따라서는 내진으로 자궁 내 종양 및 낭종의 위치나 크기는 물
론 그 종류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당시에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목에 청진기를 걸고 다니며 청진을 했는데, 청진기로 태아의 심음을 들어서 
태아의 위치를 가늠하거나 간단한 상태를 진단했다.71) 이러한 기존 진단 방식
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성능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고” “화상의 
그림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알 수 있을 정도”

의사 (큐라인, 2007), 120-123;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12, 178; 이동희, 
뿌리 깊은 꿈 (씨앤지, 1996), 187-209. 

70) 김희원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가 일부 병원에 도입된 후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판독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은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초음파 진단술을 전문적으로 다룬 방
사선과에서도 초음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은 1980년대가 되어
서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김희원, 앞의 글, 16-17.

71)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85-86; 이화여자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 (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201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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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초음파 진단기는 개인병원의 의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
다.72) 내진이 더 익숙한 세대의 산부인과의들은 “[초음파로] 보이는 것도 한
도가 있”다며 당시 초음파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초음파보다도 난 내 내진이[으로] 더 빨리 안다”거나 “습관 들면 내진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며 내진의 정확도를 높이 사기도 했다.73) 물론 최신 연구에
서는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유산의 원인이나 임신부에
게서 나타나는 출혈의 원인을 알아내거나 전치 태반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소개되었지만, 대형병원과 비교하면 중증의 산모를 대할 기
회가 많지 않은 개인병원에서는 여전히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
지 않았다. 즉, 1980년대 초반까지 초음파 진단이 한국 산부인과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병원의 규모나 의사들의 교육 배경에 따라 의사마다 초
음파 진단이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평가했고, 
연구에서 초음파 진단술이 지닌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이 기술
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은 한 의료기술이 
도입되기 위해서 여러 층위의 변화가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대학병원의 의사
들을 중심으로 초음파 진단술의 중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를 통한 새로
운 진단 방식이 고안되었음에도 이것이 한국 산부인과의 전반적인 변화를 바
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초음파 기술의 또 다른 소비자였던 여성들이 초음
파 진단을 통한 산전 진단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기술의 직접적인 사
용자인 의사들도 그들이 속한 병원의 규모나 의사 개인의 교육 배경에 따라 
기술의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가의 초음파 진단 기기
는 빠르게 도입되지 못했고, 이는 다시 초음파 진단술이 보급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몇몇 의사들의 기대와 임상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진단이 
한국 임신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 되지는 못한 것이다. 

72) 이동희, 앞의 책, 206.

73)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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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초음파 진단의 확산과 산과학의 재편

이번 절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엽까지 산전 초음파 진단이 확산되
고 산과학이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의 확산과 정착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물적·기술
적·교육적 기반이 이 시기에 갖추어짐으로써 가능해졌음을 보일 것이다. 1980
년대에 초음파 진단기가 소규모 병·의원까지 확산되고 초음파 진단기의 성능
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산전 초음파 진단의 정례화를 위한 물적·기술적 기
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생산 기업은 기술의 보급자이자 판매
자로서 기술의 확산에 기여했고, 초음파 진단을 통해 이뤄졌던 다양한 산과학 
연구 내용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됨으로써 의사들에 대
한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음파 진단은 몇몇 대학
병원의 의사들만 관심을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라면 모두가 필
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자질로 여겨지게 되었다.

3.1. 초음파 진단기의 확산과 발전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부터 대학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초음파 진단
을 산과학의 도구로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그 즉시 초음파 진단기가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진단이 시행되기 위해서
는 종합병원을 넘어 개인 병·의원 수준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가 보급되어야 했
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초음파 진단기 보유 현황은 전국적으로 
단 9대에 그쳤다. 하지만 초음파 진단기 보유량은 이후 6년간 급격하게 증가
해 1986년에는 762대, 1990년에는 2,02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0년대 초
반부터 초음파 진단기가 급속도로 확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 집계된 초음
파 진단기가 모두 산부인과에 설치된 초음파 진단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
지만, 1970년대부터 산과학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에 보여 왔던 특별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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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이 시기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의 증가세 역시 가팔랐을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연도 초음파 진단기 (대)
1980 9
1986 762
1987 821
1988 975
1989 1,418
1990 2,020

표 6 1980-90년의 연도별 초음파 진단기 보유 현황. 최상은, “고가의
료장비 수급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49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이 시기에 초음파 진단기의 보유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대학병
원이나 대형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병·의원에서도 환자 유치를 위해 다
른 병원과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
다.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서 도입하기도 했다는 것은 제일병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병
원은 국내 산부인과 중에서도 초음파를 비교적 초기에 도입한 편에 속한다. 
제일병원은 개원 당시인 1963년부터 뚜렷하게 고급화 전략을 취했던 곳으로, 
이들이 취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해외의 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제
일병원은 1973년 복강경 수술, 1974년 산전 초음파 진단, 1975년 무통분만 
도입 등 개인병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신기술 도입에 앞장섰는데, 특히 이들은 
일찍부터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하여 태아의 진단과 각종 산부인과 질환의 진
단은 물론 태아의 성감별에까지 활용하였다. 이는 이들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
상류층 임신부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동시대 한국 여성들에게 일반적이었
던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1974년에 제일병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도입할 당시 이는 2만 2천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일반적인 소규모 개인 
병원이 유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74)

74) “[Why] 김지미·고현정·이영애… 당대 최고 여배우들이 출산한 곳”, 인터넷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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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의료 시장의 경쟁과 초음파 진단기 
가격의 하락은 병원들이 초음파 진단기의 도입을 시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에 걸쳐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의 수가 늘어난 가운데, 1977년부터 
실시된 의료보험이 198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
면서 전반적으로 의료 시장이 확대되었다[표 7].75) 그 영향으로 이전보다 훨
씬 더 많은 사람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으나 환자들의 증가세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영세한 소규모 병·의원보다는 인력과 의료기기가 집
중된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집중된 것이다[표 8]. 의사 수의 증가로 병원 간 경
쟁이 심화된 가운데 인력과 의료기기의 수준에서도 격차가 벌어지자, 소규모 
병・의원에서도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물
론, 앞서 언급했듯 이 시기 급작스러운 의료기기 수입 증가에 대하여 외화 및 
의료비의 낭비를 우려한 정부가 1981년 “고가 특수장비 도입 허가 심사 규
정”을 통해 외국산 고가 의료기기 수입을 규제하면서 CT 스캐너, MRI 등의 
고가 의료기기는 수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76)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주로 도입된 소형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600-800만 원으로 비

2013. 6. 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31/201305310167
8.html (2021. 2. 13 접속); 박두혁, 앞의 책, 123;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12, 178; 이동희, 앞의 책, 187-209. 

75) 이 시기 의료보험의 도입은 산부인과를 포함한 전체 한국 의료 시장에 큰 변화를 가
져왔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1956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질
환을 앓고 있는 시민 중 단 40%만이 의사나 기타 의료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한국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의료보험 도입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7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의료보험은 총 인구의 8.2%를 
포괄하는 데 그쳤지만,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었
다. 의료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사람들은 손쉽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연간 1인당 
평균 병의원 방문 수를 다룬 1981년의 조사에서는 의료보험 수혜 인구가 비수혜 인구
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재, 한국 현대의료사 (들녘, 
2021), 130-138, 187-191.

76) 이 시기에 병원들이 주로 도입하고자 한 CT 스캐너, MRI 기기 등의 첨단의료장비의 
경우 대당 가격이 수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인데다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생산이 불
가능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역 적자를 야기하고 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최상은, 앞의 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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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저렴하게 형성되어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
원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77)

정부의 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정책에 따라 국산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
된 것도 초음파 진단기의 확산에 이바지했다. 외국산 의료기 수입 규제에 나
섰던 정부는 그로 인한 빈자리를 국산 제품으로 채우기 위해 의료기기 국산화
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78) 정부가 1983년부터 “제1차 의료기 국산화 계

77) “｢생명존엄」 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조선일보, 
1985. 8. 8, 10면.

78)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었던 이성우에 따르면 1982년까지 진찰대나 수술대, 분만대, 청

연도 의사 (명) 산부인과 전문의 (명) 조산사 (명)
1970 14,932 591 6,182
1975 16,800 840 3,773
1980 22,564 1,169 4,833
1983 26,473 1,575 5,681
1985 29,596 1,864 6,247
1988 36,845 2,266 7,167

표 7 1970-88년의 의료인 면허 등록 수. 이 기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 및 조산사 면허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 시장에서 공급 측면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박종헌,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
자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0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원 자료는 보건사회
통계연보.

구분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입원
1977년 하반기 39.1 17.4 32.9
1978년 상반기 41.7 17.6 28.6

외래
1977년 하반기 18.3 13.2 68.2
1978년 상반기 23.0 14.7 62.0

표 8 의료보험 실시 전후 환자들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이용 비율. 입원과 외래 모
두에서 종합병원은 환자가 증가한 반면, 의원의 경우에는 환자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
다. 박윤재, 한국 현대의료사 (들녘, 2021), 137에서 재인용, 원 자료는 의료보험연합
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1996년까지(상) (의료보험연합회, 199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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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를 도모하는 회사에 대해 세제상 혜택과 금융 지
원, 의료 기관과의 구매 알선 및 수출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기 
시작하자 메디슨, 삼성 의료기기, 금성 의료기기 등의 기업이 초음파 진단기 
국산화에 뛰어들었다. 삼성 의료기기와 금성 의료기기가 외국 회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를 생산했다면, 메디슨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방
법을 선택하여 1985년 자신들의 첫 제품인 SA-3000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
다.79) 메디슨의 이러한 행보는 이들이 원래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진들
이 중심이 되어 초음파 진단기 개발에 나선 기업이라는 점에서 유래했는데, 
이들은 정부와 국내 의료기기 회사였던 남북의료기의 지원을 받아 초음파 진
단 기술 연구를 수행했던 KAIST의 박송배 교수 연구실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남북의료기로부터 프로젝트를 인수 받아 전자공학 박사인 이민화를 필두로 초
음파 기술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창업했다.80)

초음파 진단기 생산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사업 초기 주로 생산한 제
품은 비교적 저성능의 소형 초음파 진단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메디슨이 자

진기 등의 기초 장비는 거의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나 초음파 진단기나 CT, MRI와 같은 
중급 및 고급 의료기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성우는 수요가 많고 기술
적으로도 시도해볼만한 몇몇 의료기기의 경우,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의료기기 수입정책과 국산화 문제”, 
대한의학협회지 25:4 (1982), 295-297; 최상은, 앞의 글, 19;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
합, 앞의 책, 104-108.

79) 당시 삼성은 미국의 대표적인 초음파 진단기 생산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합
작해 ‘삼성 의료기기 주식회사’를, 럭키금성그룹의 자회사인 금성통신은 ‘금성 의료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바와 기술 제휴를 맺어 초음파 진단기 개발에 나섰다. 그러
나 이러한 기술 제휴 이후 독자적인 제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이며, 삼성의 경우 1999년 제너럴 일렉트릭에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다. “남북의료기, 
초음파 ｢B스캐너」 국내 개발”, 매일경제, 1984. 12. 25, 6면; ”삼성, 의료기기 지분 
매각“, 매일경제, 1999. 3. 16, 13면; ”CT 촬영장치 등 첨단의료기기 진료역할 증대 
불구 연구개발 무관심“, 한겨례, 1991. 5. 22, 8면; ”5년간 독점생산권 부여로 고가의
료기기개발 속도전“, 매일경제, 1984. 9. 20, 7면; ”의료기기 재벌기업 본격 참여“, 
매일경제, 1984. 4. 26, 7면.

80) 메디슨의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인수 저, 임윤철·이호선 역, 모
방에서 혁신으로 (시그마인사이트컴, 2000), 235-239; 메디슨, 메디슨문화 (메디슨, 
1998); 이민화,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 (창조경제연구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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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첫 제품으로 선보인 SONOACE-3000을 비롯해 그 뒤를 이은 
SA-3000A, 1988년에 출시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
를 거두었던 SA-88은 모두 휴대용 소형 모델이었다.81) 메디슨이 이렇게 사업 
초기에 소형 모델 생산에 집중한 것은 이들의 기술 수준이 고성능의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하기에는 부족해서이기도 했지만,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는 
소형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기도 했다. 메디슨의 초음파 
진단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던 1985년의 한 기사가 당시 한국에 도입되었
던 8백여 대의 초음파 진단기 가운데 “약 70%가 태아[성]감별등만을 위한 소
형 복부용 초음파 장비”82)라고 언급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1980년대 중반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진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
한 때였다. 초음파 진단이 아직 완전히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그 진단 목적 또
한 태아 성감별이나 임신의 확진 등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고가의 고성능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저렴한 소형 초음파 진단기로도 가능한 범위였다는 점에서 1980년대 중
반에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소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83)

81) 1998년에 발간된 메디슨문화에서는 메디슨의 첫 수출용 제품이었던 SA-8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세계로 나갈 선두주자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
리 내린 결론은 우선 세계속의 한국 Position에 맞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
것은 대형 기종이 아닌 소형 기종이라는 것이었다. SA-88은 Technology push가 아니
고 Market pull의 입장에 섰으며...(하략)” 이 인용문에서 SA-88이 소형 기종이라는 점
은 메디슨이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면서 내세운 소구점이었다. 메디슨, 앞의 책, 71.

82) 이 기사에서 언급된 태아 성감별과 초음파 진단기 보급의 관계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생명존엄」 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조선일보, 1985. 8. 8, 10면.

83)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기 도입 열풍에 맞추어 기기를 마구잡이로 도입했다가,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기의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기기의 
보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병원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의료기기 도입의 경제성에 관한 당시 병원들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병원과 세금”, 매일경제, 1982. 7. 21, 4면; “의료장비 전문
요원 부족”, 매일경제, 1983. 6. 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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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메디슨 역시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소규모 병·의원
을 주요 소비자층으로 상정하고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고가의 고사양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던 소규모 병·의
원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초음파 진단기를 판매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지멘스 등의 경쟁사들이 
눈을 돌리지 않았던 중소도시의 소규모 병·의원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전
남 여수, 진도, 해남, 청송 등을 시작으로 하여 창업한지 2년만인 1988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로도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메디슨이 공략하고자 한 소규모 
병·의원에는 초음파 전문 인력이나 초음파 진단술에 능숙한 의사들이 드물었
는데, 이에 메디슨은 “메디슨 레이디”라는 여성들을 영업 사원으로 고용하여 
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 방식을 가르치거나 전문 초음파사를 고용해 의사들에
게 초음파 진단을 시연하며 초음파 진단기를 판매했다.84) 메디슨이 영업을 시
작하면서 세운 영업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경험 있는 고객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모르는 고객을 가르쳐서” 판매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전
략 덕택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85)

물론 한국 산부인과에 보급되었던 초음파 진단기가 저성능의 소형 초음
파 진단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에
는 차이가 있겠지만,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상도가 높은 고
성능의 초음파 기기를 도입하는 병원도 점차 증가했다. 이는 초음파 진단기의 
가격 저하에 영향을 받았는데, 저렴한 소형 모델을 내세운 국내 의료기 회사
들이 세력을 넓혀가자 의료기기 업체 간에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초음파 진단
기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30% 가까이 인하되는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86)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초음파 진단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진단 내용과 방식은 
물론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의 종류 역시 다변화되었는데, 일부 병원에서 도플

84) 이민화, 앞의 책, 42.

85) 같은 책, 42.

86) 같은 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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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초음파나 질식(膣式) 초음파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1990년대 초반부
터는 국내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초음파 진단기도 다각화되었는데, 이들은 점
차 도플러 초음파 진단기나 질식 초음파 진단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87)

도플러 초음파는 혈류 순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원래 순환기 내
과에서 주로 사용되던 것인데, 이것이 산부인과에도 도입되어 태아의 심음을 
듣거나 산모와 태아의 혈류를 관찰하고 태아의 심장 기능이나 전반적인 상태
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었다.88) 한편, 질식 초음파는 복식 초음파(腹式)와 탐촉
자와 적용 부위가 다른 초음파 기기로, 임신부의 복부에 긴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탐촉자를 여성의 질을 통해 넣고 검사하는 방식이다[그림 2]. 질식 초음
파는 복식 초음파 사용 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좀 더 이른 임신 주수부터 초
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그 장점으로 꼽혔다. 복식 초음파 검사의 
경우 골반강 내 지방이나 공기 등으로 시야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광 

87) 메디슨이 1992년에 개발한 SA-4800은 이들이 최초로 개발한 도플러 초음파이다. 메
디슨, 앞의 책, 74-75. 

88) 물론 초음파 진단기 도입 초기에 산부인과에서도 도플러 초음파의 사용을 검토한 연
구가 발표되긴 했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는 산부인과에서 도플러 초음파의 응용이 흔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웅호, “초음파 Doppler 태아심박확인기에 의한 성적검
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4:6 (1971), 49-55.

그림 2 질식 초음파와 복식 초음파. 왼쪽의 “경질 초음파”는 질식 
초음파, 오른쪽의 “복부 초음파”는 복식 초음파이다. 류지원, 산
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쓴 NEW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청림
Life, 20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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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소변을 채우고 검사하는 반면 질식 초음
파 검사는 그러한 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의사의 진단 과정이 편리해졌다. 질식 초음파
는 탐촉자를 복부가 아닌 여성의 질(膣)을 통
해 넣기 때문에 탐촉자가 자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자궁 내부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어 임신을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확진하
고 비정상적인 징후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는 점도 장점이었다. 더 넓은 부위를 동시에 
관찰 가능한 복식 초음파가 여성의 자궁 내부
나 태아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방식이긴 했지만, 질식 초음파는 자세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임신 여
부나 임신 초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
는 여성들을 산부인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았다.89) 

1990년대 후반, 초음파 진단기의 발전과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3
차원 초음파 진단기의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일동메디텍이 일본 알로카(Aloka)사의 3차원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하고, 메디슨이 1996년
에 오스트리아의 초음파 회사인 크레츠
(Kretztechnik)를 인수하여 3차원 초음파를 

89)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개정판) (칼빈서적, 1991), 156, 224-229, 268; 대한초음
파의학회, “여성초음파검사”, 일반인을 위한 초음파 진료 소개, https://www.ultrasoun
d.or.kr/education/info.php?ca=8 (2021. 7. 4 접속); 박중신, “한국 산부인과의학에서
의 초음파 이용”, 대한초음파의학회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0. 5. 19, 
http://old.ultrasound.or.kr/workshop/2000_s_pdf/019%C0%C7%C7%D0%B9%DA%C
1%DF%BD%C5.pdf (2021. 5. 16 접속).

그림 3 3차원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촬영한 태아. 위쪽부터 세 
장은 태아의 얼굴을, 마지막 사진
은 태아의 얼굴과 손을 찍었다. 
“국산 첨단의료기기 인기”, 조선
일보, 1997. 11. 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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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함에 따라 태아의 3차원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그림 3].90) 특히 
메디슨은 1996년 4월에 1,000만 유로를 투자해 크레츠를 인수했고 크레츠의 
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초음파 진단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메디
슨의 행보는 한국 산부인과에 3차원 초음파가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는
데, 메디슨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를 지원하는 등 의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지원 사업을 펼쳐나갔을 뿐만 아니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펼치
기도 했다.91) 이 기기는 1997년에 40대 정도가 국내로 보급되었고, 이후 3D 
초음파를 통한 태아 초음파 사진이 산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널리 확산
되었다.92) 이 기술을 통해 태아의 형태학적 기형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 3차원 초음파의 특징으로 꼽혔는데, 메디슨 측에서는 “태
아 입술의 언청이[구순구개열]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화상의 선명도가 높다”
고 밝혔다.93) 이에 대하여 통계학적인 결과를 찾을 수는 없지만, 3차원 초음
파의 도입으로 더 많은 태아 기형이 진단되었으리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소형 초음파 진단기가 대형병원을 넘어 소규모 병·의원에까지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 산부인과에 초음파 진단기가 마련되었고, 이는 
의사들의 산전 초음파 진단을 위한 물적 기반이 갖춰졌음을 의미했다. 초음파 
진단의 도입 초기에는 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초음파 진단기를 보유한 몇몇 
대학병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초음파 진단기가 보급
된 병원이 점차 확대되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진 것이다. 

90) 크레츠는 1952년 초음파 개발 이후 초음파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온 연구중심 기
업으로, 1989년 세계 최초로 3차원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다. 메디슨, 앞의 책, 90-91, 
128-130; 이민화, 앞의 책, 54-62.

91) 임신부 여성과 3D 초음파 진단기의 확산의 관계에 관해서는 4.2절을 참고하라. 메디
슨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앞의 책, 28.

92) 같은 글.

93) “국산 첨단의료기기 인기”, 조선일보, 1997. 11. 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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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한 산과학의 재편

1980년대 이후 초음파 진단 관련 지식은 절대적인 연구의 양이 증가하고 범
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비 산부인과 의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에
도 등장할 정도로 산과학에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 시기 
초음파 진단술에 대한 한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학술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였
는지는 <그림 4>의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초음파 진단 관련 논문의 
추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1971년에 발행된 제14권 6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웅호가 “초음파 Doppler 태아심박확인기에 의한 성적 검토”라
는 제목의 논문을 펴낸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연평균 1편 남짓에 머
물던 것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2.8편, 1990년대에는 연평균 38.1편으로 초
음파 진단 관련 논문이 급격히 증가했다. 1971년부터 1999년까지 초음파 진
단과 관련된 논문은 총 518편이며,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1999년에는 그 

그림 4 1971-99년에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초음파 진단 관련 논문 수의 변화. <한
국학술정보>에 등록된 대한산부인과학회지의 1971-99년 논문 중에서 제목이나 내용에 
“초음파”가 포함되는 논문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대한산부인과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한국학술정보, https://kiss.kstudy.com/journal/journal-view.asp?
key1=25408&key2=7074 (2021. 7. 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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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59편에 달했다.

이 시기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초음파 진단 관련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절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쪽마루뼈지름이나 복부 둘레 등을 통해 태아의 체중을 
예측하고 임신 주수를 결정하는 것이나 절박유산의 예후를 예측하는 것 외에
도 양수 천자(穿刺) 시에 초음파의 보조적인 활용, 태아 기형의 예측, 불임 환
자를 대상으로 한 난포 성장이나 배란의 확인 등을 위해서 초음파 진단이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태아 기형의 예측과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은 
1990년대부터 산과학이 특히 주목하기 시작한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데, 전자가 산전 진단의 일환으로서 태아의 기형을 예측하기 위해 초음파 진
단술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산과학의 
환자로 포섭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음파를 활용해 태아 기형을 알아내려는 연구는 초음파 진단술 자체를 
태아 기형 진단에 활용하는 방식과 태아의 기형을 알아내기 위한 양수 검사나 
융모막 검사, 제대(탯줄) 천자에 초음파 진단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초음파를 통해 직접 기형아를 진단하는 방식은 형
태학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한 무뇌아・뇌수종・수두증이나 낭성림프관종 등의 
종양, 위벽 파열, 선천성 복벽 기형과 다운증후군 등의 예측을 위한 것이었다. 
가령 임신부가 기초적인 산전 진단을 받을 당시 표준보다 배가 더 나오거나 
반대로 훨씬 작을 때는 양수과다증이나 양수과소증・다태임신・자궁 내 태아
의 발육부전 등이 의심되었는데, 이 경우 태아에게 형태학적인 기형이 있을 
가능성이 커 초음파 진단을 해볼 것이 권장되었다. 초음파 진단의 경우 저위
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 진단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태아 기형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다.94)

94) 김문회, 서병희, 이재현, “초음파로 산전 진단한 무뇌아 4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8:5, 715-721; 김혜영, 김영우, 윤경식, 박승보, “산전 진찰 중 초음파진단으로 발견된 
선미골부기형종 1예”,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8:9 (1985), 1280-1283; 손병훈, 송정, 김
준영, 최영원, 김문욱, “무뇌아 12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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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음파를 통한 태아 기형 진단이 완벽한 예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초음파 진단이 요구되
었다. 태아를 시각화하여 들여다보는 초음파 진단으로는 태아의 이상이 형태
학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만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태아 기형과 달리 태아를 기형아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
서 검사자(주로 산부인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종류의 기기로 검사를 하느냐, 탐촉자의 방향이 어떠하
냐 등에 따라 진단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는 곧 1회의 초음파 검사
로는 기형 여부를 단정 짓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기형 여부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이 검사의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초음파 검사를 다른 검사로 대체해야 할 이유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의사와 산모들은 태아의 기형을 더 정확하게 예측
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을 반복하거나 다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러
한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초음파 진단과 태아 기형 진단의 관계는 
공고하게 유지되었다.95)

초음파 진단은 양수 검사나 융모막 검사, 제대 천자 시에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검사들은 양수나 혈액의 성분 분석을 통해 태
아의 기형을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 방식은 검사를 위해 천자하는 과
정에서 태아나 태반, 탯줄이 손상을 입거나 양수가 누출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를 피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 넣기 위해서는 초음파 촬영의 병행
이 권장되었다[그림 5].96) 이렇게 초음파 진단은 단독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1984), 126-139; 심재욱, 황규성, 구혜수, 이현우, 지제근, “낭성림프관종의 1예”, 대
한산부인과학회지 26:12 (1983), 1541-1545; 우복희, “임신중기 및 말기 태아선천기형
의 초음파검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6:12 (1983), 1457-1463; 유중배, 황윤영, 문
형, “산전 초음파 검사로 진단된 선천성 복벽 결손 기형 2예”,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1:9 (1988), 1317-1323.

95) 태아 기형의 예측과 초음파 진단의 관계에 관해서는 4.2절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96) 물론 일부 논문에서는 천자 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음파 촬영의 병행보다는 
시술자의 능숙도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산과학 교과서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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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산전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사용됨으로써 산부인과에서 필
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난임 여성의 체외 수정 시술시 배란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도 초음파 
진단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난임 여성을 산과학의 환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 초음파 진단술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1985년을 전후해, 수년 간 체외 수정 관련 연구
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임상에서도 난임 시술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97) 
여성 난임 환자의 체외 수정 시술을 위해서는 배란 시기의 정확한 예측이 중
요한데, 이를 위해 난포(卵胞, 난자가 성숙하는 곳으로 난자 성숙시 크기가 커
짐)의 크기를 관찰하는 도구로도 초음파 진단술이 사용되었다. 이전에는 배란 
예측을 위해 자궁경관의 점액이나 기초체온, 혈중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의 
변화 등을 관찰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지만, 체외 수정을 위한 난자 채취를 위

논문은 초음파 촬영 병행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김승욱, 윤보현, 서광태, 신희철, “초음
파감시하 경피하 제대혈 채취”,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2:4 (1989), 503-509; 대한산부
인과학회, 산과학(제3판) (칼빈서적, 1997), 383-388; 서성숙, 황혜란, 전성숙, 전정희, 
박숙자, “임신중기 양수천자술에 의한 산전유전질환 진단”,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6:9 
(1993), 3418-3423; 양영호, 이승헌, 김세광, 박용원, 성혜리, 송찬호, “임신중기 양수천
자에 의한 산전 염색체검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5:3 (1992), 333-340; 오보훈, “양
수천자술에 의한 임신중기의 유전질환 산전진단”,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2:10 (1989), 
1337-1347; 이천훈, 이원기, “임신중기의 양수천자시 초음파촬영의 유용성에 관한 연
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5:2 (1982), 173-180.

97) 박종헌,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4-124.

그림 5 양수 검사, 융모막 검사, 제대 천자(왼쪽부터). 각각의 시술 시 초음파 진단을 병행
함을 나타낸 것을 상자로 표시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제3판) (칼빈서적, 
1997), 383-384; 388.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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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보다 정확한 배란 예측 방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 직접 
난포의 성장을 관찰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98) 

초음파 진단술의 필요성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점은 이 기술이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산과학 교과서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7년, 대한산부인과학회 소속 의사들이 집필에 
참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여 처음으로 출간된 산과학 초판에서는 
초음파 진단을 태아 상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진단 기
술로 소개한다.99) 주목할 만한 점은 초음파 진단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관
련 지식의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1991년에 간행된 산과학의 개정판에서는 
초음파 진단에 관한 서술이 점차 증가했다는 점이다. 초판에서는 초음파 진단
에 관한 서술이 초음파 진단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의 나열에 그쳤다면, 개
정판에서는 도플러 초음파와 실시간 초음파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등장하였
다.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태아와 산모의 혈액의 흐름을 관찰하였을 때 이것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태아 이상을 암시하는 징후로서 제시되었으며, 
실시간 초음파를 사용해 태아의 운동을 관찰함으로써 태아의 상태를 예측하는 
진단 방식 또한 소개되었다.100)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의사들 사이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하기 위한 
초음파 진단술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해외에

98) 김기철, 김석현, 이진용, “정상 배란 주기에서의 혈중 호르몬 농도 및 질식 초음파를 
이용하 난포 성장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39:1 (1996), 127-136; 김태선, 
“초음파와 홀몬검사를 이용한 난포성장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8:6 
(1985), 796-800; 이진연, 박충학, 최승혜, 임용택, 문신용, 장윤, “혈중 Estradiol치 및 
초음파를 이용한 정상배란주기 난포성장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7:15 
(1984), 2047-2059.

99) 대한산부인과학회가 1987년 9월에 처음 펴낸 산과학 초판은 전국 101명의 산부인 
과 교수들이 2년에 걸쳐 집필에 참여했다. 산과학의 개정판은 1991년, 제3판은 1997
년, 제4판은 2007년에 출판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제5판이, 2019년에는 제6판이 발
간되었다.

100)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초판) (칼빈서적, 1987), 229;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개정판), 앞의 책,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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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음파 진단술을 배워오거나 진단 경력이 많은 의사를 중심으로 학회나 세
미나에서 실제로 산모를 섭외하여 초음파 진단 방식을 시연하는 행사가 빈번
하게 시행되었다.101) 초음파 진단의 경우 책으로만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당시 초음파 진단에 대한 지식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규 교
육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배운 경험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의사들
이 이러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진단 방식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하였다. 일
례로 1980년대 중반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연수강좌에 초음파 진단 관련 
강연이 등장했는데, 이는 당시 의사들이 초음파 진단술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
하는 데 본격적으로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학술지 논문 발표가 
주로 대학병원 의사의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연수강좌의 경우 대
학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실질적인 초음파 진단
법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1984년 10월 10일 개최된 “대한산부인과학회 제
6회 연수강좌”에서는 고려의대의 구병삼이 “Ultrasonography in Obstetrics 
and Gynecology(산부인과학에서의 초음파 진단)”라는 제목의 강연을 선보였
으며, 1987년 10월 15일의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2회 연수강좌”에서는 전북
의대의 김종덕은 “Ultrasound in Obstetrics(산과학에서의 초음파 진단)”라는 
제목의 강연을 열었다.102) 

김종덕 교수의 1987년 강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는 산과
학에서의 초음파 사용 일반에 대해 개괄하고 이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그림 6>과 같이 외국의 산과학 
교과서를 여러 종 검토하여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과 그에 대응하는 임신 주

101)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앞의 책, 21-22.

102) 구병삼, “Ultrasonography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대한산부인과학회 제6
회 연수강좌, 1984. 10. 10 발표); 김종덕, “Ultrasound in Obstetrics” (대한산부인과
학회 제12회 연수강좌, 1987. 10. 15 발표). 연수강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60년사: 학술회의, 학회지, 목록집 (대한산
부인과학회, 2008), 329-337. 김종덕의 연수강좌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종덕, 
“Obstetrics: Obstetrical Ultrasound”,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수강좌 12 (1987),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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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일람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임신 주수를 예측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
했는데, 이는 1970년대 중반에 몇몇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연구
가 임상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103) 그 외에도 초음파 진
단을 통해 뇌수종, 소두증, 무뇌증, 신경관 결손이나 자궁 내 태아의 성장지연 
등을 진단하는 방식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당시 의사들이 임상에서도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장을 파악하고 임신 주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태아의 
이상 여부를 알아내는 데까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회의 연수강좌 외에도 의사들은 메디슨 등이 주최한 소규모 세미나를 

103) 한 산부인과의는 필자와의 면담에서 산전 초음파 진단의 초기에는 초음파로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을 잰 후, 이를 <그림 6>과 같은 일람표에서 찾아 대응하는 임신 주수
를 찾는 방식으로 임신의 상태를 예측했다고 구술한 바 있다. 2021. 1. 11, 시흥시 중
앙산부인과 최준렬 원장 면담.

그림 6 1987년 10월 15일의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2회 연수강좌에서 열린 초음파 진단 관
련 강의 자료. 김종덕 교수의 강의 자료 중 태아의 양쪽마루뼈지름을 통해 임신 주수를 예
측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발췌했다. 상자로 표시된 부분은 여러 종의 연구에서 임신 주
수 별 양쪽마루뼈지름 수치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김종덕, 
“Obstetrics: Obstetrical Ultrasound”,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수강좌 12 (198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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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초음파 진단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1990년대에 개인 산부인과 병
원을 개원한 한 의사는 자신도 이러한 세미나에 자주 참여하여 진단술 교육을 
받았다고 구술했다.

초음파를 잘 보는 의사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 산부인과에. (중략) 
그래서 의사들끼리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회 같은 데 가면 
시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산모 섭외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런 
거 거의 없더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때만 해도 
초음파를 놓고, 산모들 뉘여놓고 (초음파) 보는 거 시연도 해주고 
그랬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그, 메디슨에서 그랬네요, 밤에 오라 그래서,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 가지고 서울 강남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네요. ○○○ 선생인가? 그분이 와서 의사들을 가르쳤어요. (저도) 
몇 주 다니면서 배웠죠.104)

1980년대 초반까지 초음파 진단술이 일부 대형병원의 의사들만이 공유하
는 기술이었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관련 지식이 다양화되고 그 중요
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초음파 진단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이뤄
지는 진단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도 이뤄지는 진단이 
된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의 확산이 정례화된 산전 초음파 진단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의사들 사이에서의 진단 관련 지식 확산은 그를 위한 기
술적 기반을 다지게 해주었다. 

3.3. 산전 초음파 진단의 정례화
산전 초음파 진단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여겨지
기 시작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필수
적으로 거쳐야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에 초음파 진단술
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1984년 11월 20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985년에 치
러질 제27회 전문의 자격시험의 실기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마지막 
항목으로 “Sonogram and fetal monitoring(초음파 진단과 태아 모니터링)”

104) 2021. 1. 11, 시흥시 중앙산부인과 최준렬 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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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었다.105) 이는 제23회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해 1981년에 마련된 실
기시험에는 없었던 것으로 1984년의 개선안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었다. 
1996년에는 전공의 교육 과정에도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이 포함되었는데, 이 
역시 1976년에 마련된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106)

산과학의 교육 과정과 임상 현장에 초음파 진단이 널리 보급되면서, 임산
부들 중 초음파 진단을 받는 비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표 9>에서 볼 수 있
듯이 임신 중 초음파 진단을 받는 비율은 1983년 18.8%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50.5%, 1994년에는 97.6%의 임신부가 초음파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의 초음파 수진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볼 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는 임신부의 비율은 꾸준하
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의 조사에서는 임신부의 거주 지역이나 교
육 수준과도 관계없이 임신부 대부분이 초음파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1990년
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산전 초음파 진단이 임신 중에 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진단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표 10].107) 

이 시기 여성들이 어떠한 종류의 산전 진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초음
파 진단의 보편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7>과 같이 산전 진단 시
의 주요 네 가지 검사(초음파 진단, 혈압 측정, 체중검사, 소변검사)의 수진 
비율을 살펴보면, 혈압 측정, 체중검사, 소변검사와 비교해 초음파 진단에서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1988년의 조사에서는 소변 검사, 
체중 검사, 혈압 측정을 받은 임신부는 80% 내외였던 것에 비해 초음파 검사
는 37.5%에 그쳤다. 그러나 1994년의 같은 조사에서 초음파 진단을 받은 비
율(97.6%)은 혈압 측정(98.1%), 체중 검사(97.6%)를 받은 비율과 거의 비슷하

105)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60년사, 앞의 책, 120-121.

106) 같은 책, 118-119; 122-124.

107)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65;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1994년 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80-18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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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4년

비율 18.8 26.3 34.6 41.9 47.6 50.5 97.6

표 9 1983-94년에 임신부가 임신 중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은 비율. 1983-1988년 수치
는 1988년 조사에서, 1994년 수치는 1994년 조사에서 참고했다. 수치는 모두 백분율. 문
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인
구보건연구원, 1989), 165;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80.

특성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은 비율 (%)

지역
전국 97.6
시부 97.9
군부 96.3

출산시 모의 연령
24세 이하 98.0
25~29세 97.5

30세 이상 97.5

출생아의 출생 순위
첫째아 99.2
둘째아 97.0

셋째아 이상 93.6

교육 수준
국졸 이하 92.6

중학교 95.4
고등학교 97.6

대학교 이상 99.1

표 10 1994년 조사에서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은 비율.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80.



57

그림 7 1988년 조사(1983년-1988년 자료)와 1994년 조사(1990-1994년 자료)에서 임신
부가 받은 산전 진단의 비교. 수치는 모두 백분율.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6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
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80에서 재구성.

수진 이유 전국 시부 군부

태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의사 권유) 5.9 5.7 7.1

태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자의로) 4.5 4.3 5.5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기 위해 2.1 1.5 5.7

그냥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6.9 6.0 11.7

의사가 알아서 해주어서 78.0 80.0 66.0

양수 파열 0.0 - 0.2

기타 0.2 0.2 0.2

소계 97.6 97.9 96.3

비수검 2.4 2.1 3.7

계 100.0 100.0 100.0

표 11 1994년 조사에서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은 이유. 수치는 모두 백분
율.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82에서 재구성.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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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변검사(96.8%)나 혈액검사(89.1%), 양수 검사(4.7%)보다 높은 수치였다. 
혈압 측정이나 체중·소변·혈액검사가 비교적 간단한 검사이며 양수 검사는 초
음파보다 더 이른 시기에 도입된 진단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음파 진단이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보아도 월등히 중요한 진단 방식
으로서 산부인과 임상 현장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108) 

1994년의 조사에서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은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당
시 초음파 진단이 임신부에게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에 따르면 1994년에는 전국의 임신부 중 97.6%가 초음파 진단
을 받은 가운데, 그중 80.0%가 “의사가 알아서 해주어서” 받게 되었다고 답
했다. 이는 임신부가 음파 수진을 요구해서 진단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의사
의 권유에 의해서나 산전 진단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서 초음파 진단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데, 1988년 조사에서는 “진찰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가 
10.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보면 1980년대 중후반과 비교해 1990년대 중반
에는 산전 초음파 진단이 당연히 거쳐야 할 의례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109)

앞서 살펴본 결과를 고려하면 1999년이 되어서야 산전 초음파 진단에 대
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대목인데, 이
는 미국 등의 해외 학계에서도 관련 기준이 1990년대 후반에서야 만들어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10)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관련 지침이 만들
어진 1999년까지, 실제 산부인과 병원의 임상에서는 개별 의사 나름의 기준과 
임신부들의 요구에 따라 산전 초음파 진단이 시행되었다. 임신 시기에 따라 
산전 초음파 진단이 얼마나 자주 이뤄져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진단해야 하

108)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앞의 글, 165;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
방, 앞의 글, 180.

109)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앞의 글, 167;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
방, 앞의 글, 182.

110) 미국에서 ‘모든 임신부는 20주에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는다’는 합의가 만들어진 것
도 1997년 6월 뉴욕 록펠러 대학(Rockefeller University)에서 150명의 초음파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고 난 이후의 일이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앞의 책,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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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태아 기형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누가 검사를 하고 그 결
과를 판독해야 하는지, 산부인과 의사와 방사선과 의사 중 누가 태아 초음파
에 있어서 더 전문가이며 누가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
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산부인과학 의사들은 미국의 산부인과학 교과서
나 각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에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전 초음파 진단을 해나가야 했다.111) 산전 초음파 진
단에 대한 지침이 부재한 가운데, 진단의 내용이나 횟수 역시 시술자의 판단
이나 임신부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다. 의사들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권하기도 하였지만, 당시까지 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초음
파 진단을 권유하기도 하였다.112) 임신부나 그 가족들 역시 초음파 진단을 통
해 태아의 상태나 이상을 확인하여 기형아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 초음파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
했다.113) 

대한산부인과학회가 1999년에 마침내 마련한 “저위험 임신군에 대한 일
상적 초음파검사에 대한 지침”에서도 초음파 검사의 절차나 판단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는 않았다[표 12]. 이 지침에서는 임신 중 세 번의 
초음파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임신 중 초음파 검사의 시행 시기에는 아직 확
실하게 정해진 원칙은 없”으며 “임상적으로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데 그치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의 시기나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114) 이 지침에서 각

111) 2021. 1. 11, 시흥시 중앙산부인과 최준렬 원장 면담.

112) 한국에서 산전 초음파 진단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된 것은 2016년의 일로, 정상 임
신의 경우 7회의 검사까지 급여 혜택이 제공된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 최종 확정... 총 
7회 제한”, 데일리메디, 2016. 8. 5,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808962&thread=22r01 (2021. 7. 24 접속). 

113) 박문일, 한동운, 노재숙, 최병희, 천상훈, 앞의 글,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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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초음파 검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임신 주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
만, 근본적으로는 개별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를 살피는 것이 산전 초음파 진단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는 이 지침에서 초
음파 진단이 임신 과정에서의 이상 증세 여부를 따져 임신 과정 전체를 관리
하고, 태아의 이상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간주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14) 2008년에 발표된 조사에서 한국 임신부들의 임신 중 초음파 진단 시행 횟수가 평균 
10.1회로 집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임신 중 초음파 진단의 시행
이 세 번을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글, 204.

임신 중 초음파 검사의 시행 시기에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원칙은 없으며 
임상적으로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임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계획
에 다라[sic]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초음파 
검사

1) 첫 초음파 검사는 월경예정일이 지나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
을 때 시행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외임신이나 포상기
태가 아닌 것도 확인하게 된다. 이때 태아의 심박동과 태아의 
정둔장(CR length)를 확인하여 재태연령을 확인한다. 

두 번째 
초음파 검사

2) 두 번째 초음파 검사는 임신 18~22주 사이에 시행하며 태아 
기형 여부, 다태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태반의 위치나 재태연
령의 평가도 다시 시행한다. 

세 번째 
초음파 검사

3) 세 번째 초음파 검사는 대체로 임신 32~34주를 전후하여 시
행하여 태아의 성장, 크기 및 태반의 위치 등을 파악하도록 한
다. 

추가
4) 그 밖에도 임상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언제든지 검사를 시행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평가 및 
향후 관리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표 12 저위험 임신군에 대한 일상적 초음파 검사에 대한 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 “저위
험 임신군에 대한 일상적 초음파 검사에 대한 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 1999). 이는 박
문일, 한동운, 노재숙, 최병희, 천상훈, “산전 검사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용역연구 보고서, 2008), 204에서 재인용.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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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초음파 진단과 임신 경험의 변화

4절에서는 의사와 더불어 초음파 기술의 또 다른 소비자였던 한국 여성들이 
이를 어떠한 기술로 사용하고자 하였는지, 초음파 기술이 한국에서 임신에 대
한 인식과 여성의 임신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산전 
초음파 진단의 도입 이후 초음파 사진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새로운 
정보들은 한국 임신부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4.1
절에서는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적이지도 않았던 1980년대 초반부터 여성
들이 초음파 진단을 사용해 태아 성감별을 시도했음을 살펴본다. 초음파로 태
아의 성별을 예측하는 방식은 산과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
었다는 것은 여성이 의사의 의도나 사회적 요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사
용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4.2절에서는 1990년대에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
화되면서, 임신부에게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기형 여부를 산전에 미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음을 알아본다.

이 절에서는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이후 임신부들이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전 초음파 진단은 한국의 의료적・사회적・
기술적 환경 안에서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 여부와 같은 정보를 산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는 태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시
에, 임신부에게 태아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기형아를 ‘예방’할 책임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한국 임신부들은 초음파 진단이 선사한 새
로운 환경 안에서 임신 과정과 태아의 상태에 대하여 확신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을까?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임신을 관리하고, 때로
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아닐까?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이후, 한국 여성들은 더 나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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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초음파,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
한국에서의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까지 20년 이상 대부분 107 이상을 웃돌았고, ‘백말띠의 해(1990년)에 딸을 
낳으면 팔자 드센 아이가 된다’는 속설이 유행했던 1990년에는 그중 가장 높
은 116.6을 기록했다[표 13]. 자연적인 출생 성비가 약 105라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시기 한국의 출생 성비는 의료기술의 인공적인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불균형한 출생 성비와 의료기술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로 일군의 인구학자들도 지적하는 바이다. 아시아의 출생 성비 불균형 현상에 
관심을 가져온 프랑스 개발연구소(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IRD)의 인구학자 크리스토퍼 길모토(Chiristophe Z 
Gilmoto)는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난 출생 성비 불균형의 원인을 다음 세 가
지로 꼽았는데, 첫째,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한 남아 선호, 둘째, 가족계획사업
과 같은 정부 차원의 인구 조절 시도, 마지막으로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와 같이 태아의 성감별을 가능케 하는 의료기술의 존재이다.115) 한국에서 출
생성비 불균형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성비의 급격한 증가는 태아의 성식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것으

115) 프랑스 개발연구소의 크리스토퍼 길모토(Chiristophe Z Gilmoto)는 1990년대부터 아
시아의 성비 불균형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로, 그가 속해 있던 CICNRD(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ational Research in Demography)는 2005년 12월 
5일부터 7일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에서의 여성 부족(Female Deficit in Asia)“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를 후원했다. 이후 길모토는 자신의 동료와 이 회의에서 발표된 
17편의 글을 이웃의 정원에게 물 주기: 아시아에서 여성 부족 현상의 증가(Watering 
the Neighbour‘s Garden: The Growing Demographic Female Deficit in Asia)로 
펴냈다. 그는 한국의 1980-90년대에 나타나는 출생 성비 불균형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
가 아니라 중국・인도・아제르바이잔 등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Christophe Z Guilmoto, ”The Sex Ratio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3 (2009), 510-549; Christophe Z 
Guilmoto, “Sex-ratio imbalance in Asia: Trends, consequences and policy 
responses” (UNFPA, 2005), https://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regio
nal_analysis.pdf (2020.08.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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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강
하게 남아있는 남아 선호관이고 다른 하나는 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의료 서
비스 접근성의 증대이다”라며 당시 출생 성비 불균형 현상에 의료기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116)

116) 조남훈, 서문희,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18.

연도 출생아 성비 연도 출생아 성비 연도 출생아 성비

1980 103.9 1987 108,8 1994 115.4
1981 107.2 1988 113.3 1995 113.2
1982 106.8 1989 111.8 1996 111.5
1983 107.4 1990 116.6 1997 108.2
1984 108.3 1991 112.5 1998 110.1
1985 109.5 1992 113.8 1999 109.5
1986 111,7 1993 115.5 2000 110.2

표 13 1980-2000년의 연도별 출생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tat.go.kr
/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2021. 6. 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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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이 태아 성감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술은 바로 초
음파 진단술인데, 실제로도 초음파 진단이 완전히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일부 
여성들은 이 기술을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로 사용했다. 1983년의 한 
기사에서는 “태아의 유전성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아의 판별에 선용돼야 할 염
색체 양수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이 아들・딸을 사전에 알아내는 데 공공연히 
남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는 산전 검사 없이 아이를 낳는 임신부
들이 여전히 많았던 1983년에도 한편에서는 초음파 진단이라는 최신 의료기
술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임신부들이 있었음을 말해준다.117)

물론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술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 여성들에
게 태아의 성별은 큰 관심사였다. 전통적으로는 태아의 성별을 출산 전에 미
리 알기 위해서 임신한 여성의 배의 모양이나 뒷태, 태동의 강도 등을 통한 
예측법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조산사나 의사에게 아들 낳는 법
을 소개받아 따르는 여성도 있었다. 이에 아들딸 가려 낳는 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는 의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배란 후 수정 시기를 조절하거
나 여성의 질 내 산성도로 아들인지 딸인지가 결정된다며 여성들에게 배란 날
짜를 잘 조정하여 부부간 성관계를 갖거나 질 세척을 하여 질 내 환경을 관리
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방법은 의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꽤 인
기를 끌었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졌는데, 1971년 7월에는 대
한산부인과학회가 “수 개의 비의료업자가 태아의 성을 감별한다는 과대선전을 
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협회와 정부에 제재를 건의하기도 했다.118)

태아의 성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아들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국 사회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가족은 대가 끊긴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아들을 낳
지 못한 여성에게로 집중되었다.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서는 혼자서 생계를 유

117) "태아 성별 검사 성행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중절", 경향신문, 1983. 8. 1, 11면.

118)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60년사, 74;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앞의 책, 
50; “엉터리 ｢가족계획」 포체 늘어”, 경향신문, 1974. 5. 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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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방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혼한 
여성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들을 낳
아야 했다. 당시 여성들의 아들에 대한 선호는 단순히 가족 내 압력만이 아니
라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일례로 남성 
호주(戶主)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양에 있어 딸과 아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의료보험에서도 남성이 피보험자일 때 그의 부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의 처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생계 부
양자가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딸을 낳는 것으로는 자신의 노
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119) 이러한 사회문화적・법제도적 차별은 당시 여성
들이 아들을 낳는 데 몰두하도록 만들었고, 여성들은 아들을 얻는 데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낳거나, 민간요법이나 의사, 조산사에게 매달리는 방
식을 택했다.120)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은 
아이를 적게 낳으면서도 아들을 낳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다산(多産)을 장려해오다가 1960년대 들어 별안간 경제 개발과 인
구 억제를 목표로 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아이를 적게 낳으라고 요구하는 방
향으로 변화했다면, 전후 한국 여성들은 일관되게 적은 수의 아이를 낳기를 
소망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가내 지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적은 수
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소망은 “일단 아들을 낳아 놓은 후”의 일이었기 때문
에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성들은 때때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스르기도 했
다.121) 아들에 대한 여성들의 소망은 1970년대에 가족계획정책의 원활한 진

119) “장인·장모 부양... 의료보험 혜택 있나”, 동아일보, 1981. 8. 17, 10면; “조선 초 
재산 분배 남녀 차별 없었다”, 경향신문, 1981. 6. 10, 6면.

120)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구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32-37; 소현숙, “여아낙태의 역사를 통해 보는 ‘정상가족’에의 욕망과 태아 선별의 
의료기술”, (젠더・어펙트 연구소 – 연결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신체 사유에 대한 
비교역사 연구 자료집, 2021. 1. 8 발표), 68-85, http://genderaffect.net/23/?q=YToxO
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757839&t=boa
rd/ (2021. 2. 19 접속); 2021. 1. 15,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면담 사례 5.

121) 배은경, 앞의 책,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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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막는 주요 장애물로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당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
성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1970년 서울여대 윤종주 교수
는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는 남아선호 경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략) 정부
의 장기 인구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아들만 있거나 아
들・딸이 모두 있는 부부들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피임률이 높아지지만 딸
만 있는 부부들은 자녀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피임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
었다.122) 1975년 1월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인구 및 가
족계획 교육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당시 가족계획연구원장을 맡고 있던 홍종
관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가진 부인들의 피임 실시율이 58.7%일 때 딸만 둘 
가진 부인들은 18.5%로, 정부의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는 실효를 거두
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123)고 지적했다.124)

이러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을 가능하게 해준다며 등장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이를 사용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중산층 여성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목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양수 검사였
지만 1980년대부터는 초음파 진단이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임신부의 복
벽에 바늘을 꽂아 양수를 채취하여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식인 양수 검
사가 태아를 유산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데 비해, 비침습적인 방식인 초음
파 진단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수 검사에 비해 비
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125) 이때 새

122) “｢아들선호」 없어져야 인구 조절 윤종주 교수 발표”, 동아일보, 1970. 5. 5, 5면.

123) “가족계획 세미나 모자보건 우선 체계적 사업을”, 경향신문, 1975. 1. 20, 5면.

124) 소현숙, 앞의 글, 70-71.

125) 양수 검사의 첫 도입 당시에는 이 검사가 태아의 유전적 이상을 알아내는 용도 외에
도 태아의 성감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인기를 끌었는데, 경희대 의
대에서는 아예 태아의 성감별만을 목적으로 한 양수 검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에 보
건사회부는 1980년 6월 14일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양수 검사를 금지했는데, 이 
역시 1980년대 초부터 초음파 진단이 양수 검사의 대체재로서 주목을 받게 한 이유였
다. 김승조, “1970년~1980년대 산부인과학: 세계속의 학문정립시대”, 한국의학100년
사: 1884-1983 (의학신보, 1984), 230; "대한의학유전학회 창립 30주년을 회고하면서 
<상>", 의사신문, 2011. 12. 12,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



67

로운 기술의 등장이 이전 방식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여성이 
반드시 아들을 낳고자 할 때는 초음파 진단으로 태아 성감별을 하는 방식이 
이전부터 사용되던 각종 민간요법과 병행되기도 했다. 

한 면담에서, 1990년대에 임신을 경험한 한 여성은 아들을 낳기 위해 임
신 기간 내내 민간요법은 물론 초음파 진단기와 같은 최신 의료기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 딸을 낳은 후 둘째는 꼭 
아들을 갖겠다며 부부 관계를 하는 날마다 체온을 확인하고 약을 먹었으며 체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은 물론 남편의 식습관까지도 관리했다. 게다가 그
는 초음파 진단 기술을 활용해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내려 했는데, 이는 당
시 여성들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임신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그 방법의 
하나가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이었음을 보여준다.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신 내내 아기가 아들인
지 딸인지 계속 걱정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결혼한 여성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26)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대를 이을 아들이 존재하는 정상가족에 대한 욕망은 
1980-90년대는 물론 일부에서는 그 이후까지도 계속되었으며 그 사회적 압력
이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집중되었는데, 이는 여성들이 초음파 진
단이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소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127)

198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 실린 “｢생명존엄」 무시…초음파 태아진단”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진단의 당시 인기와 
이에 대한 임신부, 산부인과 의사, 보건사회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ml?idxno=148886 (2021. 2. 20 접속); “태아성판별 양수검사”, 동아일보, 1980. 6. 
19, 5면. 

126) 김은실은 이 글에서 1990년대에 임신을 경험한 중산층 여성 24명을 면담하고, 여성
들이 아들을 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그에 어떠한 담론적 기제가 영향을 미
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김은실, “‘아들 낳기’와 여성 주체성”, 앞의 책, 266.

127) 같은 글, 2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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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딸 셋을 낳은 박모씨(33. 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경우 임신 
5개월째인 지난 4월 영등포 S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에 의해 딸이라는 
진단을 받자 가족회의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손자를 원하는 시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다. 

(중략) 한 산부인과 개업의는 검사 방법이 비교적 간편할 뿐 아니라 
외성기가 감춰져 까다로운 경우라도 5개월이 지난 태아라면 30분 내에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임신부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비용이 3만 
5천원 정도로 비교적 비싸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1년 이후 6백 33대의 초음파 검사기가 도입돼 
있으며 81년 이전에 도입된 1백여대 등 모두 8백대 가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사부는 보고 있다. 보사부 시설장비과 시설 담당 이철규 
계장은 이 가운데 약 70%가 태아감별 등만을 위한 소형 복부용 초음파 
장비(리니어타이프)라며 소형의 경우 대당 도입 가격이 
6천~8천달러(한화 6백만~8백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의원급 
산부인과에서도 들여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128)

위 기사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딸임을 알게된 임신부가 임신중절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단독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가족회의를 통해 공동
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이는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과 여아 선별 임
신중절이 “남아선호가 낳은 비극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
라, 아들을 보유한 ‘정상가족’을 이루겠다는, 가족 공동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
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129) 이러한 욕망은 그저 아들을 소망하기만 하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방식
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으며, 태아가 딸이라고 진단되었을 때 이는 
종종 여성의 임신중절로 이어졌다.

같은 기사에서 산부인과 의사와 보사부 소속 공무원의 반응은 당시 이러

128) “｢생명존엄」 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조선일보, 
1985. 8. 8, 10면, 강조는 필자.

129) 소현숙, 앞의 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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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단이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증언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도입된 소
형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태아 성감별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저해상도의 진단기
였는데, 이는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것이 높은 해상
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기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진단이 가능
했을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러한 진단 또한 의사 개인의 초음파 진단 역
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저해상도의 소형 모델을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1980년대 중반에 
앞다투어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이 병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관행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130) 초음파 진단의 경우 
양수 검사처럼 따로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아 진단의 전체 과정
이 30분 정도로 짧았는데, 이렇게 태아의 성별을 빠르고 간편하게 알 수 있다
는 장점 덕에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진단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인기를 묘사한 신문 기사에서는 “일부 종합병원과 유명산부인과의원에는 
이 같은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임산부들이 줄”131)을 
섰으며, 어떤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잘 맞힌다는 소문이 나면 그 병원을 찾아
가려는 산모들로 병원이 붐볐다고 보도했다.132) 1985년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에 드는 비용은 삼만오천 원 정도로, 같은 해 3/4분기 월평균 가
계 지출이 343,908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주 저렴한 비용은 아니었지만 
초음파 진단이 여타 진단 방식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아들을 낳기 

130)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1987년 발간한 산과학(초판)에서는 “고해상 초음파검사”를 
태아 성감별에 사용한다고 언급되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당시 태아의 성감
별은 고해상도의 초음파 기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등지에서 성행해온 태아 성감별 관행에 주목한 마라 비슨달(Mara 
Hvistendahl)은 태아의 생식기는 모니터의 회색 배경에 보통 흰색으로 두드러지게 나
타나기 때문에 저가의 소형 초음파 진단기로도 태아의 성별 예측이 가능하다고 언급하
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초판), 앞의 책, 229; 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남성과잉사회 (현암사, 2013), 86-89.

131) "초음파 진단기 변칙 사용 많아", 매일경제, 1985. 8. 26, 7면.

132)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유산... ‘이러다간 신부 기근 시대 온다’”, 조선일보, 1985. 
10. 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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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지출할 만한’ 수준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인다.133)

이 시기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뤄졌는지
는 당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뤄졌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1983년에서 1988년 사이에 최
종아를 낳은 여성들에게 초음파 진단 여부와 초음파 진단을 받은 이유를 물었
다. 전국에서 37.5%의 여성이 산전 진단의 하나로 초음파 진단을 받은 경험
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그 중 4.4%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초
음파 진단을 받았다고 답했다[표 14].134) 조사에 참여한 전체 여성 가운데 
4.4%는 언뜻 적은 비율로 느껴지지만, 당시 태아 성감별에 그다지 우호적이
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와 1987년의 의료법 시행으로 성감별이 금지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꽤 높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응답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한 임신부를 중심으
로 재구성해보면 초음파 진단과 태아 성감별 간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난다. 
<표 15>는 같은 조사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태아 성감별을 위해 
초음파 진단을 받은 비율이 전체 초음파 진단을 받은 여성 중 얼마인지 다시 
계산한 것이다. 먼저 지역과 태아 성감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부(市部)보다 

133) 1985년 3/4분기 월평균 가계 지출은 다음을 참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
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0022&con, (20
21. 5. 24 접속).

134)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앞의 글, 167.

전체
소계

태아에게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진찰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태아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기타

37.5 11.3 10.0 4.4 11.1 0.7

표 14 1988년 조사에서 임신부가 초음파 진단을 받은 이유. 수치는 모두 백분율. 문현
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1989), 167에서 재구성.



71

특성
초음파 진단을 
받은 여성의 

비율 (A)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B)

초음파 검사를 받은 여성 중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B/A*100)

지역
전국 37.5 4.4 11.7
시부 37.7 3.8 10.0
군부 37.0 6.5 17.5

최종아의 출생 연도
1983 18.8 2.1 11.1
1984 26.3 5.5 20.9
1985 34.6 5.6 16.1
1986 41.9 4.6 10.9
1987 47.6 4.3 9.0
1988 50.5 4.3 8.5

출산시 모의 연령
24세 이하 36.5 2.3 6.3
25-29세 37.8 3.9 10.3

30세 이상 38.8 11.7 30.2

최종아의 출생순위
첫째 43.8 1.7 2.3
둘째 32.3 3.5 10.8

셋째 이상 36.7 18.7 51.0

여성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22.3 4.4 19.7
중학교 30.9 5.4 17.4

고등학교 41.5 4.2 10.1
대졸이상 50.6 2.9 5.7

표 15 1988년 조사에서 임신부의 특성별 산전 초음파 진단 여부. 초음파 검사를 받은 응
답자를 전체로 하여, 그 중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답
한 비율을 구하고 이를 그 특성에 따라 나타낸 것. 수치는 모두 백분율.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67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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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郡部)에서 더 많은 여성이 성감별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에는 초음파 진단기의 불균등한 분포가 여전하여 
군부보다는 시부에 초음파 진단기가 훨씬 많이 보급됐음에도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었던 농어촌 지역에서 
아들에 대한 선호가 공고해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진단 비율이 
높게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한편 출산 당시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의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임신부의 나이가 많거나 이미 자녀가 있어 아들
을 낳아야 한다는 임신부의 절박함이 더해질수록 태아 성감별을 위해 초음파
로 진단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이의 출생 순위별 태
아 성감별의 여부는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최종아가 셋째 이상일 경우
에는 초음파 진단을 받은 임신부의 절반 이상이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했다
는 점이 드러났다.135) 마지막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는 
초음파 진단을 받은 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아들에 대한 열망이 반비례했음을 의미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남아 선호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에 이러한 결과
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은 단순한 호기
심의 충족에 그치지 않았으며, 태아가 여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임신 중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형법상의 낙태죄는 1953년 첫 제정 이후 지속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1990년대
까지 이러한 수술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역

135) 이렇게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일 때 태아 성감별이 많이 이뤄지는 경향은 2000년대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는데, 김두섭에 따르면 2009년 영남 지역에서 출생 신고된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의 출생 성비는 각각 129.0과 115.2로 나타나 인위적인 태아 성감별과 
여아 선별 임신중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김두섭, "출생성비의 최근 변화
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선별 출산행위의 추정: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011), 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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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족계획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사실상 허
용했다.136)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85, 1988, 1991년에 시행한 조사
에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비율은 모두 절반을 상회했으
며 1994년에도 49%의 기혼 여성이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였
다.137) 이러한 상황에서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에서 여성이 딸을 임신한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부 여성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는 출생 성
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당시 태아 성감별과 임
신중절 간의 관계에 대하여 199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1985년에서 1992년까
지 태아 성감별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147,856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태어난 총 출생 여아 수의 6%에 달하는 수치
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생성비인 116.9를 기록했던 1990년에는 예상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30,131건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출생한 여아
의 무려 10%를 차지하는 수치였다.138) 이것이 비록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
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당시 초음파 진단 등을 통해 이뤄졌던 태아 
성감별과 그 이후의 인공임신중절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문제
가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태아 성감별을 위한 초음파 진단이 인기를 끌고 출생 성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는 곧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1989년 경제기

136) 김선혜,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
색”, 이화젠더법학 12:2 (2020), 1-44; 이은진,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
학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17:2 (2017), 3-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505. 

137)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앞의 글, 157.

138) 해당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해당 연도의 인구동태 자료에 신고된 남아의 출생 수와 
정상 출생성비를 활용하여, 정상 성비로 출생했을 시 태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아의 
추정치와 실제 여아의 출생 수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1985-1992년에 선별적으로 
임신중절되었을 여아의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정치가 당시 실제
로 일어났던 인공임신중절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태아 성감별 이후 이
루어진 여아 선별 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에
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인구학자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조남훈, 
서문희, 앞의 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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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원 조사통계국은 “장래 인구 추이”를 발표하며 2000년도와 2010년 예상 성
비를 계산한 후 “20년 뒤에는 남자 5명 중에 1명은 신부감이 없어 결혼을 하
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며 우려를 표했으며, 한 산부
인과 의사는 “지금처럼 성비의 격차가 커지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결혼시
기에 이르렀을 때 남자가 크게 남아돌아 성윤리의 타락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점잖은 척 충고하기도 했다.139) 이러한 걱정
은 태어나지 못한 여아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보다는 미래 세대의 성비 
불균형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한 인구학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
에, 태아 성감별을 비판한 신문 기사들은 이것이 한국 사회에 팽배한 남아선
호 사상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짐짓 동의하면서도 임신부들이 초음파 진
단을 사용하여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140)

태아 성감별과 여아 선별 임신중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태아 성감별
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대한의학협회는 이를 의사의 자율 규제
를 통해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1987년에는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를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신부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의
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만들
어졌다. 특정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은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
다는 의사들의 반대 성명에도 정부의 입법 의지는 확고했고, 1987년 11월 28
일에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19조의 2항이 신설되었다.141)

139) “태아 성감별 성행 남아 출산 너무 많다”, 한겨례, 1989. 11. 5, 11면.

140) “｢생명존엄」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조선일보, 
1985. 8. 8, 10면; “10년 후엔 신랑 재수생 나올 판”, 매일경제, 1990. 1. 22, 17면;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유산... ‘이러다간 신부 기근 시대 온다’”, 조선일보, 1985. 
10. 17, 11면; “태아 성감별 검사 위험하다”, 경향신문, 1995. 12. 16, 13면.

141)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60년사, 79; “분만실에 ‘황색경보’ 신생아 균
형 깨지고 있다”, 경향신문, 1985. 12. 12, 2면; “｢생명존엄」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조선일보, 1985. 8. 8, 10면; “의협, 성감별체형 반대 
성명”, 동아일보, 1986. 7. 28, 10면; "초음파 진단기 변칙 사용 많아", 매일경제, 
1985. 8. 26, 7면; “‘｢태아성별검사」 의사가 막자’”, 조선일보, 1986. 1. 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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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의 2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⓵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⓶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42)

의료법 신설 이후에도 태아 성감별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1990년과 
1994년에 태아 성감별을 감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제 임신부를 
고용해 태아 성감별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로 위장시켜 함정 수사를 펼치기도 
했다. 태아 성감별이 법으로 금지된 이후 일부 의사들은 도리어 태아 성감별
을 활용해 큰 이득을 챙겼으며, 오히려 ‘위험수당’이라는 명목 아래 더 높은 
검사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 성감별은 한 건당 삼
만오천 원부터 백오십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태아 성감별과 그에 뒤이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큰 수입원이 되었다.143)

그러나 이렇게 태아 성감별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었으며, 태
아 성감별을 위한 의사들의 초음파 검사가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의
사들에게서 성별을 알아내려는 임신부들의 전략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아
들을 못 낳으면 쫓겨난다”며 의사에게 애원하거나, “아들만 둘 있는데 이번에
는 딸을 낳아야겠다. 이번 아기가 딸이면 좋겠다”고 떠본 후 의사가 안심하고 

142)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41#
0000 (2021. 5. 27 접속).

143) “남녀 균형 깨뜨리는 태아 성감별”, 한겨례, 1989. 11. 10, 6면; “성감별 의사 첫 
구속”, 한겨례, 1996. 10. 2, 23면; “시기별 인구정책: 1990-2000년대-태아 성감별”,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
/terminologyPopup04.do (2020. 8. 24 접속); “태아 성감별 성행 남아 출산 너무 
많다”, 한겨례, 1989. 11. 5, 11면; “태아 성감별 8개 의원 면허정지 처분”, 
조선일보, 1990. 2. 1, 18면; "태아 성별 검사 성행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중절", 
경향신문, 1983. 8. 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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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임을 확인해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임신부도 있었
다.144) 임신부에 따라서는 자신이 잘 알던 병원에 찾아가 성감별을 요청하거
나,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다른 여성들이나 가족을 동원하여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145)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은 매우 간단해 의사의 특별한 전
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결심한 산모들
은 의사가 성별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 요구할 수도 있었다.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어느 병원이 실력이 좋다’는 정보부터 ‘이 병원은 
태아 성별을 알려준다’, ‘저 병원에서는 태아 성별을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 
‘어느 병원에 최신식 초음파 진단기가 들어왔다’는 정보에 이르기까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46) 임신부들은 태아 성감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역이용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단속이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고 몇 명의 의사만을 처벌하는 데 그친 가운데 처벌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
을 물거나 복역한 이후 비밀리에 병원을 다시 개업하면 태아 성감별을 원하는 
임신부들은 그를 찾아가기도 했다.147) 의사가 끝내 성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할 때는 임신부가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태아의 성을 확인하려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초음파 검사가 융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 등과는 달
리 태아를 시각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식이다.148)

이렇게 당시 임신부들의 전략이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의사 개인의 
의도나 신념과는 상관없이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부의 태아 성감별 요
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서 초음파 진단기로 태아 성감별을 
했던 한 산부인과 의사는 “태아가 여아로 판명될 경우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
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태아의 성별 확인을 거부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

144) “한국인진단 <39> 딸보다 아들 원한다”, 동아일보, 1990. 11. 4, 5면.

145) “단지 여아라는 이유로 탯줄 ‘뚝’”, 한겨례, 1996. 10. 7, 20면. 

146) 2020. 7. 15,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면담 사례 1.

147) 마라 비슨달, 앞의 책, 318-319.

148) 서정애, “초음파 기술이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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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로 자신이 들어가게 되었”다며, 거의 모든 환자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 했으며 자신이 이를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그 산모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태아의 성별을 알아냈을 것이라 말했다.149) 의사가 태아의 성
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신부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늘상 호소를 하
는 탓에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150) 태아 성감별 단속으로 구속된 의사들도 
수사 과정에서 성감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다른 곳은 다 
해주는데 당신만 왜 안 해주느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핀잔
을 듣기 일쑤였다며 태아 성감별 시술의 불가피함을 호소했다.151)

의사의 태아 성감별을 금지했던 의료법 제19조 2항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31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
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
리에 해당한다”152)고 표현했는데, 이는 태아의 성별을 출산 전에 아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80-90년대의 태아 
성감별이 ‘비정한 모성이 야기한 성비 불균형의 주범’으로 여겨졌다면, 2000
년대 후반에는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점차 신장
하기 시작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물론,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했던 여성들의 요구가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임신부들의 요구는 한국 산부인과에 초음파 진단기
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초음파로 태아의 외
성기를 관찰하여 성별을 감별하는 관행은 당대 의사들의 학술 연구에서는 크

149) 마라 비슨달, 앞의 책, 89-91.

150) 2021. 1. 11, 시흥시 중앙산부인과 최준렬 원장 면담.

151) “성감별수사 뒷얘기”, 한겨례, 1996. 10. 7, 20면.

152)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
W/detcInfoP.do?detcSeq=130931&mode=0 (2021. 7. 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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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아들을 낳으려는 여성들에게는 초음파를 통해 이뤄
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진단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
별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으며 종래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을 
정도였지만, 몇몇 의사들이 이를 음성적으로나마 시행해왔다는 것은 기술의 
소비자였던 여성들이 의사와 협상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음을 보여준다. 여성
들의 요구는 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병·의원에 들여놓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
고, 이는 당대 의료 시장의 변화와 함께 한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의 보
편화를 추동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4.2. 관리의 대상이 된 태아, 불안한 임신부
산전 진단의 역사에 주목한 의학사학자 일라나 로위(Ilana Löwy)는 자신

의 책 뒤얽힌 진단(Tangled Diagnoses)에서 산전 진단이 점차 고위험 임
신부의 건강 위험을 살피는 것보다는 기형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산전 진단은 이를 통해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그를 치료하거나 완화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
타 질환의 진단과도 구분되는데, 기형아를 ‘예방’한다는 산전 진단은 실제로는 
임신부가 기형을 가진 태아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도록 만드는 기술에 불과하
다.153) “이상적으로는 산전 진단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통해 장애가 있는 
태아의 출생을 막기 위한 기술이지만, 실제로는 [인공 임신중절을 통해] 선천
적 결함을 가진 아동의 출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154)이라는 로위의 말
처럼, 기형아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사
회적 지원이 부재할 때 태아 기형의 진단은 임신부의 임신중절을 예고하는 방
식으로 작동한다.

마지막 소절에서는 산전 초음파 진단이 임신과 출산의 정례적인 절차로

153) Ilana Löwy, Tangled Diagnoses: Prenatal Testing, Women, and Ris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154) Ibi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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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리 잡은 1990년대에 여성들의 임신 경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이 시기에 발전된 초음파 진단기의 성능과 진단 방식을 바탕으로 태아의 상태
와 이상에 대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여성의 임신 경험도 이전
과는 크게 달라졌다. 발전된 초음파 진단기로 태아를 더 자주, 더 잘 들여다
보고자 하는 임신부들의 요구는 산전 진단의 내용을 변화시켰으며 초음파 진
단 기술과 관련된 소비문화를 만들어냈다. 임신 중에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안녕을 살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태아의 기형 여부를 알아내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종국에 건강한 태아의 탄생을 확신할 수 없는 임신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임신부들은 1990년대를 거치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실시간 초음
파를 통해서 태아의 움직임이나 호흡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태아의 심장 기능이나 혈류를 살피는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서 청각적으로도 태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서정애
는 19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임신한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해 여성들의 초음
파 진단 경험을 살폈는데, 면담에서 한 임신부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을 진
단받은 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부인과를 방
문해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반복적으로 산전 초음파 진
단을 받으면서 초음파 영상 속의 존재를 점차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게 되었
으며 이전의 진단 내용과 비교하며 태아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도 했
는데, 이렇게 임신부가 초음파 영상을 통해 태아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초음파 진단의 보급 이후 한국 산부인과에 새롭게 나타난 풍경이었다.155)

이렇게 임신부들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을 두고 반복적
으로 임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당대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임신 과정과 태아에 대한 산과학적인 지식
이 증가하고 산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임신부들도 자신의 임신을 관

155) 서정애는 1990년대 중후반에 산전 초음파 진단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음파 기술이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서정애, 앞의 글, 40.



80

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임신부가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156)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임신부가 의사와 함께 자신의 자궁 속을 들여
다보면서 태아와 임신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의사는 물론 임신부에게도 이 기술의 큰 매력으로 여겨졌
다. 물론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초음
파를 통한 태아의 건강 정보를 해석하는 권한은 의사에게 남겨졌지만, 앞선 
소절의 태아 성감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음파 진단을 어떻게 활용할
지, 초음파 진단을 얼마나 자주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더 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임신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겨져 있었다. 

서정애가 면담한 다른 여성은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감상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초음파 영상을 의학적 유용성과는 별개로 태아와
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임신부들은 병원
에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나 영상을 간직하는 것이 인기를 끌자 이는 1990년대부터 개인 산부인과 의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157)

비디오를 병원에 가져가면 그때 저에게 보여주는 초음파를 녹화를 해서 
주세요. 그걸 가지고 집에 오면 남편이 앉아가지구 자세히 봐요. 
시어머니도 보여 드리고 친정엄마도 보세요. (보여드리면 반응이 어때요) 
신기해하시죠. 어른들은 못 보셨잖아요. 애기가 움직이니까 ‘애가 저렇게 
움직이네’ 그러시죠. 애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더라구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하구 손가락도 움직이고 눈도 깜박거려요. 발도 움직이구요. 
어머니도 처음 보시니까 신기해하시더라구요. ‘어구나 저렇게 잘 
움직이냐구’ 그러세요.158)

초음파와 관련된 임신부의 소비문화는 1990년대 후반 3차원 초음파의 도
입과 관련된 일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3차원 초음파 검사의 경우 도입 당시 

156) 김은실, “한국 여성의 출산 문화”, 앞의 책, 239-242. 

157) “태어나기 전 백일사진 찍는다”, 매일경제, 1997. 12. 3, 16면.

158) 서정애, 앞의 글,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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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임신부가 이 검사를 받은 것
은 아니었지만159) 3차원 초음파 기기를 들여놓은 의사들은 임신한 여성들이 
3차원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신 2기 이후의 3차원 초음파 
검사는 사진처럼 선명한 태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임신부와 태아의 유대
감을 강화시키는 효과”160)가 있다며 그 유용성을 강조했다. 

임신부에게 소구(訴求)하고자 한 것
은 의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 생
산 기업도 마찬가지였는데, 1997년에 
처음으로 3차원 초음파를 개발한 메디
슨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시에 3차원 초음파를 통해 “뱃속 아기
가 하품하고 웃는 모습”161)까지도 생생
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
다. 메디슨은 1999년부터 “태아사진 콘
테스트”를 주최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
회의 참가 대상은 의사가 아닌 임신부 
여성으로 여성들은 태아의 3차원 초음
파 사진을 응모해야 했다[그림 8]. 이 
대회는 임신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실시 한 달 만에 응모 횟수가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임신부들은 이 
대회에 지원하고자 주변 산부인과에 전
화를 걸어 3차원 초음파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162) 메디슨의 

159) 2020. 7. 15,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면담 사례 1.

160) “3차원 초음파로 태아 기형 진단”, 조선일보, 1998. 9. 14, 13면.

161) 메디슨, 앞의 책, 55.

162) “초음파로 찍은 우리 아기 예뻐요”, 매일경제, 1999. 6. 2, 15면; “태아 사진 이색 
콘테스트 열린다”, 매일경제, 1999. 4. 21, 17면.

그림 8 메디슨의 태아사진 콘테스트. 
사진은 2005년에 열린 제5회 ‘3D 입체
초음파 태아사진 콘테스트’의 홍보 사
진. “메디슨, 2005 제5회 3D 입체초음
파 태아 사진 콘테스트 개최”, 뉴스와
이어, 2005. 6. 20, https://www.news
wire.co.kr/newsRead.php?no=59101 
(2021. 3. 2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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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들은 3차원 초음파 진단을 원하는 임신부인 척 산부인과 병·의원에 
연락하여 3차원 초음파 진단기의 유무를 묻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의가 이어
지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3차원 초음파 진단기의 도입을 망설이던 병원들도 그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163) 이는 당시 초음파 진단기 생산 기업 
역시 임신부를 의사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소비자 집단으로 인식했
으며 그들의 판매 전략이 실제로 의료계의 신기술 도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임신 문화의 하나로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초음파 진단은 태아
의 이상 증세나 기형을 확인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초음파를 통해 태아
를 빈번하게 들여다보고 태아의 안녕을 확인하는 일, 태내의 태아가 ‘잘 지내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태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발
현으로, 필연적으로 태아가 ‘잘 지내지 못하는’ 상태, 즉 태아의 기형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심과 맞닿아 있었다. 이 시기에 산전 초음파 진단이 정례
화되고 빈번해지면서 여성들의 산전 진단 과정은 기본적으로 태아의 기형 여
부를 확인하고 이를 산전에 미리 알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164) 산
전 초음파 진단은 태아 머리의 크기나 손발의 모양, 신장, 간, 척추와 태아의 
심박동 등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의사들의 교육 과정이나 산과학 
교과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소위 정상 태아의 기준과 비교된다. 태아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 시기가 되면 의사는 초음파로 태아가 정상적인 형태를 갖
추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때 태아의 신장이나 간·척추 기형이나 다운증후군, 
무뇌아, 구순구개열 등과 같이 형태학적인 이상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다. 물
론 초음파로는 유전학적인 이상까지 알아낼 수는 없으나 임신한 여성의 대부
분이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양수 검사나 융모막 검사 등의 여부를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초음파 진단과 태아 기형의 밀접한 관계는 여전히 유효
했다고 할 수 있다. 

163) 2021. 1. 19, 삼성메디슨 서울강북 및 인천 지점장 강태원 면담.

164) 김선혜, 앞의 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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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어 그 빈도가 증가한 가운데, 임신부가 태아
의 이상을 확인한다는 것은 곧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했다. 
아래 사례의 여성은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일이나 자신이 피곤을 느끼는 
것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이러한 불안을 해
소하는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을 활용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병원 가지 않을 때는 불안해요. 20주 지나서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 
전에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가령 내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피곤을 느껴도 
혹시 애가 잘못되지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초음파로 보면 아 애가 제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안심이 돼요. 초음파를 
보고 오면 안심이 돼요. 의사가 애기 건강하다구 하고 또 제대로 보고 
오니까 안심이 되죠. 2주마다 한 번씩 보고 오면 개운하다 그래야 되나. 
걱정되는 것 없구 애기가 건강하구 잘 크고 있으니까 이대로 잘 크면 
되는구나 하죠. (사례 G)165)

그러나 “초음파를 보고 오면 안심이 돼요”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초음파 진단 
이후 그가 느낀 안도감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산과학 지식은 
임신 단계별로 다양한 측면의 위험을 경고하고, 임신부가 일상에서 커피를 마
시거나 가끔 피곤함을 느끼는 것마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해석해왔다. 이러
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한 번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태아
의 정상 여부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위 사례의 여성이 
한 번의 초음파 진단에서 정상 진단을 받은 후에도 2주마다 한 번씩 초음파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계속 찾았던 것은 그가 한 번의 정상 진단으로도 건
강한 태아의 출생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음 사례의 임신부 역시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나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구술했다.166) 그는 원래 임신 후 병원에 갈 계획이 없었
지만,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 초음파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165) 서정애, 앞의 글, 56-57. 강조는 필자.

166) 같은 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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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게 되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막 공해 다 이런 것 때문에 기형아도 많이 나
온다하고 그러잖아요”라는 말은 그가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 진단을 받는 것이 
당시 태아의 기형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에서 기인했음을 보여 준다.167)

 

옛날에는 임신을 해도 병원을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냥 아무 탈없이 잘 낳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하니까 초기에 뭐 확인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더라구요. 그런 게 못 미더워서. 요즘은 사람들이 
막 공해 다 이런 것 때문에 기형아도 많이 나온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그래도 기계로 한 번 보고 나면 
안심이 되죠. 그리고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해지는 것 
같애요. 아 애가 정상이구나 나름대로 맘이 편안해지죠.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애요. (사례 H)168)

 

실제로 이 시기 기사나 대중 매체들은 한편에서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산전 진단을 통해 태아의 기형을 사전에 ‘예방’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169) 
가령 당시 신문 보도들은 태아 기형에 대한 국내・외 보고나 연구를 인용하며 
유독물질이나 농약은 물론 풍진과 같은 전염병, 심지어는 한약이나 비타민A까
지도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170) 1995년의 한 기사는 “산전 진단의 유전자 연구”를 주

167) 같은 글, 55.

168) 같은 글, 55-56, 강조는 필자.

169) 당시 TV 프로그램들은 기형아의 원인이나 산전 검사와 같은 예방법 등을 알렸다. 
1994년 1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숨겨진 불행 기형아”, 1995년 9
월 18일 EBS에서 방영된 “기형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1996년 11월 26일; “육아
일기-산전 진단! 꼭 해야 한다구요” 등이 그 예시이다.

170) “‘골프장 농약 과다’”, 매일경제, 1995. 2. 28, 33면; “미 의대 보고서 비타민A 복
용 임산부 ‘기형아 출산 위험’”, 동아일보, 1995. 10. 8, 26면; “유독물질 노출 직업 
기형아 낳을 확률 커”, 조선일보, 1995. 11. 8, 25면; “임신 초 한약 복용 기형아 출
산 위험”, 경향신문, 1995. 7. 20, 12면; “풍진주의보 산모감염 땐 기형아 우려”, 동
아일보, 1995. 6. 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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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여 열린 심포지엄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기사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
는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종류의 초음파 진단을 받아
보라고 권했다. 그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는 질식 초음파, 중기에는 복식 초음
파를 통해 기형아 검사를 해야 하며 특히 “신생아 기형 중 매우 흔한 선천성 
심장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심초음파[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초음파상 태아 기형이 발견되면 약 23%에서 심장 기형이 일어
나므로 반드시 태아 심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171)고 경고했다. 다른 기사에
서는 교토에서 열린 제5차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서 한 의사가 “임신 중 
최소한 네 번의 초음파 검사를 해야 태아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태아 기형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초음파 
진단기로, 얼마나 진단을 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대중 매체를 통해 반복적
으로 제공되고 전문가의 목소리로 강조되는 것은 당시 임신부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172) 

1990년대의 기사와 초음파 진단을 비롯한 산전 진단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인 1960-70년대의 기사를 비교해보면 태아 기형의 예측 가능성이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 더 잘 드러난다. 기형아를 다룬 1960-70년대의 기사를 먼
저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형태학적으로 심각한 기형을 갖고 있던 태아들이 
결국 사산되었을 때 이를 단신으로 보도해왔다. 당시 한국에서의 기형아 보도
는 대부분 무두(無頭) 기형・두피 낭종・가슴뼈와 배가 붙은 쌍둥이 등이 사
산되었다는 소식을 단발성으로 전한 기사였는데, 이들 기사는 기형아의 탄생
을 보도하면서도 태아 기형의 원인을 추측하거나 해결 방안을 따로 제시하지
는 않았다.173) 이는 1962년 3월 15일에 보도된 “영등포에 기형아”라는 제목
의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171) “달라진 출산형태 산전 진단 중요”, 한겨례, 1995. 5. 14, 12면.

172) “태아 기형여부 초음파 진단 최소 네번해야 안심”, 동아일보, 1995. 12. 17, 21면.

173) “기형아 사산”, 동아일보, 1962. 7. 14, 3면; “대구에 기형 쌍동아 가슴뼈・배가 붙
어”, 동아일보, 1962. 7. 21, 3면; “무두기형아분만”, 동아일보 1962. 11. 9, 7면; 
“13세소년의 배에서 이 돋은 기형아”, 경향신문, 1962. 7. 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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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둘, 팔다리 넷, 배가 맞붙고
13일 밤 10시쯤 서울 흑석 제2동에 거주하는 신인철(25, 가명) 씨의 처 

김만윤(22, 가명) 씨는 최근 최귀례 조산원에서 색다른 기형아를 분만했다. 
이 기형아는 배가 맞붙어 있었으며 머리가 둘 팔다리가 각각 네 개가 

달려있는데 산모는 건강하며 초산이라한다.174)

이 기사는 사산된 기형아를 특이한 존재로 묘사하면서도 이 태아의 기형
을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애초에 기형의 원인을 밝혀내거나 
이를 산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형아의 탄생은 그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974년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쓴 “기형
아 출생은 우연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기형아를 낳은 부모”는 막을 수 
없는 “비운”을 맞닥뜨린 동정의 대상이며, 태아의 기형은 “그들(부모)의 잘못
이 아니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묘사되었는데, 이때 기형아의 부
모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운한 사건을 맞닥뜨린 존재로서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졌다.175) 

반면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초음파 진단 등의 산전 진단 기술을 통한 
기형아 예측이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임신부가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빈번한 산전 진단을 통해 태아 기형을 ‘예방’하는 것은 임신부와 그 가
족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1988년 “기형아 출산 부
모 무관심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산전 검사를 통한 태아 기형의 예측은 
산모의 의무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무관심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만드는 선천적 기형아 또는 
유전질환자를 낳고 있다.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 초기 기형아 판별이 
가능해졌지만 진단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기형아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장애자」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염색체 이상이 이 같이 많이 나타난 것은 우선 조사대상 산모들이 무월경, 

174) “영등포에 기형아”, 조선일보, 1962. 3. 15, 3면.

175) “의학 에세이 <68> 기형아 출생은 우연이다”, 동아일보, 1974. 3. 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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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유산, 애매한 성별 등 기형아를 낳을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탓도 있지만 이들 산모들이 출산 전 검사를 통해 기형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 보다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76) 

초음파 진단을 비롯한 산전 진단이 보편화된 이래, 이제 태아 기형은 개인이 
부지런히 산전 진단을 받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태아 기형을 
막지 못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나 임신부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태
아에게 “무관심”하여서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값비싼 기형아 검사를 하지 못한 부모는 기형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만드는 선천성 기형아 또는 유전질환자”를 태어나게 만든 사람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177)

임신한 여성 모두가 반드시 건강한 아기의 건강한 분만으로 병원문을 
나서는 것은 아니다. 임신 기간 중의 부주의나 유전적 요소 등 각종 
원인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형아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부모들의 의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8)

이렇게 초음파 진단을 비롯한 산전 진단을 통해 기형아를 예측하고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수록 사회적으로도 태아 기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179) 이 시기 기형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은 기형아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하면서도, 최근 기형아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더 자주, 더 
정확한 산전 검사를 받아 태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한 산부인
과 의사는 “연세의료원 산부인과학교실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산
전 초음파 진단으로 선천성 기형을 진단 받은 비율이 해마다 증가했다”며 “90

176) “기형아 출산 부모 무관심 탓”, 동아일보, 1988. 11. 2, 11면. 강조는 필자.

177) 같은 글.

178) “기형아 의학적 무지가 낳는다”, 동아일보, 1990. 4. 24, 12면. 강조는 필자.

179)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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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1.59%였던 것이 해마다 1%포인트 이상 올라 94년에는 4.02%나 된
다”고 언급했다.180) 특정 산부인과에서 해마다 태아 기형의 진단이 증가한 것
이 한국 전체에서 기형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진단 기
기와 의사들의 진단 기술이 발전하여 태아 기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은 기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음파 진단술을 비롯한 여러 산전 기술의 발전으로 가
능해진 태아 기형의 예측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태아 기형에 대한 당시 임신부
들의 불안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당시 여성들은 초음파 진단술을 통
해 태아의 기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이 정보로 인
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는 다음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2020년 7
월 어느 날, 필자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
성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면담자 2, 3, 4가 근무 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휴게
실로 찾아갔다. 여러 사람이 휴게실을 자유롭게 오가는 가운데 세 명의 면담
자를 대상으로 그룹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자 2, 3, 4와의 면담은 같은 날 그
룹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직장 동료 관계로 서로의 임신과 출
산,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1990년대 후반에 30대 후
반의 나이로 둘째를 임신했던 면담자 2는 임신 당시 자신의 초음파 검사 경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둘째는 초음파 했을 때, 의사가 남편도 오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산모가 고령이잖아, 그러니까 초음파 상에 얘가 다운증후군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면서, 얘를 이래도 낳을지 안 낳을지를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 (중략) 그때 되게 병원에 대해서 실망스러웠어, 그런 얘기를 
하구 자꾸만,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거잖아 산모한테. 그런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자꾸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잖아.181)

위 사례에서 의사는 초음파 진단을 한 후 면담자 2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 가
능성을 언급하며 양수 검사를 권했으며, 출산 후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을 

180) “달라진 출산형태 산전 진단 중요”, 한겨례, 1995. 5. 14, 12면.

181) 2020. 7. 16,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면담 사례 2.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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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를 병원이나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
았다. 면담자 2는 당시에 태아의 다운증후군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것
이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초음파를 통해 태아
의 기형 가능성을 알게 되고 의사가 각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인해 당시 불
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동석했던 면담자 3은 1990년대 후반 자신의 직장 동료가 겪은 사
례를 들려주며, 초음파를 통해 태아 기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애가 좀, 조금 좀 문제가 
있는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랬대. 근데 애 아버지는 [추가로 다른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던 거야. 의사 말을 거부했던 거야. 의사는 아이를 
자꾸 보면서 양수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의사는 그냥 부모가 거부하니까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중략)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급 전화가 
온 거야. 아이가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다운[증후군]. 이 아버지가 
(초음파 진단 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초기에 검사를 했다면. (중략) 내 생각에, 의사들은, 
처음에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부모가 하는 거야.182)

면담자 3은 자신이 얘기한 사례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초음파 진단 후 추가 검
사를 거부해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기
형아의 출생에 있어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산전 초음파 진단으로 기형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한편 면담자 2, 3과 동석했
던 면담자 4 역시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 기형을 예측하게 된 것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그가 직접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한 경험에서 비롯되
었다. 면담자 4는 1970년대 말에 조산사의 도움을 통해 초음파 진단 없이 조
산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 기형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하며 “나는 [초음파 진단을 

182) 2020. 7. 16,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면담 사례 3.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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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리 태아 기형 여부를] 알면은 안 낳는 게 좋다고 봐”라고 말하기도 했
다.183) 이는 다운증후군이라는 산전 초음파 진단이 흔하지 않았던 1970년대 
후반에는 태아의 기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에 와서는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심지어는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
었음을 보여준다. 

면담자 2의 사례에서 초음파 진단 후 의사가 임신부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은 초음파 진단을 통한 기형 예측이 빈번해진 후에 새롭게 등장한 관행이
다. 의사의 이러한 요구는 기형아를 출산한 후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의사가 태아의 기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필요 없었다. 그러
나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입덧 치료제를 먹고 기형아를 낳았다며 손해배
상을 요구하는 법률 수송이 수백 건에 이른 가운데, 1994년에는 한국에서도 
산전 검사 시에는 정상 진단을 받은 태아가 실제로는 기형아였다며 소송을 하
는 경우가 생겼다. 이 부부는 1985년에 선천성 부신성기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낳은 경험이 있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이 질환의 
열성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둘째 아이의 임신 당시 “[태아가] 기형으로 판
명되면 낳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의사는 ‘검사 결과 태아에 아무런 이상이 없
다’고 말해 출산한 결과 둘째 역시 첫 아이와 같았다”며 의사의 오진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4) 이러한 사건이 사회적
인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의사들은 태아의 기형을 더 높은 확률로 잡아낼 방법
에 몰두하거나 임신부의 각서를 받는 등의 회피 전략을 택했다.185)

초음파 검사가 태아의 형태학적인 기형만을 진단해낼 수 있는 검사라는 

183) 2020. 7. 16,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의 면담 사례 4.

184) “‘산전 검사까지 했는데’ ｢양성아기」 두 번째 출산 ‘충격’”, 조선일보, 1994. 8. 28, 
27면; “입덧 약 기형아 낳는다”, 경향신문, 1983. 10. 17, 6면.

185) 2008년에 산전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한 조사에서도 한국에서 산
전 초음파 진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로 ‘한국에서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산과적 
의료 분쟁이 많음’과 ‘사회적으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높음’을 든 바 있
다. 박문일, 한동운, 노재숙, 최병희, 천상훈, 앞의 글,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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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할 때, 산전 초음파 진단에서 태아가 정상임을 진단받는다고 하더라
도 건강한 아이의 출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신부의 불안은 완
벽하게 잠재워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의 불확정성은 초음파로 
태아의 기형이 예측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면담자 2의 초음파 진단이 
추가 검사 권유로 이어졌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
아의 기형 가능성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되어
야 했다. 물론 임신부나 그 가족이 추가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가 검사를 거부한 개인에게 기형아 출생의 책임이 가중되었다.

만약 기형아의 탄생이 잠정적으로 확실시된다면 임신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는 바로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다. 초음파 진단을 비롯한 산전 진단 기술은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는 기술로 
여겨져 왔지만, 산전 진단 기술만큼 태아를 산전에 치료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이 예측될 경우 임신부의 선택권은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고 아이를 낳거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제한됐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치료가 아닌 예측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어 온 
가운데, 기형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산전 진단 기술은 실제로는 임신부의 인
공 임신중절 수술을 ‘예고’하는 기술이 된 것이다.

이때 임신부의 불안을 심화하고 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인 요
인뿐만이 아닌데, 김도현은 이에 대하여 “예비 부모들이 산전검사의 결과에 
따라 장애아의 낙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력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압력이 존
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186)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적인 
문화가 여전히 공고하고 장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부재하여 그
러한 양육의 부담을 대부분 부모가 짊어지게 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진단 받은 부모는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됨을 
의미한다.187) 

186) 김도현, “생명권력과 우생주의, 그리고 장애인의 생명권”, 한국장애학 1:1 (2016), 
130.

187) 김나경,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 중절: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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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성의 임
신 중절을 범죄화해왔던 정부의 태도 역시 임신부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초음파 기술을 비롯한 산전 진단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발전됨에 
따라 ‘태아 기형’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져 왔음에도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장애나 질병만을 낙태죄의 예외 사유로 허용할 뿐 태아의 장애나 질병
은 여전히 낙태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에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만약 산전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 기형이 발
견되었다 하더라도 임신부 여성이 적법하게 임신을 중지할 방안은 없었다.188)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 임신중
절 수술을 줄이기 위해 인공 임신중절 수술 신고 및 예방 사업을 시행하는 동
시에 임신부의 산전 진단 지원을 확대했다.189) 1990년대 이후 산전 진단이 
주로 태아 기형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중적
인 모자보건 정책은 임신부의 불안을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임신부가 기형
아로 예상되는 태아를 낳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지원하면서, 산전 
진단이 예고하고 있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전가한 것이
다.

법연구 19:1 (2007), 127-163; 김도현, 앞의 글.

188)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부 “본인이
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
우”에만 여성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임신 중인 태아가 기형아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 조항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가령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를 통해 정상으로 진단 받은 태아
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정상아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1998년의 사건에서, 재판관은 “다운증후군은 유전성 질환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가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중략)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모자보건법”,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
%90%EB%B3%B4%EA%B1%B4%EB%B2%95 (2021. 7. 25 접속); “손해배상(의) [대법
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D%8C%90%EB%A1%80/(98%EB%8B%A422857) (2021. 7. 25 접속).

189) 김선혜, 앞의 글,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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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1960-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산부인과에 산전 초음파 
진단이 도입되고 널리 보급되는 역사를 살펴보았다. 산전 초음파 진단 기술과 
여성의 관계에 주목한 기존 연구가 초음파 기술의 보편화를 여성이 의료적 지
식의 권위에 종속된 결과로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기술의 소비자인 
의사와 여성이 초음파 기술의 보편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
고, 이들이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당대의 의료적・사회적・
기술적 환경에 주목했다. 의사와 여성은 각자가 놓인 환경에서 초음파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나 안전성・비용・접근성・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초음파 기술의 사용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선택은 다시 
초음파 기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산과학 지식과 의료적 실행은 물론 여성
의 임신 경험을 변화시켰다.

한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초음파 기술은 여성의 자궁 내부를 들여다봄
으로써 임신과 출산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여겨졌다. 1965년에 
처음 초음파 기술이 도입된 이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초음
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장을 계측하여 ‘정상 임신’의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
가 시작되었다. 이들이 초음파 진단기에 주목한 것은 초음파 진단이 임상적으
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산과학 기술에 비해 안전한 
기술이었기 때문인데, 의사들이 그러한 기술을 통해 여성의 임신을 관리하고
자 한 것은 향후 한국 임신부들이 그러한 기준에 맞춰 초음파 기술의 빈번한 
감시와 개입의 대상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만 초음파 진단
술에 대한 몇몇 의사들의 연구만으로는 그것이 바로 확산되지는 못했는데, 이
는 그 기술의 소비자였던 여성과 의사 집단 전반에 산전 초음파 진단이 필수
적이라는 인식이 싹트지 않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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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산부인과에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기 위한 물적·기술적·교육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초음파 진단은 산부
인과 임상에 널리 확산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형 초음파 진단기가 소규
모 병·의원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국내 기업들이 소형 초음파 진단기를 개
발하면서 이러한 초음파 진단기의 확산세에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초음파 진
단에 관한 연구의 양이 증가한 것은 물론 이 기술을 태아 기형과 난임 환자 
진단에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향후 한국 산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들 분야에서 사용됨으로써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기술의 위치
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 시기에는 초음파 진단 관련 지식이 의사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이는 한국 산과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초음파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의사와 초
음파 기기 생산 기업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행위자는 바로 
그 기술의 소비자이자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임신부 여성이다.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부터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이를 태아 성감별의 
도구로서 주목하였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에게 제시된 기술적 선택지 중에서
도 초음파 진단술이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
이다. 이 시기에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을 뿐
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초음파 진단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이 기술의 소비자였
던 여성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초음파 진단기의 물적·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
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산전 
초음파 진단은 임신한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절차가 되었다. 임신
부들은 초음파로 산전에 태아의 존재를 확인하고,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산전 초음파 진단으로 태아의 이상 여부
를 빈번하게 살필 수 있게 되면서, 태아의 기형은 출산 전에 예측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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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예방’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기형아를 
‘예방’한다는 산전 초음파 진단은 실제로는 임신부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태아의 이상을 미리 진단하는 기술만큼 태아를 
산전에 치료하는 기술이 발전하지도, 장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
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
이를 낳을지 말지에 불과했다. 임신 과정에서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는 인공 임신중절의 결정을 내려
야 할 책임을 지게 된 여성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임신부의 건강 위험을 
낮추고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이었던 산전 초음파 
진단이, 오히려 임신부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불안을 안기는 기술이 된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여성과 기술 간의 권력 관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의사와 임신부 개인이 산전 초음파 진단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을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렇게 행위자의 기술 선택에 관여
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먼저, 산전 초음
파 진단 보급의 역사 안에서 의사와 여성이라는 행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이
유는 상수가 아닌 변수임을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초음파 기술이 산과
학에서 갖는 권위, 그를 선택하게 만드는 환경, 초음파에 대한 기대는 1980년
대나 1990년대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점차 더 많은 의사와 임신부가 산
전 초음파 진단을 선택함으로써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기술의 의미가 달라져왔
기 때문이다. 즉, 의사와 임신부의 기술 선택은 그들이 위치한 의료적・사회
적・기술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시 또 다른 기술 선택에 영향을 주
는 변수이다.

두 번째로, 기술 선택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러한 선택의 
결과 만들어진 문제가 기술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예
를 들어, 태아의 기형 여부를 예측하는 관행은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급으로 
한국 여성의 임신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고 임신부에게 새로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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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초음파 기술뿐만 아니라 빈번한 산전 진단을 촉진하
는 의료적 환경, 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장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 부재 등이 함께 야기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는 초음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기술을 발전시
킬 것인지,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사와 여성에게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등, 기술과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초음파 기술과 관련해 한국 여성의 임신 경험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
들기 위해서는 단일한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에서 초
음파 기술의 도입과 보급이 여러 행위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하
고, 여성에게 더 나은 임신 경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한 기술은 어떠
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성과 기술, 사회와 기술의 이분법에서 해방
된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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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itutionalizing Ultrasonography, 

Transforming Pregnancy 
: Dissemination of Prenatal Ultrasonography 

in Korean Obstetrics, 1960s-1990s

Heesoo Cho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ow prenatal ultrasonography was 
introduced and disseminated into Korean obstetrics to become a 
routine part of pregnancy for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y doctors and women determined to use 
ultrasonography and how the use transformed the medical 
environment and women's experience of pregnancy.

In the earlier feministic studies, ultrasonography was regarded 
as an oppressive power against wom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outinization of prenatal ultrasonography resulted from women's 
obedience to medical management. This thesis attempts not to 
presume the antagonistic relation between medical technolo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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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nstead, doctors and women are considered consumers of 
ultrasound technology who could determine to use it to match their 
needs.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spread of 
ultrasonography transforms the medical environment and women's 
experience of pregnancy. While ultrasonic devices had been mainly 
confined to university hospitals until the 1970s, intended to reduce 
the risk of mothers and fetuses, from the 1980s,  the instrument 
was henceforth introduced not only for prenatal care but also to 
attract women, consumers of medical services. This new device in 
maternity hospitals subjected the bodies of pregnant women to 
medical interventions and surveillance. Meanwhile, the reason women 
used the technology also varied depending on the time. While some 
women tried to use it for sex determination in the 1980s, from the 
1990s, women experienced it as an essential part of prenatal care 
and wanted to check the condition of their fetuses. Around the 
1990s, scrutiny of the fetus coupled with the option to terminate 
pregnancy came into the ordinary course for expectant mothers, 
which shifted responsibility to get diagnosed, detect fetal anomalies, 
and even determine the baby's destiny, only on the mothers.

keywords : prenatal ultrasonography, prenatal diagnosis, 
obstetrics, the consumption junction, medicalization, experiences 
of pregnancy
Student Number : 2019-2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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