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폐지 후의 제도공백과
WOW 웹사이트 차단의 문제점

산부인과 전문의, SHARE 기획위원 윤정원



한국의 낙태죄폐지 및
이후의 제도공백



Timeline

2005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0

페미당당 미프진
퍼포먼스

2018.8.26

레베카 곰퍼츠 내한
2018.7.5

우회사이트 포함
모두 차단

2020.6

여성인권영화제
vessel 소개

2014.9.25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6.9.22

한국어서비스 시작
2015.2.23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판결

2012.8.23

한국 여성 이용 시작
2010.5

프로라이프의사회, 
임신중지 병원 고발

2010.2.3

Women on Web
창립

2005.11.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5.9.1

검은시위
2016.10.15

헌법재판소 헌법불
합치 판결
2019.4.11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발표

2017.11.26

모두를위한낙태죄
공동행동 출범

2017.9.28

낙태죄 폐지
2021.1.1

식약처 상반기 중
미프진 허가계획발표

2021.3.6

홈페이지 차단
2018.9.4

SNI 차단
2019.3.11

WOW, 민변 및 오픈넷, 
진보넷 문의

2020.8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는가.

• 2019.4.1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 2020.10.2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통과안됨)

• 2020.9.2 인공임신중절 임상가이드라인 연구 발표

• 2020.9.10 상담체계 구축방안 연구 발표

• 2020.11.1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유권해석 - 국민행복카드 적용 가능

• 2020. 12.10 상담인력 교육프로그램 연구 발표

• 2021.1.1 형법 낙태죄 소멸

보건복지부 급여과 유권해석 발표- 모자보건법 내 사유는 급여, 이외는 비급
여 유지

• 2021.3.2 현대약품, 미프진 도입추진 발표

• 2021.3.6 식약처 상반기중 미프진 허가목표 발표



7개 개정안 정부안
권인숙(민)

의원안

이은주(정)

의원안

박주민(민)

의원안
조해진(국) 의원안 서정숙(국) 의원안

남인순(민)

의원안

권인숙(민)

의원안

제안일 2020.11.18/25 2020.10.12. 202.11.5. 2020.11.27. 2020.11.13. 2020.12.1. 2021.1.14. 2021.1.14

형법 상 낙태죄 유지 삭제 유지 -

허용 범위

[형법] 의사에 의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14주이내허용,

15∼24주 이내

사회경제적사유허용

( 상담후24시간경과후)

[ 모자보건법 ] 정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

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

삭제

: 임신 전 기간의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
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유지

[형법]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이내 허용.

10주 이내 사회 경제적사유

(상담후7일이상경과),

20주이내 강간및준강간, 

여성의건강또는생명을

심각하게해치는경우허용

[형법] 임신 지속이

임부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임신 기간

제한없이 지정 의료기관

에서 허용.

그외 사유10주 이내

(상담 후 72시간 경과)

의학적 방법

포함, 허용한

계 삭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

험법 등 부

속 개정안

배우자 동의 삭 제

약물낙태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 허용

낙태에 대한 정보

와 상담서비스 등

제공 기관

임신ㆍ출산

지원 기관 및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중앙·지역

재생산건강

지원 센터

중앙· 지역

임신· 출산

건강안전센터

-

현행 모자보건기구

(보건소 설치 원칙)

상담원 – 의료인 한정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및

임신ㆍ출산종합상담기관
-

의사의 설명 의무
의학적 설명

(과태료 300만원 이하)
지원 등 설명 지원 등 명시 -

의학적 설명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의학적 설명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의사의 진료거부 명시 거부 금지 - - 명시 명시 -

기타 의료비 지원
시술의료기관 지정

(3년 이하의 징역)

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 알선,광고 금지

보험급여

실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제공체계
일반인을 위한, 의료진을 위한



여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2018

보사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하는가

• 2014 WHO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임상진료 핸드북
•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산의 방법과 통증조절방법

• 필요한 검사를 포함, 시술의 시행 전,시술 중, 시행 후 시행되는 조치 및 과정

• 발생할 수 있는 증상 (통증, 출혈) 및 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인지하는 방법, 이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방법

• 시술 후 성관계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

• 시술 이후 피임을 포함한 추후 관리

• 필요한 법적, 제출 서류

• 안전한 유산을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은 생식건강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건강
에 있어 유산의 후유증과 관련된 장기적 부작용 (이후 임신시의 합병증, 부정
적 정신적 예후, 유방암 등)을 겪지 않을 것이다.









http://www.pregnancyoptions.info/



IPPF(국제가족계획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신생아중환자실
호스피스 기관
중환자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실시기관
일차의료 왕진사업 시범기관

특정수술,시술 시행병원
난임시술병원



응급의료포털 E-GEN - 병원찾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
• 일반대중

•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 불법약 브로커가 제공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

•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안내

• 임신중지의 예후(낙인 감소) 

• 의료인
• 임신중지 표준가이드라인

• 약물적임신중지 이후 관리

• 현재 법적상태 – 12주까지는 기소 안 함

• 시스템 구축 후
• 어떤 기관에서 어느 주수까지 시행 가능한지 검색기능



유산유도약 도입
미페프리스톤 도입

미소프로스톨 적응증 확대



약물적 임신중지 ; 30년간의 근거 축적

1) 미페프리스톤 + 미소프로스톨 (12주까지 성공률 99%)

- 미페프리스톤 1알(200mg)을 복용한 뒤 24시간 후 미소프로스
톨을 설하로 4알 복용

2) 미소프로스톨 단독사용 (12주까지 성공률 94%)

- 4알(800mcg)을 설하로 복용한 뒤 4시간 간격으로 2번 더 복용
(총 12알 복용)

• 의료인의 역할변화 (시술자 > 조력자) : 더 많은 의료인 참여

• 여성에게 더 많은 empowerment 부여 :

결정과 시작을 본인 스스로 한다 / 책임있는 결정 요구









약물적 임신중지

• Mifepristone
• 신약도입을 위해 제약회사에서 수입허가신청을 식약

처에 내는데, 현대약품이 등록준비중

• 비급여/비용/제약사항들이 산적

• Misoprostol
• 현재 위궤양치료제로만 승인받은 상황

• 유산유도 목적으로 사용시 off-label(적응증 외)사용

• 부작용관리 안됨, 의료사고시 의사과실, 삭감등의 문제

> 소극적 사용, 약물적 방법 사용 거부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
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줄자 경찰에 경쟁업체 물품의 부작용
을 신고했음에도 수사가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 '이버맥틴(406건)', 말라리아약 '클로로퀸(155건)', 항염
증약 '덱사메타손(8건)'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한 사이트 총 569건과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
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 등이다.



경기도 안산, 15cm 미숙아 시신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  여성은 SNS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 먹고 임신중지.

2019.5. 임신 24주에 온라인으로 불법낙태약 구입하여 임신중지.   

1심 징역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

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 국제적 상황 - 임신중지의료비 공공재원, 공공의료 확충

• Cost -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료비 및 전체 사

회적 비용 감소시키는 효과, 임신중지 시점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제한된 급여화

• 약물적 요법/ 수술적 요법의 수가 차이는?

• 분만, 임신중지 의료에서 낮게 측정된 수가의 문제도 고려.

(8주 117,825; 12주 143,325; 16주 187,450; 20주 241,050; 20주 이상 264,862원)



공공의료 확충
• 합법화되어있는 경우, 공공의료체계에서 제공

• 34개국 전액 공공의료시스템 내에서 무료제공

무료
(34)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재원

(21)

호주, 바베이도스,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영국,
남아공, 튀니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잠비아,에티오피아, 구야나, 인도, 카자흐스탄, 
멕시코(멕시코시티only),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재원
(13)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홍콩, 아이슬란드,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

루과이
캄보디아, 쿠바, 북한

Daniel Grossman (2016), Contraception

조사 가능 80개국 중 ; 69개국 일부 공공의료시스템 내에서 제공
- 전액보조 34개국
- 일부보조 25개국
- 조건부 보조 10개국(한국 포함)
- 보조 없음 11개국

Red: high income level



공공의료 확충

• 합법화되어있는 경우, 공공의료체계에서 제공
• 보조없음 : 오스트리아, 일본, 보스니아, 조지아, 네팔, 태국, 베트남,세르비아,타쟈

스탄, 키프로스 등(11개국)

일부
보조
(25)

특정 연령의 경우 보조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몽골 (미국)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 아르메니아, 독일 (미국)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
전액보조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기혼여성의 경우 보조 중국

정부가 일정 부담
벨리즈, 케이브베르데,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 
(미국)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담
핀란드, 몬테네그로, 대한민국, 스웨덴,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미국) 

민간기관보다 공공기관
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

가나, 리투아니아, 몰도바, 모잠비크,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Daniel Grossman (2016), Contraception



건강 보험 적용에 대한 복지부 회신 및 청구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시술건수 5,669 4,613 3,867 3,560 3,167 1,348

실수진자수 5,604 4,571 3,826 3,530 3,136 1,342

공단부담금 2,677 2,482 2,460 2,606 2,333 1,133

본인부담금 660 549 460 501 471 216

주: 1. 2020년 12월 청구분까지 반영

2.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코드: R4452, R4456, R4457, R4458, R44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임신중절수술 건강보험 청구 현황

( 2015~2020.6월)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더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요

• 약물적 임신중지, 자가임신중지가 늘어날수록, 숙련된 보건의료
인이 줄어든다… / 수술적 방법의 필요성, 합병증에 대한 대처
등 의료인의 역할은 필수불가결

• 케어를 거부 뿐 아니라 케어를 제공하는 것도 신념에 따른 행위

• 임신중지시술이 의료인의 역량, 능력이 되는 환경
•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용, 인증의제도

• 참여 의료인을 더 많이 확보하기 : De-stigmatization, 주류화

• 의과대학교육 : 테크닉이 아니라 가치교육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임신 중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성/재생산건강
상담기관
(보건소, 

학교보건실
NGO..)

의료기관

임신중지 후 상담
피임, 관계/심리상담

통계

청구

수가

중앙성재생산보건센터

• 모니터링
• 연구, 정책개발
• 표준정보제공
• 시술가능기관 관리
• 예후, 합병증 모니터

모니터링



임신 중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성/재생산건강
상담기관
(보건소, 

학교보건실
NGO..)

의료기관

임신중지 후 상담
피임, 관계/심리상담

통계

청구

수가

중앙성재생산보건센터

• 모니터링
• 연구, 정책개발
• 표준정보제공
• 시술가능기관 관리
• 예후, 합병증 모니터

모니터링

의학계

• 진료가이드라인 제작
• 인증교육, 의과대학 커리큘럼
• 표준자료제작

• 환자용 안내자료
• 체크리스트
• 의뢰가능기관

여성계 • 성인지적 관점 모니터링
• 접근성 모니터링
• 여성서사, 경험연구



한국의 WOW을 경유한
유산유도약 이용현황





Women on Waves 프로젝트
- 합법적인 공간(공해, 영공)과 전략을 이용하여

• 선박캠페인 (아일랜드 2001, 폴란드 2003, 포루투갈 2004, 스페
인 2008, 모로코 2012, 과테말라와 멕시코 2017)

• 지역 여성단체 트레이닝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말라위, 방글
라데시)

• 안전한 임신중지 핫라인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베
네수엘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케냐, 말라위, 태국, 폴란드, 모
로코)

• 인터넷 (Women on Web 2005~)

• 인공유산 드론 (폴란드 2015, 아일랜드 2016)

• 인공유산 로봇 (북아일랜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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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 온 웹 데이터는 영국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받는데에 장벽이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임신중지 서비스 우먼 온 웹: 핵심적인 대안”

“우먼 온 웹을 이용한 아일랜드 여성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논문으로 출판되다.”

“지카 바이러스 노출 우려에 따른 라틴아메리카

임신중지 필요” NEJM 2016년 6월호

“안전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때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지 원격의료의 활용”



파일럿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 임신중지 서비스를 도입한 나라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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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성들이 전화를 통해 RU486 
유산유도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소 없이 임신중지가 제공되는
미국의 혁명적 새 프로그램”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 실태발표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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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동위원회: 임신 중지 영역에서의

국제적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Timeline

2005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0

페미당당 미프진
퍼포먼스

2018.8.26

레베카 곰퍼츠 내한
2018.7.5

우회사이트 포함
모두 차단

2020.6

여성인권영화제
vessel 소개

2014.9.25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6.9.22

한국어서비스 시작
2015.2.23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판결

2012.8.23

한국 여성 이용 시작
2010.5

프로라이프의사회, 
임신중지 병원 고발

2010.2.3

Women on Web
창립

2005.11.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5.9.1

검은시위
2016.10.15

헌법재판소 헌법불
합치 판결
2019.4.11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발표

2017.11.26

모두를위한낙태죄
공동행동 출범

2017.9.28

낙태죄 폐지
2021.1.1

식약처 상반기 중
미프진 허가계획발표

2021.3.6

홈페이지 차단
2018.9.4

SNI 차단
2019.3.11

WOW, 민변 및 오픈넷, 
진보넷 문의

2020.8



2018.7.5 Rebecca Gompertz 방한



WOW를 이용한 한국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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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현재 상황은 System failure
• 불법단체들에 의한 피해, 보건의료체계/의사-환자관계 왜곡

• 정부 및 의료인 불신, 개인의료정보보호체계 불신

• 임신중지 > 임신 > 성에 대한 낙인

• 법/제도 정비 시급 – 정보제공, 의료시스템(약도입, 급여체계, 전달체계)

• WOW가 해온 SRHR 진작에의 위상과 역할

• 공식적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