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낙태실태



합법낙태

불법낙태

불법낙태 95.6%
(32만7494건)

합법낙태 4.4%
(1만4939건)

연간총낙태
(34만2433건)

* 보건복지부, 2005.



출생아 438,062

342,433낙태아

* 보건복지부, 2005.



대한민국은낙태공화국



독일 (2004)

일본 (2004)

캐나다 (2003)

영국 (2005)

미국 (2003)

한국 (2005) 29.8

20.8

17.0

15.2

12.3

7.8

가임여성 1000당낙태건수

* 보건복지부, U.N.



1일사망건수

33

53

86

179

938

자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낙태

* 보건복지부,통계청 2005.



연령별낙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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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05.



낙태건수—미혼 vs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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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기혼

* 보건복지부, 2005.



낙태의사유

강간임신

소녀임신

나머지

99.7%

0.03%0.2%

* 보건복지부, 2005.



직업보유상태와낙태경험

28.1

12.9

직장여성 전업주부



낙태하는임신주수

12주미만

12주~20 주

20주이상
96.3%

3.4% 0.3%

* 보건복지부, 2005.



2010년정부실태조사

• 연간낙태추정건수약 17만건

• 기혼여성중절율이 17.1로미혼(14.1)보다높음

• 추정건수는 24만건(’08)→17만건(’10년)으로약 30% 감소

• 중절률은 15.8로 OECD 주요국중에서높은수준

• 낙태여성의 60%가피임하지않음.

• 피임한경우도 42%가배란주기법, 40%가질외사정법



우리나라는
왜낙태공화국이되었나?



•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벌금

②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③전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치상(致像)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 

치사(致死) 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제270조 (의사동의낙태, 不同意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 받아

낙태하게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 -위헌소송결과합헌판결

②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③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④전3항의경우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낙태 관련 법규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 : 1953년도 제정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
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09년 개정 : 임신 24 까지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한계 (1973년 비상국무회의 제정)



1985년대법원판례

“ 인간의생명은잉태된때부터시작되는것이고

회임된태아는

새로운존재와인격의근원으로서존엄과가치를지니므로

그자신이이를인식하고있던지

또스스로를방어할수있는지에관계없이

침해되지않도록보호되어야한다. ”



왜 불법인지 모르나?



산부인과의사들 "405명태아
살해됐는데, 법원무책임"
진오비 "낙태시술에면죄부
준판결은잘못, 합리적양형
기준마련해야”    
/ 2013.7.2. 한국일보

진오비, 낙태면죄부재판부
규탄_ 3일대전지법서항의시
위
/2013.7.2. 의사신문



연도별 출산율 변화 및 인구 정책 변화

* 참고 : 인구보건복지협회 ( 구. 대한가족계획협회) 연혁

4.1

83’ 2.08

05’ 1.08

02’출산억제정책폐기



출산율 저하의 이면



2004년 요양급여기준 개정표

현 행 개 정 (안)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

주 : 모자보건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가. 임신8주이내(R4452)

주 : 가족계획사업에 의거 월경

조절술(MR)을 시행한 경우

에는 약제비를 제외한 진찰

료, 검사료, 마취료, 처방료,

주사료, 사후 관리비용이

포함된 수가인 471.48점을

산정한다. (R4453) 

자-445 인공임신중절수술

주 : 현행과 동일

가. 임신8주이내(R4452)

주 : 월경조절술(MR)을 시행

한 경우에는 471.48점을

산정한다.  (R4453)



인구 정책의 문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경제발전



대한민국,이대로좋은가?



29%

34%

47%

49%

63%

67%

97%

%

본인의요청

사회경제적이유

태아의장애

강간또는근친상간의경우

모체의정신적건강보호

모체의신체적건강보호

모체의생명구조

낙태허용사유별국가비율 (2009)

* 출처 :2010.복지부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