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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 조산제도의 성립과 변화

: 원로 조산사들의 구술을 심으로

박 윤 재

연세  의사학과

1. 머리말

산부인과의원, 산후조리원. 출산과 련하여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이다. 산 ?  

출산을 담당하던 직업  하나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조산사? 출산을 돕는다는 말 

같기는 한데 왠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하지만 조산사는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의료

법에서 공식 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일반인에게 친숙할 산 라는 명칭이 1951년 

조산원으로, 1987년 조산사로 개칭된 것이다.1)

의료직은 최근 비정규직화의 물결 속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의학 문 학원, 치

의학 문 학원 비를 한 학원 고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공식 의료인인 조

산사는 외이다. 조산사의 수는 고 있고, 본문에서 구체 으로 살피겠지만, 소멸의 기

에 직면해 있다. 그 미래 역시 밝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가 어드는 가운데 그 안의 하나로 조산사 육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이 은 조산사를 둘러싼 제도가 해방 후 한국에서 어떻게 성립되고, 변화되었는지 살

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조산제도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 에서 이 은 주로 법령에 

주목하 다. 사회  변화는 법규의 제개정으로 완결되고, 다시 그 법규가 사회를 변화시키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체 으

로 알아보기 해 원로 조산사들의 구술을 이용하 다. 

이 에서는 연세 학교 의학사연구소에서 국사편찬 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원로 

조산사 구술 채록 에서 6명, 즉 강옥수, 고 자, 김근화, 이옥기, 정두리, 허 순 선생의 

1) 이 에서는 서술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출산을 담당했던 이 직업을 재 사용하는 명칭인 

조산사로 통일하 다. 다만 직  인용의 경우 산 , 조산원, 조산원 등을 그 로 사용하 다. 

延世醫史學 제11권 제2호: 34-48, 2008년 12월                              Yonsei J Med Hist 11(2): 34-48, 2008



해방 후 한국 조산제도의 성립과 변화  /  35

것을 이용하 다. 이들은 구술자 에서도 원로이거나, 교육과 경력에서 이채를 띤 분들이

다.2) 구술은 조산사 선택의 배경부터 산 , 산후 리문제까지 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에서는 조산제도의 변화와 련된 내용만을 이용하 다. 채록 작업에 참여한 나머지 

분들도 조산제도의 변화를 알려주는 귀 한 구술을 해주셨지만, 국사편찬 원회의 규정상 

이 에서 직  인용은 하지 못했다.3) 추후 이 을 보완하게 될 경우 나머지 분들의 구술

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 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2. 해방과 조산제도의 성립

(1) 간호학교 졸업과 면허 부여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신생 한민국 의료제도의 출발을 의미하는 상징 인 법률

이었다. 국민의료법에서 ‘조산원(助産員)’은 보건원, 간호원과 함께 제3종 의료업자로 규정

되었다. 제1종은 의료․치과의사, 제2종은 한의사 다.4) 조산원의 임무도 규정되었다. 같은 

해 제정된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조산원은 조산 는 임산부, 욕부(褥婦)  신생

아의 보건  요양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5)

국민의료법은 통 으로 조산사를 지칭하던 명칭인 산 (産婆)가 폐지되는 계기도 되

었다. 국민의료법은 “시행당시에 존한 의생(醫生)은 이를 한의사로, 보건부는 이를 보건

원으로, 산 는 이를 조산원으로, 간호부는 이를 간호원으로 개칭한다”고 규정하 다.6) 식

민지시기 이래 보편 으로 사용되던 산 라는 용어는 공식 으로 폐기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허 순 선생은 (婆)가 주는 ‘할머니’라는 어감이 좋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

어도 할머니고 늙어도 할머니란 말이 요.”

1951년 국민의료법이 발령되기 까지 한국의 의료제도는 1944년 제정된 ‘조선의료령’

의 규정을 받았다. 조선의료령은 할하는 의료 계자를 의사, 치과의사, 의생, 보건부, 조

산부, 간호부로 하 는데,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에 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하 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시인 을 고려하면 조산사에 

해서는 1931년 반포된 ‘조선산 규칙’이 직 인 법률로 작용하 을 것이다.7) 조선산

2) 이 분들에 한 자세한 이력은 이 특집 말미에 실린 ‘조산사 인터뷰 과정 정리’에 실려 있다. 

3) 구술채록 작업 결과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국사편찬 원회에 감사의 말 을 

드린다. 

4) ｢國民醫療法(법률 221호)｣, 보 (1951. 9. 25). 

5) ｢國民醫療法施行細則(보건부령 11호)｣, 보 (1951. 12. 25). 

6) ｢國民醫療法(법률 221호)｣, 보 (195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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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르면 조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산 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경성제국 학 의학

부 부속의원, 도립의원, 철도의원의 간호부조산부양성소의 조산부과를 졸업한 자, 조선총독

이 지정한 산 학교 는 산 양성소를 졸업한 자 등이었다.8) 

해방 이후 조산사 면허는 장 에 의해 지정을 받은 학교의 졸업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다. 조선산 규칙의 내용과 유사하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그 

내용을 확인시켜 다. 국민의료법에 따르면 “보건원․조산원 는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左記)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 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했다. 자격 조건이란 ① 소 장 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②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③ 주무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주무부장 이 시행

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④ 주무부장 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주무

부장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다.9) 

식민지시기와 달라진 도 있었다. 간호학교 졸업생들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조산교육

을 시킨 후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동시에 주었다는 이다. 간호의 역사 는 미군정기 

간호학교에서 간호와 조산과정을 통합시켜 교육하도록 하 고, 3학년때는 조산사 면허를 

한 조산실습으로 20건 이상의 조산을 하도록 규정하 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교육의 

결과 간호학교 졸업생들은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다.10) 

면허를 받기 해 교육과정에서 최소한 20건 이상의 분만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은 구술

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김근화 선생이 다녔던 세 란스고등간호학교의 경우 학생

들은 분만 건수를 충족시키기 해 병원에서 분만이 이루어질 때마다 호출되었다. “시간 

되면 불러요, 산건만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부르면 와서 스무건 받고 들어가고.” 분만 과

정은 세 란스병원의 조산사가 감독하 다. “노련한 조산원이 감독으로 지키고, 이 게 이

게 해라 가르치고.” 감독은 학생들의 분만 건수도 기록하 다. 

학생들이 담당하던 분만은 정상 분만에 한정되었다. 학생들은 모든 분만 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호출되었다. “분만이 진행돼서 낳기 직 에 우리를 부른다고. 모든 게 비된 상

태에서 우린 기하고 있는 거 요.” 분만과 련된 다른 과정, 를 들면 장과 같은 것

은 이미 이론 교육을 통해 습득한 상태 다. 학생들은 다만 “아이만 받는 거” 다. 

군산에 치하고 있었던 개정고등간호학교( 재 군산간호 학)를 졸업한 강옥수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조산사 면허를 받기 해서는 “직  내가 개조한 사람, 그 사람이 스

무명 있어야” 했다. 분만을 경험할 때마다 담당 의사가 조산기록부에 확인을 해주었다. 그 

7) 이꽃메, 한국근 간호사 (2002), 200쪽. 

8) ｢산 규칙 개정｣, 朝鮮總督府官報 (1931. 6. 12). 

9) ｢國民醫療法(법률 221호)｣, 보 (1951. 9. 25). 

10) 간호의 역사 ( 한간호 회, 1998),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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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근거하여 신청을 하면 면허가 나왔다. 다만 조산 체험을 졸업 후에 했다는 은 달

랐다. 학교는 학생들이 “3학년 졸업했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단했다. 세 란스

병원과 달리 출산 비 단계부터 졸업생들이 참여했다는 도 달랐다. 

김근화 선생이나 강옥수 선생이 학교에 다녔던 1940-50년 는 아직도 가정 분만이 많았

을 때 다. 그 때 학생들이 20건 이상의 분만을 체험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두 분

은 아니라고 했다. 실습을 했던 서울의 세 란스병원이나 군산의 개정병원이 모두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세 란스 병원은 산건이 많아서 학생들이 20명씩, 20건씩 아

마 거의 다 받았어요.” 개정병원도 마찬가지 다. 개정병원이 “종합병원이니까요. 다 그리 

와요.” 

하지만 모든 간호학교 학생들이 같은 혜택을 린 것 같지는 않다. 이옥기 선생이 졸업

한 구 간호 학의 경우가 그랬다. “실습은 받지만 그 때는 (분만을) 거의 못 보죠.” 분만

에 직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김근화 선생에 따르면 “다른 데선 산건

이 없어서 어딘가 다른 병원으로, 부산에 일신산원 같은데, 동원돼서 갔는가 요.” 먼허요

건인 20건의 조산 경험을 해 분만 건수가 많은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다는 이야기이다. 

(2) 자격시험과 면허 부여

해방 후 조산사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자격시험 합격이었다. 소  검정고시 합격이

다. 1952년 자격시험규정에 따르면, “조산원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교를 졸업하

거나 문교부장 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조산에 하여 3년이

상 실지수련을 받은 자 는 간호원으로서 그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다. 시험과목은 

산과학, 조산법, 산과공 생간호, 생아학(初生兒學), 양학, 조산원윤리 다.11)

1953년 시행된 ‘조산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조산사가 된 허 순 선생에 따르면 시험 

자격으로 역시 20건의 조산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 자격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왜

냐하면 수험자 “ 부 다 개인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면서, 몇십년 근무한 사람이 

시험 치러 왔”기 때문이다. 검정고시의 목 은 “자격증 없이 산부인과 일을 하던 사람”들에

게 면허를 주는데 있었다. 허 순 선생은 외 다. 시험을 해 “(산부인과) 경험 없이 (책

을) 외워 가지고 온 사람은 뿐이더라구요.”

허 순 선생의 기억에 따르면 검정고시는 사흘 동안 진행되었다. “필기를 이틀 보고 실

습하고 그랬어요.” 비록 임상 경험이 없었지만 실습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실기시험도 

부 제가 알만한 얘길 하더라구요. 어느 때를 배림이라 그러느냐? 발로를 어느 때를 말하느

냐?” 실습에는 마네킹이 동원되었다. “마네킹 가지고, 애기 나오면 어떻게 받느냐 해 라! 

11) ｢保健員․助産員․看護員資格試驗規程(보건부령 13호)｣, 보 (1952. 1. 30). 



38  /  延世醫史學  제11권 제2호

그러면 제가 들어가지고. 거꾸로 드는 건 아니까. 들어서 이 게 엉덩이 치고.” 합격은 했

지만 실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허 순 선생은 산부인과에 들어갔다. “산부인과 가

가지고 처음에는 월 도 안 받고 그냥 배웠어요.”

조산사 자격시험은 1962년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다만 2년 정도의 유 기간이 있었다. 

1962년 반포된 의료법 부칙에 따르면,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자격시험규정에 의하여 1과

목이상 합격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자는 본법 제2장의 차를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12)

3. 1962년 의료법과 수습기간 지정

1962년 국민의료법이 폐지되고 의료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은 조산사 양성에 커다란 

변화를 래하 다. 자격기 이 바 었다. 이제 조산사는 “간호원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

건사회부장 이 인정하는 의료기 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필한 자”만이 될 수 있었

다. 더 이상 지정된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시험 합격만으로는, 조산사가 될 

수 없었다.13) 수습기 에 한 규정도 정해졌다. 수습기 은 월평균 분만건수가 30건 이상

이 되는 종합병원 는 병원, 수습생수가 월평균 분만건수의 1 / 3 이하가 되는 종합병원 

는 병원이었다.14) 조산사 자격 획득의 조건이 강화된 것이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조산사의 질을 높이기 한 목 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김근화 선

생은 이 제도가 한마디로 ‘실패작’이라고 단정지었다. 수습을 담당한 병원도, 수습을 받아

야 할 간호사도, 분만 업무를 공유하던 산부인과 의사도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선 병원의 

경우 교육 비용이 문제 다. “교과과정 강의를 해야지, 실습을 시켜야지, 굉장히 어렵죠.” 

실습생도 불만을 가졌다. 수습기간인 “1년 동안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하면 월 을 받

는데, 수당 몇 천원 받고 1년 동안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 기 때문이다. 경

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학생, 수습생이니까.” 산부인과 수련 의사들도 조산 경험이 필요했

다. “산부인과에 수련의가 있잖아요? 수련의도 몇 건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수련의들이 

건수를 받아야 하니까 조산사한테 돌아가지 않는 거 요. 실습하는 기회가 안 돌아가는 거

요.” 병원 운 의 주도권이 의사에게 있다고 할 때 조산사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허 순 선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년간 하는 동안에 그거 할 때(수련받을 

12) ｢醫療法(법률 제1035호)｣, 보 (1962. 3. 20). 

13) ｢醫療法(법률 제1035호)｣, 보 (1962. 3. 20). 

14) ｢醫療法施行規則(보건사회부령 77호)｣, 보 (196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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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월  못 받거든요. 간호 학 나와 가지고 바로 돈을, 딴 사람은 버는데, 자기는 못 벌

고. 밤에,  거의 다 조산사는 밤에 하거든요. 그러니 힘들고, 월 은 많이 안주고.” 보건

사회부도 1년의 수습기간을 둔 것이 조산사 감소의 원인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조

산사 수는 1969년 6,103명에서 1980년에는 4,833명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  하나가 

“조산원의 면허를 간호원 자격소지자가 추가로 1년간의 조산수습을 받도록 한 규정의 향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15) 결국 정부가 극 개입하기도 하 다. 김근화 선생의 이야기이

다. “정부에서 강제로 시킨 경향이 있어요. 세한 데는 국고 보조를 했어요. 양성 강사비, 

교재비, 이런 것을 보건사회부 간호과에서 줬다고요.”

4. 1973년 의료법과 조산소 개설

(1) 조산활동 범

1973년 개정된 의료법은 조산사의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래하 다. 조산사의 의료행

 범 가 범 하게 ‘조산’으로 규정되었고, 조산소를 개업하여 임산부를 입원시킬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산사의 의료활동 범 는 지속 인 논란거리 다. 출산의 어느 범 까지를 조산사가 

할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와 조산사는 립하고 있었다. 1973년 법 개정의 의

미를 악하기 해서는 이  의료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

료법 시행세칙은 조산사들의 진료나 의료기구 사용에 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탯 을 단하거나 장을 하는 것 정도가 외 다. 즉, “보건원, 조산원 는 간호원은 

주치(主治)의 의사 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없이는 생상 해를 생(生)할 우려가 있는 행

 혹은 진료기계를 사용하거나 의료약품을 투여 는 의약품에 한 지시를 하지 못”했

다. 다만 “조산원이 제 (臍帶)를 단하거나 장을 행하는 등 그 업무에 부수되는 처치에 

하여는 외”를 두었다. 이외의 경우 “임산부, 욕부(褥婦), 태아 는 신생아에 이상이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청하여야” 했다.16) 

1962년 면 개정된 의료법 역시 조산사의 의료행  범 를 ‘정상분만’에 한정시키고 

있었다. 즉,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는 임부, 해산부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하

다.17) 그 규정이 1973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변경되었다. 변경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5) 보건사회 1981년 , 보건사회부, (1981), 97쪽. 

16) ｢國民醫療法施行細則(보건부령 11호)｣, 보 (195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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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産褥婦)  신생아에 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

사함을 임무”로 한다.18) 즉, 의료법에서 ‘정상분만’이 삭제되었다. 

김근화 선생은 그 개정을 주도하 다. 당시 의료 실에 한 고려 때문이었다. 

(태아가) 거꾸로 된 것도 있고, 횡으로 있는 것도 있고, 둥이도 있고, 낳다가 못 낳는 경우

가 있는데,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조산원이 그걸(의료행 를) 못한다면 (산모를) 버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리고 낳다가 열이 되고, 그럼 꿰매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착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분만을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그냥 분만으로 했죠.

응 상황에서 조산사들이 의료행 를 할 수 없을 경우 피해는 산모와 태아가 볼 수밖

에 없었다는 회고이다. 구술자  최고령이었던 고 자 선생의 경우 자신이 극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회고하 다. 창기 조산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 하면 내가 

다 합니다. 해 놓고 사람 살려야 될 테니까.” 환자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의료행 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병원에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산모의 가정이 무 가난했던 

것이다. 정두리 선생은, 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던 어느 산모가 병

원비가 고가임을 알고서 “아유, 셋돈하고 꼭 같애요. 셋돈하고 꼭 같애요”라며 불안해

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법률상으로 조산사의 업무가 포 인 ‘분만’으로 규정되었지만, 그 한계를 둘러싼 논쟁

은 지속되었다. 를 들면, 1978년 10월 28일 보건사회부에서 개최된 의료심사 원회는 ‘조

산원의 업무 한계’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개최 이유는 “조산원들의 업무 한계가 불분

명하여 의료검사업무상 는 각 수사기 에서 법 용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이

다. 구체 인 주제는 ① 조산원이 분만시 회음부 열상을 합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산원이 분만  임산부에게 분만 진제 주사를 임의로 주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회음부 

열상 합수술 후 항생제 (각종) 주사처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항생제 복용 처방지

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조산원이 산모의 분만시 진공흡인 분만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19) 

의료심사 원회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해서는 1979년 한조산 회에

서 발간한 조산업무지침서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조산사의 업무 한

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다. 

17) ｢醫療法(법률 제1035호)｣, 보 (1962. 3. 20). 

18) ｢의료법(법률 제2533호)｣, 보 (1973. 2. 16). 

19) ｢의료심사 원회 개최(의제 1420-14745)｣, 보건사회부, (197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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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은 출산한 임산부의 열된 회음부를 환자의 승낙이 없다 하여도 합병증 방  출

의 긴  방지를 하여 합하여야 함. … 조산원은 의료인으로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조치

(시주행 )를 하여야 하고 난산이나 산모상태에 이상이 발생하 다고 측될 때 즉시 응 처

치를 하고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조산원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 범  내에서 임무 수행상 필

요한 조치(시주행  등)을 하여야 하고, 지도의사의 지도 에 한 항생제 (각종) 주사조치

를 해야 하고, 한 항생제 복용지시를 하여야 함. … 조산원은 의료인으로써 의료법 제3조 6

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의료비품(의료기구, 의약품  생재료 등)을 선택 

이용  하여 조산  임부, 해산부,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 지도에 철 를 기할 수 있도록 의

료비품을 확보토록 되어 있음.20)

응 상태일 경우 조산사는 임산부의 열된 회음부를 합하거나 주사를 시행할 수 있

으며, 난산의 경우에는 응 조치 후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 다. 의료기구, 의약품은 

선택 이용이 가능하지만, 항생제 조치는 지도의사의 지시 아래 할 수 있었다. 지도의사의 

‘지도’라는 제한이 가해지기는 했지만, 조산사의 의료행  범 를 넓게 인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도의사 제도에 해서는 3 에서 살펴본다. 

(2) 조산소 개설

1973년 개정된 의료법은 조산사들이 조산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의료기

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함께 조산소를 규정하

는데, 조산소란 구체 으로 “조산원이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신생아에 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 ”이었다.21) 

조산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도 규정되었다. 의료기 별 시설기 에 따르면 조산소는 진료실

(분만실 겸용),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다.22) 구체 으로 진료실은 넓이의 제한은 

없으나 환자의 진찰 건강 상담, 치료를 한 당한 시설이어야 했고, 소독시설로는 증기, 

가스 장치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 기구를 비치해야 했다. 이외에 보건사회

부장 이 정한 소정의 구 낭을 비치해야 했다.23)

해방 후 조산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 으로 산원(産院)이 있었다. 여기서 산원이란 20인 이상의 임산부 

는 산욕부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었다.24) 하지만 출산의 공간으로 산원은 유명무

20) 조산업무지침서 ( 한조산 회, 1979), 71-73쪽. 

21) ｢의료법(법률 제2533호)｣, 보 (1973. 2. 16). 

22) ｢의료법시행령( 통령령 6863호) 별표1｣, 보 (1973. 9. 20). 

23) 조산업무지침서 ( 한조산 회, 1979),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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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에 발간된 한보건연감 에 따르면 병의원이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산부인과의원을 제외하고 ‘산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자

동 175번지 허 숙(許英肅) 산원뿐이었다.25) 

산원은 1962년에 반포된 의료법에서는 제외되었다. 의료기 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의

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26) 신 1962년 반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조산업 개업에 한 구체  규정을 마련하 다.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

는 개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개업하고자 하는 장소, 개업 정 연월일을 소정 약

식에 기재하여 개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7) 이때 분만 장소는 조산소가 아니라 산모의 집이었다. 허 순 선생

의 경우 자신의 집에 ‘허 순 조산소’라는 “간 (을) 크게 붙”이고, 산모의 가족, 를 들면, 

남편이 찾아오면 산모의 집으로 일종의 왕진을 나갔다. 

조산소가 개설되기 까지 조산사들은 산모가 호출하면 먼 거리를 왕복해야 했다. 자신

의 집에 조산소를 개설한다면 분명히 조산사에게는 편리했다. 하지만 조산소는 조산사에게

만 편리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근화 선생의 구술에 따르면 “문

제가 뭐냐면, 한 집에서 주인이 애를 임신하면,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애를 못 

낳아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내 집 없는 설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1994년 조산소

는 조산원(助産院)으로 개칭되었다.28) 

(3) 지도의사 

1973년부터 조산소 개설이 가능했지만, 단서가 있었다. 지도의사가 필요했다. 의료법 규

정에 “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단

서가 있었기 때문이다.29) 지도의사 선정은 조산사가 했다. 강옥수 선생의 경우 주 의 산부

인과 의사들을 조사한 후 그  한 분에게 “제가 조산소 개업하겠습니다, 지도의사 해 주

세요”라며 부탁했다고 한다. 물론 허 순 선생처럼 1950년  개업 기부터 산부인과 의사

와 지속 인 교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 희가 거의 가는 병원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어느 산부인과. 그 게 한 선생님씩 맡아 놓고 다녔어요.” 

지도의사는 조산사의 업무를 문자 그 로 ‘지도’했다. 강옥수 선생에 따르면, 회음부 

24) ｢國民醫療法(법률 221호)｣, 보 (1951. 9. 25). 

25) 한보건연감 (보건연감사, 1956), 23쪽. 

26) ｢醫療法(법률 제1035호)｣, 보 (1962. 3. 20). 

27) ｢醫療法施行規則(보건사회부령 77호)｣, 보 (1962. 5. 7). 

28) ｢醫療法 일부개정(법률 제4732호)｣, 보 (1994. 1. 7). 

29) ｢의료법(법률 제2533호)｣, 보 (197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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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같은 ‘수술’의 경우 “지도의사의 책임 하에 하게 돼있고, 우리(는) 항상 리포트(report) 

하게 돼 있고, 조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의 지도를 받게 돼” 있었다. 항생제 처방의 경우도 

지도의사의 승인이 필요했다. “지도의사한테 가져가서 이 사람 이 게 이 게 해서 이거 

썼습니다, 처방  싸인 받지.” 이옥기 선생의 경우 지도의사에게서 새로운 분만 진제를 소

개받기도 하 다. 

구술과정에서 지도의사를 언 하지 않은 조산사들도 있었지만, 언 할 경우 체로 정

인 평가를 내렸다. 이옥기 선생에게 지도의사의 존재는 이었다. “난 지도의사 없으

면 (조산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도의사가 가장 힘이 어요. 그리고 항상.” 허 순 선생

도 마찬가지 다. “출 이라는 게 태반이 잘 안 나와서 출 하던지 그 지 않으면 자궁경부

가 나가 가지고 출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산부인과) 선생님이 카바(cover) 안해주면 내가 죽

는거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잘 매치가 되야 선생님이 이런 거는 카바를 해주거든요.”

지도의사 제도가 조산사들에게만 도움을  제도는 아니었다. 이옥기 선생에 따르면, 피

지도 계를 맺은 조산사의 경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임산부들을 모두 지도의사에게 보

냈다. 지도의사들에게 일정한 환자 공 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집에 우리 손님

이 가니까.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가잖아 . 그러니까 그 수술환자 한번 했다하면 자

기 꺼니까. 부 그 집에 다 갔지.” 강옥수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내가 애기 받는 

에 산후출 로, 리딩(bleeding)으로, 의사선생님한테. 조  이상이 있으면 다 넘기거든요, 

지도의사한테.”

5. 의료보험과 조산업의 쇠퇴

1977년 실시된 의료보험은 한국 의료의 지형을 뒤바꾼 사건이었다. 비록 부분 이었지

만 국민들은 국가가 할하는 의료 혜택을 향유하기 시작했고, 1989년 그 범 는 국민으

로 확 되었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보험은 복지의 향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조산사

들에게는 일종의 ‘재앙’이었다. 물론 그 이 부터 조산사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었다. 가족계획이었다. 

1962년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한 기반 조성을 

해 가족계획을 실시하 다. 종래 방임했던 출산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산건

이 기 시작했다. 허 순 선생의 회고이다. “가족계획이 시작 거든요,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 을 때. 그니까  산건이 어지더라구요.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도

에 가니까  산건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계획 지도원을 한 거 요.” 이 까지 출산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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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조산사가 출산을 억제하는 가족계획요원이 된 것이었다. 

1977년 의료보험은 이미 어들던 임산부들의 발길을 조산사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돌리

는 계기 다. 병원 출산은 이 까지 외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68년 조사에 따르면 

“ 국의 유자격자(의사․조산원)에 의한 분만개조율은 1965년에 16.1%(이에 자비 부담자 포

함) 고, 매년 원만히 증가하여 1968년에 19.4%에 달하는 극히 낮은 상태” 다.30) 산건이 

었다는 의 허 순 선생 구술과는 배치되는 자료이지만, 1960년 가 거의 100% 가까이 

병원 분만이 이루어지는 지 과는 다른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정두리 선생의 구술에 따르면 정상 분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조산사들은 이상 분만

을 담당했다. 임산부들은 “병원이니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낳을  몰랐”다. “산부인과 병

원에서 애기 놓으면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 출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허 순 선생의 회고이다. “산  찾는 사람은 약간 가난한 사람이 요. 돈 많은 사

람은 그 때도 병원 가는 사람 좀 있었거든요, 종합병원 같은 데.” 에서 강옥수, 김근화 

선생이 조산사 면허 취득을 한 제조건인 20건의 조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종합

병원을 찾는 산모들 덕분이었다. 

비록 경제력 부족으로 병원에 갈 수는 없었지만 임산부들이 병원에 해 가지는 기

감은 분명히 존재했다. 안 함에 한 기 다. 고 자 선생의 회고이다. “큰 병원에 가서 

말이야, 안 하게 말이야. 뭐, 이상 있어서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안 하게 한다고.” 

시설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김근화 선생은 청결을 로 들어 이야기한다. “병원에 가면 깨

끗하잖아요. 개업 조산원한테 가면, 어떤 데서는 집에서 쓰던 침 , 안 쓰는 침 , 이런 거 

놓고 쓰더라고. 있는 거니까 쓰는 거 요. 그러면 거기 가 (조산사에게) 가겠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그래도.”

의료보험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병원의 근성을 높 다. 정부에서 소비자의 편의

를 해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김근화 선생의 회고이다. “의료보험이 되니까 

문턱이 낮아졌죠. 병원에 가기 쉬운데, 수가도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구태여 조산원한테 

갈 필요 없거든.” 병원 이용 증가는 객 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1982년 조사에 따르면 동

일 지역 내에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의료이용율은 차이가 있었

다. 아래 표는 의료보장 수혜 여부별 연간 1인당 평균 병의원 방문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도시에서 병의원 방문 횟수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31)

30) 보건사회 행정의 실 과 망 (보건사회부, 1971), 159쪽. 

31) 보건사회백서 1984년도 (보건사회부, 1984),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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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도시 읍지역 면지역 벽지

수혜인구 7.16 5.59 2.60 1.50

비수혜인구 3.89 3.18 1.81 0.59

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조산사들에 한 임산부들의 존경심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강

옥수 선생에 따르면 1960년 만 해도 이상 분만으로 고통받던 산부들이 “막 소리소리 지르

다 내가 가면  끊어지지. 그러고 살았다, 인제 나는 살았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제가 구세주 요.” 하지만 그들의 인식이 의료보험을 계기로 변화했다. “핑핑하면

서(무시하면서) 도 애기 받을  아냐는 식으로, 나 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데요. 

그래서 내가 참 자존심 상했죠.”

1987년 의료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조산사의 명칭과 면허 취득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명칭과 련해서는 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명칭이 각각 조산사(助

産師)․간호사․간호조무사로 변경되었다. 자격 취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종 에는 간호

사로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면허를 부여하 으나, 조산사국가시험

제도를 신설하여 수습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거치도록” 하 다.32) 조산사 면허 취득을 

해서는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추가 단계를 거쳐야 했다. 새로운 제도를 맞아 한조산 회

는 1988년 5월 17일 조산사 국가시험 비 원회를 구성했다.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은 

1990년 1월 24일에 실시되었는데, 240명의 응시자  235명이 합격하여 98%의 합격률을 보

다.33) 

1987년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조산제도는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산사가 되기 

해서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1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차이

다. 하지만 그 차가 재 조산사 양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 되고 있다. 2008년 2월 

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조산사 수습기 은 모두 4곳, 계명  동산의료원, 부산일신기독

병원, 안동성소병원, 을지 학병원이다.34) 이  “실질 으로 조산사 수련”이 이루어지던 

곳은 일신기독병원이었다.35) 그 일신기독병원이 “본원의 운 정책에 따라 조산수습 교육을 

2009년도부터 폐지하게 되었”다.36) 짐작하건 , 최근 출산 경향으로 인해 분만 건수가 축

소되는 가운데 교육 비용에 부담감을 느 기 때문일 것이다. 나머지 수습기 에서 소수를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32) ｢醫療法中改正法律(法律第3948號)｣, 보 (1987. 11. 28). 

33) 조산역사 100년 ( 한조산 회, 2006), 124쪽, 128쪽. 

34)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35) ｢입소문 타고 늘어가는 조산원 분만｣, 쿠키뉴스 (2008. 10. 9). 

36) http://www.ilsin.or.kr/05_information/sub_09.php?pmode=read&u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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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조산사의 미래

조산사의 미래에 해 원로 조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근화 선생은 강하게 

주장했다. “아마 이게(조산사) 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없어지면 안 되고.” 하지만 

조산사의 존속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미래에 해서는 비 이었다. 간호사와 조산사의 길 

 조산사를 선택했던 정두리 선생은 “좀 비 인 것 같아요”라고 제한 후 지  직업을 

선택하라면 “차라리 간호사가 낫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무엇이 조산사의 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을까? 허 순 선생은 무엇보다 시 의 변화, 

그 에서도 산모들의 태도 변화를 지목했다. “요새는 애가 크니까 낳기가 힘들고 엄마들

이 옛날처럼 꼭 낳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요새 엄마들은. 그냥 무조건 배째달라고 

소리지르지.” 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조산사의 시술 범  논란도 문제이다. 이옥기 선생

은 “반드시 조산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라고 제한 후 “법 인 어떤 지침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법 인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출산과 련하여 박하게 두되는 문제는 조산사를 체하던 산부인과조차 사라

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재 국 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곳은 남북과 

경북 등 7개 시도  27개 시군구에 달한다. 그 결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하

나같이 아이를 낳기 해 힘겹게 다른 지역까지 오가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37) 산

부인과에서 분만을 피하는 이유는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한 불안”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경  악화 등이다.38) 

원로 조산사들 에는 조산사 육성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이들이 있다. 를 들면, 김근화 선생이다. “ 학원 과정에서 (조산사를) 양성하고, 조

산소(수습)기 을 의료기 에서 안하고 학원에서 실습을 보내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회나 정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2008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산사 수습과정을 다양화하여 간호 학을 수습기 으로 지

정하고 실기교육은 의료기 에 탁하여 수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

으로는 재 운  인 문간호사제도와 같이 학원과정에 조산사 교육과정을 설치하

는 것이다. 하지만 발제 당사자 역시 이러한 변화를 해서는 “이해 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검토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39) 

37) ｢아이 더 낳고 싶은데 산부인과가 없어요｣, 세계일보 (2008. 12. 30). 

38) ｢ 기의 개원가 ‘1차 의료가 흔들린다’｣, KMA times (2008. 10. 10). 

39) 배경택, ｢조산사 인력 정책의 문제   개선방향｣, 여성이 행복한 출산을 한 정책토론회(국회

의원 김춘진․ 한조산 회) (200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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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계자의 조율을 강조한 그의 염려는 기우가 아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조산사들의 

음 사용 여부가 논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 음  기기를 사용해서 진단을 내리는 

행 는 엄연한 진료행 ”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산사들은 “우리도 의료인”이

라며 음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40) 의료기구의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

까지 그래왔듯이 조산사의 미래가 조산사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과 의 아래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다. 이 에 없던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의료소비자인 임산부

들이다. 이들은 한 시기 출산의 요한 주체로 한국 사회에서 활동했던 조산사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와있다. 

핵심어: 조산사, 수습, 조산소, 의료보험, 조산사 국가시험

40) ｢쏟아지는 산부인과 정책, 가는 곳마다 ‘지뢰밭’｣, 헬스코리아뉴스 (2008. 11. 24). 



48  /  延世醫史學  제11권 제2호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of Midwifery System in 

Modern Korea(1945-2008)

PARK Yun-jae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in 1951 a medical law in which midwife was prescribed as 

a third official medical personnel. Anyone who wanted to be a midwife should either graduate 

from nurses’ school or pass the examination for the licence. In 1962, the midwifery system 

experienced a big change which demanded the applicant to receive another one year’s 

apprenticeship in appropriate hospital. Adding one year without tangible reward was regarded as 

wasting time for the applicant so that it is pinpointed as a main reason of the decline of 

midwife in Korea. After the revision of medical law in 1973, midwife could open her own 

maternity house, before that time she should visit pregnant woman’s house. The declining speed 

was accelerated after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inaugurated in 1977, because, thanks to the 

lowered treatment fee, pregnant women more easily went into medical center for giving a birth. 

In 1997, due to the revision of medical law, applicant for midwife should pass the national 

examination, after finishing one year’s apprenticeship. 

Key words: Midwife, Apprenticeship, Maternity Hospital, Medical Insurance System, National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