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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년 어느 가을 오후였다 기말 보고서를 쓰기 위하여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도중2013 . , 

사료를 하나 발견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발간한 짧지 않은 보고서였다 저녁에는 학부를 . . 

함께 다닌 형과 식사 약속이 있었다 급하게 보고서를 인쇄하고 스테이플러로 묶어 종이봉투에 . 

담았다 이동 중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 카페에서 형을 기다리며 몇 장을 . . 

읽어보았다 일단은 보고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기분 좋게 저녁을 . .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정도 보고서를 준비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석사 마지막 수업을 . 

넘겼다.

한동안은 사료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원래 생각했던 다른 주제로 석사 . 

논문을 썼고 석사를 끝내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주제를 기웃거렸다, . 

방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는 또 다른 주제를 . 

실었다 질병 개념의 변화 속에서 보편과 개별의 긴장을 추적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하나 . . 

그 마음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박사 수업을 마칠 때쯤에는 산업의학의 역사를 뒤적였다 점점 . . 

초조해졌다 곧 연구계획서를 내야 했다 자료를 모은답시고 쓴 돈도 적지 않았다. . .

다시 묵혀둔 사료를 꺼냈다 사실 사료를 찾아놓고도 다른 주제를 찾아 헤맸던 나날의 . 

이면에는 알게 모를 부담감이 있었다 물론 다른 주제라고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만 가족계획 . , 

사업은 정도가 달랐다 남성 의사라는 정체성이 사태에 대한 판단을 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탓이었다 내가 과연 여기에 무슨 말을 얹을 수 있을까 걱정도 적지 않았다 괜히 주변을 . . 

괴롭혔다 제가 이 주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못하지 않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 . . . 

돌아오는 말속에는 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그렇게 몇 . 

년의 방황을 뒤로하고 그제야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

작건 크건 모든 성취는 타인의 도움과 희생의 산물이다 논문을 지도해주신 여인석 . 

선생님께서는 너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갈팡질팡하는 제자를 믿고 기다려주셨다 이 , .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 



감사드린다 석사 과정부터 공부를 가르쳐주신 신규환 선생님께서는 역사학자가 응당 갖추어야 . 

할 자질을 몸소 보여주셨다 박윤재 선생님께서는 엄밀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고. , 

이일학 선생님께서는 학부 시절부터 어린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셨다 홍창희 선생님께서는 . 

논문의 결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셨다.

연세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여러 선생님과 대학원 동료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김영수 선생님께서는 학문과 삶에서의 고민을 모두 함께 나누어주셨다 이경록 선생님께서는 . 

논문의 문제의식을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을 주셨고 김진혁 선생님께서는 학위 과정을 함께 , 

하는 동료로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다 서혜선 선생님과 전정은 선생님께서는 여러 . 

행정 사안을 도와주셨다 함께 공부한 신예니 선생님과 안미홍 선생님은 논문 주제 앞에서 . 

고민하는 내게 큰 용기를 주셨다 강성은 선생님과 김원중 선생님을 비롯한 동학께서는 대학원 . 

논문 발표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주셨다.

몸담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의 많은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김평만 신부님께서는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주시며 많은 축복을 기원해주셨다. 

성기헌 신부님께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현석 . 

선생님께서는 인생 선배이자 선배 연구자로서 진심 어린 환대를 보여주셨다 김수정 . 

선생님께서는 균형 잡힌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셨다 김영훈 선생님과 권영대 선생님께서는 . 

경험이 부족한 내게 선뜻 많은 기회를 내어주셨다 서윤정 선생님 이영재 선생님 전은정 . , , 

선생님께서는 수업 준비와 관리 운영 등을 도맡아주셨다 의학도서관 사서로 계신 이승재 , . 

선생님께서는 손수 수많은 사료를 구해주셨다.

연구의 완성을 기다려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논문을 제출하기 전 대강의 내용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연구소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HK+

발표하였다 발표회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의 관심과 지적 덕분에 연구를 완성할 수 있었다. . 

더불어 유연실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완성을 기원해주시며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멀리서 .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고 계시는 이영주 선생님께서는 왠지 모를 든든함을 안겨주셨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커다란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께서는 낯선 길을 선택한 . 

아들에게 언제나 변치 않는 무한한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셨다 아내는 주말에도 컴퓨터 앞에 . 



앉아있는 남편에게 서운함 대신 아낌 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여주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 

알게 모르게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논문 심사를 . 

앞두고 태어나 준 딸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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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1970 80 , –

이 논문은 년대와 년대 한국에서 복강경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하는 과정과 그것이 1970 1980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문제의식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 번째. . , 

이미 다른 피임 기술이 보급되어 있던 상황에서 복강경 기술이 한국으로 도입되고 확산할 수 ,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렇게 도입되고 확산한 복강경 기술은 한국 가족계획 . ,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세 번째 복강경 기술은 이후 한국의 산부인과학계에 어떠한 . , 

영향을 주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년대와 년대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여러 . 1970 1980

정부 문건과 비정부기구 보고서 의학 연구 논문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탐구의 결과 , ,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복강경 기술이 한국으로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 

번째는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 정관 불임 수술 등의 1970 , 

방법은 기술 자체의 결함과 근거 없는 목표량 설정에 따른 잦은 부작용 심리적 저항 등의 ,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따라 많은 의학자와 인구학자는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대안 기술에 . 

주목했다 물론 난관 불임 수술은 수술실과 입원실이라는 물적 조건을 갖춘 병원에서만 시행 . 

가능한 까다로운 기술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병원이 . 

사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여기에 년대 중반에 도입된 복강경이 수술의 물적 , 1970

조건을 완화하면서 이러한 한계는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었다, .

두 번째는 복강경 기술이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와 의학자의 이해관계에 고루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피임 기술이 한계를 노출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복강경 . ,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인구 조절 사업을 통한 자유 진영의 수호와 경제 개발 계획을 

지속할 수 있었다 복강경 기술은 양국 의학자의 이해에도 합치하였다 피임 기술의 개발과 . . 

확산을 주도하던 선진국의 여러 의학자는 수술법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규격화된 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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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받는 수술실의 확장을 통해 막대한 양의 임상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의 ‘ ’ . 

의학자 역시 복강경 수술의 표준화로 이어진 양국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받는 동시에 다량의 임상례를 생산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

마지막은 복강경이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되었기 때문이다 난관 불임 수술에 .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만 해도 복강경은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었다, . 

복강경은 기대만큼 안전하지도 기대만큼 저렴하지도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 , 

국제개발처와 포드 재단 등의 관민 기관과 여러 의학자가 복강경의 개량에 뛰어들었다 복잡한 . 

부품은 간단한 부품으로 교체되었고 위험한 방식은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난관 , . 

불임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갖추어지고 기술 이전을 향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동시에, , 

이전 대상국의 환경에 따라 복강경이 개량됨에 따라 복강경은 급속도로 이전되고 확산할 수 , 

있었다 한국에 복강경 기술이 이전된 이후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불임 수술은 다른 피임 .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였고 마침내 년대 초반에 이르러 수위 를 차지했다, 1980 ( ) .⾸位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의식은 복강경 기술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해당한다 먼저 . 

가족계획 사업에 끼친 영향이다 요컨대 복강경은 남성으로 치우친 사업의 젠더 질서를 . 

고착화하고 심화하였다 복강경은 사업의 대상을 여성으로 고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업을 . . 

주도하던 양대 세력인 정부 관료와 의사 집단은 사업의 초기부터 줄곧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확산이 정체하면서 정관 불임 수술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사업은 다시 여성으로 집중되었다 사업의 주도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 

남성 의사 집단이 사업의 설계와 감독을 주도하였지만 복강경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 

현장에서의 실행만큼은 여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복강경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여성 . 

요원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남성이 다수이던 ,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의 신체에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 이렇게 복강경은 사업의 . 

대상과 주도권의 측면에서 젠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확대하였다, .

다음은 복강경 기술이 한국 산부인과학계에 미친 영향이다 복강경을 계기로 산부인과학의 . 

국제적 조류에 합류한 한국의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해서 수술 현미경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는 복강경이 기술 추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만들어낸 . 



국문 요약 | ix

결과였다 먼저 복강경은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창출했다 복강경의 확산에 따른 . . 

난관 불임 수술의 보급은 다시 생식능력을 복원하려는 수요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복강경은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가능성이기도 했다 현미경을 이용한 난관 복원 수술은 복강경 난관 . 

불임 수술을 도입하던 연결망을 통해 한국으로 이전되었고 체외 수정 역시 복강경 기술의 , 

이전 과정에서 생성된 인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복강경은 당대의 고유한 사회 구조를 매개로 만들어지고 퍼져 나갔고 동시에 이러한 ,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하였다 먼저 오래된 기술인 복강경은 냉전의 정치 상황 속에서 . 

개발도상국의 인구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재조명되며 비로소 개량될 수 있었고 이렇게 , 

개량되어 보급됨으로써 다시 인구 조절 사업을 이어나가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남성으로 . 

치우친 한국의 젠더 질서 속에서 복강경은 여성을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업 기조를 

매개로 한국에 도입되어 다시금 여성을 사업의 대상으로 고정하는 동시에 남성 의사의 , , 

주도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복강경은 선진국을 향한 여러 엘리트 의학자의 열망에 . 

힘입어 빠르게 이전되고 확산하였으며 이는 이후 수술 현미경과 체외수정 기술을 추격하는 ,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요컨대 복강경은 냉전과 젠더 불평등 그리고 선진 기술을 향한 . , 

선망이라는 당대의 구조를 매개하고 강화하는 기술이었다.

──────────

핵심되는 말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 피임 기술 가족계획 사업 인구 냉전 젠더 질서: , , , , , , , 

기술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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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 

문제의식1.1. 

이 논문은 년대와 년대 한국에서 복강경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하는 과정과 그것이 1970 1980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복강경은 진단과 치료를 혁신한 기구로 . 

평가된다 전산화단층촬영기술 이나 자기공명영상.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과 같은 영상 진단 장치에 앞서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Resonance Imaging, MRI)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최소침습수술 이라는 , ‘ ’(minimally invasive surgery)

현대 외과학의 지향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수술에 필요한 절개창의 . 

크기는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수술 후 통증과 출혈 재원 일수의 감소와 미용 면의 개선으로 , , 

이어졌다.1

그렇다면 복강경은 어떻게 한국으로 도입되었을까 상기한 바와 같이 복강경은 현대 . 

외과학을 혁신한 도구이며 그러하기에 한국의 복강경 도입 역시 외과학의 영역에서 , 

주도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년대 한국의 외과학계에서 발표된 몇 편의 논문은 조금 . 1990

다른 지점을 보여준다 복강경 수술을 발전시키고 이용한 것은 외과 영역이 아닌 산부인과 . 

영역이었다는 사실이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던 일군의 외과 . 

의사는 복강경 수술의 발전사를 정리하며 프랑스의 라울 팔머 와 , (Raoul Palmer, 1904 1985)–

1 Annetine C. Gelijns and Nathan Rosenberg, “From the Scalpel to the Scope: Endoscopic 

Innovations in Gastroenterology, Gynecology, and Surgery”, Sources of Medical Technology: 

Universities and Industry, Medical Innovation at the Crossroads, Volume V, eds. by Nathan 

Rosenberg, Annetine C. Gelijns, and Holly Dawkin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영상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한 오늘날에도 복강경은 진단을 위해 폭넓게 활용된다1995), 67 96. . –

진단 복강경의 재부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Maximilian Berlet, et al., “New Insights in 

Diagnostic Laparoscopy”, Current Directions in Biomedical Engineering, 6-1 (2020), 1 5.–



2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 : 1970 80 , –

독일의 쿠르트 젬 과 같은 여러 산부인과 의사의 (Kurt Karl Stephan Semm, 1927 2003)–

이름과 난관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낭종절제술 등의 부인과 수술을 서두에 배치했다, , .2

실제로 복강경은 년대 중반 가족계획 사업을 실행하는 재생산 기술의 하나로 한국에 1970 , 

도입되었다 영구적인 피임 효과를 가져다주는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 

복강경의 도입과 확산 과정은 시차와 속도 면에서 모두 극적이었다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 

불임 수술은 년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패트릭 스텝토 에 1964 (Patrick C. Steptoe, 1913 1988)–

의해 처음 시행된 이후 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급격하게 발전하였는데 한국으로의 기술 1970 , 

이전은 이미 년에 시작되고 있었다 기술 개발과 이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셈이었다1973 . . 

확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 건수는 정식 도입 이듬해인 . 

년에만 만 건을 기록하였고 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건수를 추월하기도 했다1977 18 , 1979 .3 

가히 복강경의 붐 이었다“ ” .4

극적인 면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불임 수술에 활용되던 복강경은 역설적이게도 년을 . , 1980

전후로 불임 환자를 위한 첨단 기술인 체외수정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체외수정을 위해서는 .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 복강경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복강경 , . 

난관 불임 수술을 개발한 스텝토가 첫 번째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 ’ (Louise Brown, 

의 탄생을 주도했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년 한국에서 최초의 체외수정을 성공시킨 1978 ) . 1985–

이도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도입과 확산을 주도하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장윤석 이었다 개발된 지 십 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도입되었던 ( , 1931 ) . 張潤錫 –

복강경은 다시 십여 년이 흐른 뒤 이제는 정반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

복강경의 극적인 확산과 극적인 변용 이 두 가지는 여러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이미 다른 , . 

2 이승규 외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임상경험 대한외과학회 여경수 외 , , , 41-3 (1991), 335 344; , 「 」 『 』 –

레이저를 이용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대한 임상분석 및 고찰 대한외과학회, , 42-3 (1992), 313 319; 「 」 『 』 –

홍순경 외 복강경 담낭 절제술 대한외과학회, , , 46-3 (1994), 377 386.「 」 『 』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 ( : , 1991), 117 118.『 』 –

4 공세권 외 한국가족계획사업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1961 1980 ( : , 1981), 261 26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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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기술이 보급되어 있던 상황에서 복강경 기술이 한국으로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었던 , 

까닭은 무엇인가 이 논문이 다루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자궁내장치나 . . 

경구피임약 등 다양한 피임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 

도입도 일견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인구증가율의 감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던 . 

시기였던 탓이다 특히 남성에게는 정관 불임 수술이라는 영구 피임 기술이 있었지만 여성은 .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강경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

그러나 복강경과 다른 피임 기술의 차이를 고려하면 사태의 당연성은 사라진다, .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과 비교해 복강경은 비싸고 복잡하여 관리가 쉽지 않았다 전문의라고 . 

해도 별도의 훈련을 받아야 할 만큼 조작이 어렵기도 했고 그런 탓에 수술 도중에 실수할 , 

가능성도 높았다 가장 빈번한 사고였던 장 천공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에서 개복 수술을 .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옹호하던 이들은 수술실의 무법자 라는 비난을 , “ ”

뒤집어써야 했다.5 아예 틀린 말도 아니었다 복강경 수술의 확산에 앞장서던 존스홉킨스대학교  .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클리퍼드 윌리스 가 집도한 (Clifford R. Wheeless Jr., 1938 )–

한국에서의 시범 수술은 결국 사고로 귀결되었다.6

더 나아가 복강경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도 했다 경구피임약의 , . 

경우에는 복약 지도가 까다롭지만 배급 자체에는 별다른 시설이 필요치 않으며 자궁내장치는 ,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하지만 간단한 설비만 갖추어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은 다르다 이를 위해서는 소독과 마취 절개 봉합 등이 시행될 수 있는 . , , 

처치실과 수술을 마친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회복실 등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 

일련의 특징 즉 부담스러운 가격과 높은 난도 적지 않은 사고의 가능성 다양한 기반 시설의 , , , 

필요성 등은 하나 같이 당시만 하더라도 후진국 리스트에 들어가서 굶는 나라 였던 한국에 “ ”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7 대안이 부재하지도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난관 불임 수술은 복강경이  . 

없어도 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 복강경 기술이 개량되는 와중에 최소개복술 이른바 . , 

5 Louis G. Keith, “Putting Laparoscopy on the Academic Map: Early and Continuing 

Scholarship by the AAGL”,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 13 (2007), 549 552 [549].–

6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30 ( : , 1991), 353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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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랩 이라는 더 간단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기술이 등장한 결과였다‘ ’(mini-laparotomy) . 

그런데도 복강경의 이전과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 왜였을까. .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도입과 확산에 가담했던 주요 행위자인 산부인과 의사에 주목해야 

한다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불임 수술은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가 지원하고 존스홉킨스대학교가 진행하던 존스홉킨스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 ‘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을 통해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프로그램은 선풍적인 Gynecology and Obstetrics, JHPIEGO) . 

인기를 끌었다 전국 각지의 병의원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대거 교육에 지원하였고. ,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교육위원회가 따로 후보를 추려야 할 정도였다. 

교육을 담당하던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적극적이기는 매한가지였다 이들은 . 

수십 번의 비행을 마다하지 않고 전 세계를 누볐다 이는 복강경의 도입이 양국 산부인과 . 

의사의 수요에 크게 부합했으며 따라서 복강경의 도입이라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하기 ,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고 이전받으려 했던 이들의 이해관계를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도입되고 확산한 복강경 기술은 한국 가족계획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 

논문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특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도입되고 확산한 기술은 역으로 . 

구조를 변화하거나 강화하기도 한다 재생산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 . 

처음부터 여성을 가족계획 사업의 주된 대상자로 상정했고 그러하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의 보급에 주력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여성을 사업의 대상자로 . 

고정하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실제로 한국에서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이 도입되고 확산할 . 

때마다 정관 불임 수술의 시행은 어김없이 줄어들거나 정체했다, .8 이는 재생산 기술과 젠더  

질서의 상호 작용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복강경은 어떠했을까 복강경은 난관 불임 수술의 도구라는 면에서 자궁내장치나 . 

7 장윤석 구술 장윤석 황진주 외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구술사료선집 과천 , : , , , , 25 ( : 「 」 『 』

국사편찬위원회, 2018), 195 227 [212].–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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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다 그러하다면 이 역시 여성에 초점을 맞춘 .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질서를 강화하지 않았을까 년대 중반에 시작된 정관 불임 수술의 . 1970

확산세가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증을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복강경이 사업 수행자의 젠더 질서에 미친 영향은 없었을까 상기한 바와 같이 , . 

복강경은 다른 기술보다 조작이 어려운 복잡한 기술이었고 그런 탓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 

국가에서는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의사가 복강경의 조작을 독점하였다 경구피임약의 복약 . 

지도가 사실상 비의료인 여성에게 일임되었고 자궁내장치의 삽입이 상당 부분 여성이 , 

다수이던 현장 요원에게 맡겨진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이러한 복강경 기술의 독특함 역시 . 

사업의 젠더 질서에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마지막으로 복강경 기술은 이후 한국의 산부인과학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 논문의 , . 

세 번째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여러 산부인과 의사는 복강경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 

기술을 마주했다 특히 년대 후반에는 미세수술에 사용되는 수술 현미경과 체외수정 . 1970

기술에 산부인과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수월하게 복강경을 . 1970

도입하고 활용했던 여러 의사는 다시금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려 했고 이번에도 큰 어려움 , 

없이 기술 추격에 성공을 거두었다 수술 현미경은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지 불과 년 . 2

만에 한국에 도입되어 확산하였고 체외수정을 통한 출산 역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 

탄생하고 년 만에 한국에서도 성공이 보고되었다7 .

이러한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초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록 착상으로 이어지지는 . . 

못했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체외수정의 대상이 복강경 수술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 

부부였다는 점이다.9 이는 복강경의 확산이 새로운 기술을 향한 수요로 이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한 장윤석이 체외수정에 .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복강경 술기를 가르치던 하워드 , 

존스 를 찾았다는 사실이다 장윤석은 임용을 앞둔 (Howard W. Jones Jr., 1910 2015) . –

문신용 을 이스턴버지니아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존스에게 보내 체외수정에 ( , 1948 )⽂信容 –

필요한 기술을 연수받게 했다 이는 복강경의 이전 과정에서 구축된 인적 연결망이 다시 . 

9 우리나라 시험관 아기 멀지 않다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83 9 12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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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는 바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의 이전은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복강경의 도입 과정과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 

달랐을까. 

요컨대 이 논문은 년대와 년대 한국에서 복강경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하여 다시 1970 1980 ,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강경이 도입되고 . 

확산할 수 있었던 까닭 그리고 복강경의 확산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변화를 규명한다 이 , . 

과정에서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가능케 했던 이해관계의 중첩과 기반 시설의 확장 그리고 , 

기술의 확산에서 비롯한 젠더 질서의 변화 또는 고착과 기술 추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일부 규명된 바 . 

있다 기존의 연구가 무엇을 밝히고 또 무엇을 밝히지 못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

선행 연구 검토1.2. 

한국에서 복강경이라는 기술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이 . 

연구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복강경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가족계획 사업 그리고 . 

체외수정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의 역사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실이 규명된 바 

있다.10 먼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 

10 이는 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복강경이라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제시 올스진코 그린의 짧은  . 

글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Jesse Olszynko-Gryn, “Laparoscopy as a Technology of Population 

Control: A Use-Centered History of Surgical Sterilization”, A World of Populations: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Dem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eds. by Heinrich 

그러나 복강경의 사회적 Hartmann and Corinna R. Unger (New York: Berghahn, 2014), 147 177. –

성격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인구 조절 운동과 재생산권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다음의 글이 대표적이다. Ian Dowbiggin, The Sterilization Movement and Global Fertility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Rebecca M. Kluchin, Fit to be Tied: 

Sterilization and Reproductive Rights in America, 1950 1980–  (New Brunswick, NJ: Rut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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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된다 하나는 사업의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11 가족계획 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단체의 기관사 로 작성된 이들 연구는 국가 기구와 반관반민 조직인 ( ) ( ) 機關史 半官半⺠

가족계획연구원이나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이 여러 재생산 기술을 어떻게 보급하였고 이렇게 , 

보급된 기술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서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복강경을 비롯한 여러 재생산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미친 정책 요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당대의 여느 정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족계획 사업은 강력한 관주도성을 . , 

특징으로 했다 사업의 핵심에 해당했던 피임 기술의 보급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강경을 비롯한 . . 

여러 피임 기술의 확산은 상당 부분 보건사회부와 가족계획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이 , 

앞장선 결과였다 이들은 기술 도입의 근거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예산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 , 

한편 결과를 모아 통계로 정리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차원에 대한 규명은 사태의 , . 

전모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족계획 사업의 한 축에 정부가 있다면 다른 축에는 기술의 . , 

최종 사용자인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여성학자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가 . 

여성의 경험을 도외시함을 비판하며 새로운 역사 서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성을 그저 , . 

사업의 객체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성을 가진 주체로 상정하고 피임 실천자의 , “

입장에서 피임이 여성에게 왜 중요하고 여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피임을 결정 하는지에 [ ] ”……

따라 사업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12 가족계획 사업의 재조명은 필연적으로  

복강경 이외의 재생산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University Press, 2009). . 

Elizabeth Siegel Watkins, On the Pill: A Social History of Oral Contraceptives, 1950 1970 –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Lara V. Marks, Sexual Chemistry: A 

History of the Contraceptive Pi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1); Chikako 

Takeshita, The Global Biopolitics of the IUD: How Science Constructs Contraceptive Users and 

Women’s Bodies (Cambridge, MA: MIT Press, 2012).

11 공세권 외 한국가족계획사업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61 1980 ; , 30 ; , 『 – 』 『 』

인구정책 년이 대표적이다30 .『 』

12 이미경 국가의 출산 정책 가족계획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 : , , 6 (1989), 49 78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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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기술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서술로 이어졌고 이로써 복강경을 비롯한 재생산 기술을 , 

향한 여성의 경험 역시 체계적으로 재조명되었다.

여성학의 연구는 복강경과 같은 재생산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행위자성이 어떠한 영향을 발휘했는지 드러낸다 여성의 입장에서 재생산 기술은 신체에 . 

억압을 가하는 도구인 동시에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준 도구였으며 이러한 양면성은 기술의 , 

수용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기도 했다.13 다만 연구자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지점은 상이하다 초창기 연구가 억압의 측면에 중점을 둔다면 배은경과 조은주 등에 . , 

의해 수행된 이후의 연구는 재생산 기술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의 행위자성에 초점을 

맞춘다.14 그러나 그 둘이 대립하거나 모순을 빚는다고 할 수는 없다 강조점이 다를 뿐 두  . , 

입장 모두 재생산 기술의 양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의 차이는 외려 재생산 . 

기술에 얽힌 여성의 다양한 입장을 중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원이 된다.15

13 이는 사용자를 강조하는 기술사의 흐름과도 상통한다 기술사가 데이비드 에저턴은 기존의 기술사  . 

서술이 지나치게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 

사용기술 의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technology-in-use) . . David 

Edgerton, “Ten Eclectic Theses on the Historiography of Technology”, History and Technology, 

16 (1999), 111 136; “Innovation, Technology, or History: What is the Historiography of –

Technology About?”, Technology and Culture 데이비드 에저턴 낡고 오래된 , 51 (2010), 580 697; , – 『

것들의 세계사 석탄 자전거 콘돔으로 보는 세기 기술사 정동욱 박민아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 , 20 , , ( : , 』

2015).

14 초창기 연구로는 위에서 언급한 이미경 국가의 출산 정책 가족계획 정책을 중심으로 이명선 국회  , : ; , 「 」 「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가족계획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등이 : B. , , 7 (1990), 113 136 」 『 』 –

대표적이다 행위자성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 : , , 『 』 

서울 시간여행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파주 창비( : , 2012); , : ( : , 2018), 『 』 

특히 장을 들 수 있다6, 7 .

15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시선의 변화와 결을  

함께 한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를 다룬 서술 대부분은 국가가 사회를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것처럼 . 

묘사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다른 의견을 내어놓는다 이를테면 한국 현대사 연구자 김영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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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복강경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국가와 여성이 수행한 역할이 

체계적으로 조망되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연구사는 재생산 기술을 둘러싼 국가라는 요소와 . 

여성이라는 요소를 차례로 돌아본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강경은 . 

여러 재생산 기술의 하나로서 그 사회적 의미가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 복강경을 들여오고 , . 

보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그리고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몸으로 겪어야 했던 , 

여성의 양면적 경험에 대한 조망은 선행 연구가 이룩한 주요한 성과이다 그렇다면 복강경에 . 

대한 또 다른 서술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풍부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 , .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복강경의 특수성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에서 . 

복강경은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과 다를 바 없는 여느 재생산 기술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 

그러나 복강경은 다른 기술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도입과 확산 과정에 ,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강경 기술이 유통되는 병원이라는 . 

물적 기반을 돌아봄과 동시에 기술에 얽힌 여러 행위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다른 한계는 기술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와 . 

기술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 기술은 정부가 여성의 몸에 인구 정책을 . 

강제로 기입하는 수단이거나 또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 

수단으로 그려진다 기술의 정치사 또는 기술의 여성사만 기술된 셈이다 그러나 앞서 . ‘ ’ ‘ ’ .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은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복강경이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 . 

질서에 미친 영향을 살핌으로써 정치의 기술사와 여성의 기술사를 다시 서술해야 한다, ‘ ’ ‘ ’ .

마지막은 의사의 역할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 

새마을운동이 지나치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여러 농촌 운동가의 행위자성을 강조한 , 

바 있다 물론 반박이 없지는 않다 황병주는 일견 자율적 주체로 보이는 이들이 기실 국가의 . . “

연장 즉 국가의 대리인이었음을 지적하며 농민들의 자율성은 국가와 자본의 포섭된 ( )”, “ ‘延⻑ …… 

자율성 이라 반박하였다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 운동 한 마을과 한 농촌운동가를 통해 본 민중들의 ’” . , : 『

새마을운동 이야기 서울 푸른역사 황병주 새마을의 열정 욕망의 뉴타운 김영미 그들의 ( : , 2009); , , : , 』 「 『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창작과비평, , 2009 , , 146 (2009), 450 45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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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국가의 의지와 구분되지 않는 존재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의 대의를 위해 , 

멸사봉공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 .滅私奉公 16 여성학의 연구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도 의사는  . 

국가의 의지 또는 여성의 의지에 따라 피임 기술을 적용하는 존재로 등장할 뿐 자신만의 , 

행위자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17 그러나 의사는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일선에서 실행했던 핵심 행위자였고 이 과정에서 나름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18 

복강경의 도입과 확산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의사의 이해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 

이유이다.

다음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연구가 복강경의 도입과 확산 . 

과정을 보여준다면 생명공학 기술에 관한 연구는 복강경의 도입 이후 다른 재생산 기술이 , 

도입되는 과정을 드러내 보인다 체외수정 기술의 도입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하정옥의 연구가 .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체외수정의 도입을 검토하는 초반부이다 여기에서 . . 

하정옥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과 체외수정 기술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 

되었다고 설명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복강경이 체외수정의 난자 채취 과정에 사용되었을 . 

16 이를테면 사업 시작 당시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자 이후 국립의료원 원장과 대한가족계획협회  

이사장을 지낸 이종진 은 대 초반의 나이로 우리나라와 인구 문제에 대해 ( , 1916 1994) “40李宗珍 –

남모르는 애를 태우고만 있 던 존재로 묘사되며 다른 이들 역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풍요한 경제사회 ” , “

문화사회의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낙토 의 실현 을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로 그려진다( ) ” . 樂⼟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30 , 347, 356.『 』

17 예를 들어 배은경의 서술에서 의사 일반은 정부 관료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대한여자의사회의  . 

목소리가 조명되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여성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또 하나의 여성 단체로 다루어질 , 

뿐이다 조은주의 서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의사는 근대화되지 못한 한국 앞에서 부끄러움을 . . 

느끼는 통치성의 담지자 또는 육화된 통치성으로 묘사된다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 , 59 67; 『 』 –

조은주 가족과 통치, , 156 171.『 』 –

18 복강경의 개량과 확산 현지화 등을 연구한 제시 올스진코 그린의 말을 빌리면 의사는 정부 기관 , , “ , 

사기업 페미니스트 행동가 그리고 불임 수술의 대상이 되는 여성 또는 일반인 최종 사용자의 연결망 , , 

속에서 중계 행위자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 Jesse Olszynko-Gryn, “Laparoscopy as a Technology of 

Population Control”, 147 177 [148].–



제 장 서론 1 | 11

뿐 아니라 복강경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인적 연결망이 체외수정 기술을 들여오는 , 

통로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이전을 가능케 한 요인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없지는 않다 연속성에 집중한 나머지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 

일견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도입과 체외수정의 도입은 비슷해 보인다 해외 연수라는 . 

형태와 인적 연결망의 구성을 공유하는 탓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도 없지 . 

않다 후술하겠지만 난관 불임 수술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널리 알려야 하는 기술이었던 . 

반면 체외수정은 반대로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했던 기술이었다 그런 탓에 두 가지 , . 

기술의 도입 과정은 교육 과정의 재원이나 구성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조망하기 .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술 도입에 얽힌 미국과 한국 양국 산부인과 의사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 

맞추어 새로운 기술의 이전 과정을 보다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복강경의 기술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복강경의 도입과 . 

확산 그리고 영향을 상당 부분 규명하였다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정부와 여성이 수행했던 , . 

역할이 상세하게 밝혀졌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했던 기술적 인적 연속성이 , , 

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는 복강경을 여느 재생산 . , 

기술과 다름없는 것으로 다룬다거나 기술이 다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거나, , 

복강경을 둘러싼 또 다른 중요 행위자인 의학자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역으로 새로운 서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논문 구성1.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세 부와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부에 해당하는 , . 1

장과 장에서는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전사 를 다룬다 장에서는 2 3 ( ) . 2前史

기존 피임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이 , 

부상하는 과정을 돌아본다 그런 다음 장에서는 년대에 들어 도시 인구가 부상하고 이에 . 3 1970

따라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계획 사업이 구상되면서 난관 불임 수술의 기술적 , 

기반이 해결되는 과정을 조망한다 새로운 기술은 그저 들어오지 않으며 복강경과 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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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부는 새로운 기술 도입의 . 1

필요성과 가능성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에 해당하는 장과 장에서는 복강경이 부상하여 확산하는 과정을 다룬다 먼저 2 4 5 . 

장에서는 냉전 질서와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국제 국내 정치를 배경으로 진행된 복강경 난관 4 , 

불임 수술의 이전과 확산을 돌아본다 그리고 장에서는 복강경을 대체할 수 있는 . 5

미니랩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도 결국 복강경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살펴본다 부 , . 2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복강경이라는 기술에 얽힌 여러 의학자의 이해관계이다 복강경의 . 

이전과 확산 경쟁을 돌아봄으로써 미국과 한국 양국의 의학자가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규명할 , , 

것이다.

부에 해당하는 장과 장에서는 복강경의 확산이 가져온 영향을 다룬다 먼저 장에서는 3 6 7 . 6

복강경 기술이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질서에 미친 영향을 돌아본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 

확산함으로써 사업 대상이 여성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살피고 그런 다음 일선에서 사업을 , 

실행하는 현장의 주도권이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조망한다 장에서는 . 7

복강경 기술이 산부인과학계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본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은 난관 . 

복원 수술과 체외수정을 향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인적, , 

물적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난관 복원 수술과 체외수정 기술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부 전체를 통해 복강경이라는 기술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돌아본다. 3 .

정리하자면 본론에 해당하는 부와 부 부 각각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강경의 전사1 2 , 3 , 

이전과 확산 영향을 차례로 다룬다 각 부는 별개의 주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장으로 , . 

구성된다 복강경의 전사를 다루는 부에서는 장과 장을 통해 각각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과 . 1 2 3

가능성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복강경의 이전과 확산을 돌아보는 부에서는 장과 , 2 4

장을 통해 복강경의 이전과 확산 그리고 경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복강경의 영향을 짚는 5 , . 

부에서는 장과 장을 통해 복강경이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질서와 산부인과학계에 3 6 7

미친 영향을 되돌아본다 그런 다음 결론에 해당하는 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추후의 . , 8 , 

탐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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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4. 

이 논문은 복강경이 도입되던 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복강경의 확산을 바탕으로 다른 1970 , 

재생산 기술이 이전되던 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그러나 복강경 1980 .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돌아보는 과정에서는 년대로 검토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며1960 ,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좇으며 년대 후반의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1980 . 

공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집중한다 복강경을 비롯한 여러 재생산 기술의 도입과 확산 .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망이 핵심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인도나 , . 

태국 일본 등지로 시선을 넓히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이라는 환경을 공유하던 이들 국가와의 , . 

대조를 통해 한국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조망하기 위함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 

보건사회부와 국회 등에서 공표한 자료와 함께 가족계획연구원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에서 ,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다 이들 기관은 가족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문건을 생산하였고. , 

이는 사업의 세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보건사회부에서 년에 발표한 . 1963

가족계획 사업 개년 계획 이나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년에 작성한 가족계획 사업 제 차 10 1972 3『 』 『

개년 계획 등을 통해 사업의 개요를 돌아볼 수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을 파악하기 5 , 』 

위해서는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발간한 가족계획사업평가 나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와 같은 『 』 『 』

보고서 또는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 

다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사회의 인구 조절 운동과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접점을 

살피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나 인구협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 (Population Council) 

검토한다 인구협회의 기관 학술지 가족계획 연구 나 . (Studies in Family Planning)『 』

조지워싱턴대학교와 존스홉킨스대학교 등에서 발간한 인구 보고 가 (Population Reports)『 』

대표적이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보고서는 한국으로의 복강경 . 

도입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문건이다 그중에서도 일차연도 보고서. (The First Annual 『 』

Report of the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가 중요하다 국제개발처 제출용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과 Obstetr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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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창기 사업 진행이 상세히 담겨있다, .

의사들이 작성한 문건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의 이해관계를 돌아보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는 정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의학 논문이나 저서 학회 발표문 등도 , , 

포함된다 의학 논문이나 학회 발표문에는 의학적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의학자의 바람과 . , 

그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이 중층적으로 기입되어 있다 한국에서 간행된 인구문제논집. , 『 』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대한의학협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 등의 학술지와 더불어, , , 『 』 『 』 『 』 

국제 학술지인 산부인과학 미국산부인과학회지(Obstetrics and Gynecology), (American 『 』 『 』

생식의학회지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Journal of Reproductive 『 』

등에 발표된 논문과 세계산부인과회의Medicine) (Congress on Obstetrics and Gynecology) 

등에서 발표된 초록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여러 의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 

지향하였는지 독해하려 한다.

의사들의 구술과 회고도 참고한다 물론 이들 자료는 기억의 취사선택과 왜곡이라는 어쩔 수 .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문서화되지 못한 당대의 상황과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해준다는 , 

점에서 귀중하다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태생적 편향성 역시 그리 큰 문제는 . , 

아니다 구술 자료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하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출산과 여성 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

의학사연구소의 학술지 연세의사학 에 실린 명예교수 인터뷰 등이 대표적이다‘ ’ .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앞서 언급한 장윤석을 비롯한 산부인과 의사 열 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회고로는 가족계획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양재모. ( , 梁在謨

나 김택일 등의 글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당대의 상황을 1920 2018) ( , 1928 ) . ⾦鐸⼀– –

참고하기 위해 신문과 잡지 등을 함께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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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의 전사 난관 불임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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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 기존 피임 기술의 한계2 . : 

도입2.1. 

난관 불임 수술이란 난관을 자르거나 묶어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차단하는 피임 기술로, 

방식에 따라 크게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구분된다 개복 수술이 말 그대로 배를 절개하여 . 

수술자의 눈으로 복강을 들여다보며 직접 난관을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복강경 수술은 , 

배를 작게 절개한 뒤 복강경을 통해 속을 관찰하며 긴 형태의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난관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집도된다 두 방식의 차이는 적지 않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보다 . . 

난도가 높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대신 큰 절개창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의 ,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두 가지 방식이 공유하는 바도 없지 않다 한 가지는 기술의 난도이다 난관 불임 . . 

수술은 시행이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다 다른 피임 기술과 비교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 

자궁내장치는 마취 없이 간단히 시술이 가능하며 경구피임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약을 , 

복용하기만 하면 된다 후술하겠으나 정관 불임 수술 또한 음낭이 밖으로 노출된 남성의 신체 . , 

구조 덕분에 수술 자체가 간단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 아 수술받은 뒤에는 곧 집에 “ [ ] …… 

돌아가서 가벼운 일 을 할 수 있 을 정도이다[ ] ” .1 난관 불임 수술은 다르다 난관은 다른 장기와  . 

마찬가지로 복강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복이건 복강경이건 술식이 남성 불임술보다 , “

복잡 하여 통용될 수 있는 피임 방법 이 아니 라 평가받던 방법이었다” “ [ ] ” .2

또 다른 공통점은 병의원이라는 물적 기반이다 기술은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적절한 . . 

물적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기술은 비로소 작동한다 난관 불임 수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복 , . . 

수술이건 복강경 수술이건 간에 난관 불임 수술은 기본적으로 배를 여는 수술이며 그러하기에 , 

1 이희영 정관절제술에 의한 수태조절 대한의학협회지 , , , 7-6 (1964), 546 554 [546].「 」 『 』 –

2 김용원 외 수태조절법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1974),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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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와 소독이 가능한 수술실 또는 처치실과 간호 인력 등이 준비된 입원실 또는 회복실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의 난관 불임 수술이건 일정 수준의 설비가 있어야만 집도가 . ,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동식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 자궁내장치와 정관 불임 수술 그리고 . 

아예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구피임약과 비교하였을 때 난관 불임 수술은 실행이 까다로운 ,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난관 불임 수술은 년대 초반부터 개복 수술의 방식으로 조금씩 시행되기 1970

시작하여 복강경 수술이 들어온 년대 중반부터는 한 해에 몇십 만 명이 시행 받는 피임 , 1970

기술이 되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 정관 불임 수술 . . , 

등과 같은 다른 간단한 형태의 불임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난관 불임 수술이 대안으로 

부상한 까닭은 무엇이며 난관 불임 수술의 수행에 필요한 물적 조건의 문제는 어떻게 , 

해결되었을까.

난관 불임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갖추어지는 과정을 돌아보기 위해 장에서는 , 2

먼저 새로운 피임 기술이 요청되는 과정을 조망한다 이를 위해 피임 기술이 개발되고 . 

확산하는 배경이 되는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적 상황과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살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 기술인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이 한계를 드러낼 ,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돌아본다 그런 다음에는 대안으로 부상했던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이 . 

실패했던 까닭을 살펴보고 소결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정을 정리한다, .

냉전 질서와 재생산 기술의 이전2.2. 

인구 위기와 한국 가족계획 사업2.2.1. 

인구 문제의 부상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고 찾아온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일군의 인구학자는 위기를 , ‘ ’

예고했다 두들리 커크 킹슬리 데이비스. (Dudley Kirk, 1913 2000), (Kingsley Da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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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노트스타인 워런 톰슨1908 1997), (Frank W. Notestein, 1902 1983), (Warren – –

과 같은 이들은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주목했다 식민 Thompson, 1887 1973) . –

지배를 거치며 영양 섭취와 공중보건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근대화가 충분히 , 

진행되지 않아 출생률은 그대로이며 결국 이러한 사망률과 출생률의 차이가 인구 폭발로 , 

이어지리라는 전망이었다.3 톰슨의 말을 빌리면 식민주의에 내재한 맬서스적 딜레마 였다 , “ ” .4

더 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었다 인구학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고 . , 

근대화가 진행하면서 출생률은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높은 인구성장률이 경제 . 

성장을 막는다면 출생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할 , 

것이었다 여러 인구학자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구 . . 

문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이것이 근대화를 늦추어 출생률이 낮아지지 않아 다시 인구 문제가 , 

3 물론 인구 조절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다 식량 생산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 

못함을 지적하며 이것이 서구 사회에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토마스 맬서스, (Thomas Malthus, 

이래로 인구 조절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특히 세기에는 페미니즘과 우생학이 1766 1834) , . 20–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먼저 페미니즘 진영은 여성이 가사 노동과 육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출산 . , 

조절을 통해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생학 진영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 

형질이 후대로 이어지는 일을 줄이고 막기 위해 불임 수술과 이민 제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 

주장하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우월한 형질의 보존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의 주장은 인구 자체에 . 

관심을 두는 인구 조절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출산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 

점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Donald T. Critchlow, “Birth Control, Population Control, and 

Family Planning: An Overview”, Journal of Policy History, 7-1 (1995), 1 21 [1 7].– –

4 Warren Thompson, Population and Peace in the Pacif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당시의 인구학적 위기를 지적한 글로는 톰슨의 글 외에도 다음이 대표적이다1946), 251 318 [313]. ‘ ’ . –

Dudley Kirk, “Population Changes and the Postwar Worl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1 

(1944), 28 35; Frank W. Notestein, “Population: The Long View”, – Food for the World, ed. by 

Theodore W. Schultz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36 57; Kingsley Davis, 1945, –

“The World Demographic Transi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237 (194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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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악순환이었다 기존의 이론에서 출생률은 근대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 

종속변수였다 위기에 빠진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는 아니었다 높은 출생률과 이에 따른 높은 . ‘ ’ . 

인구성장률은 근대화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었다.5

해결책은 신맬서스주의적 개입이었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연구하면서 인구학자들은 출생률 . , 

조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노트스타인의 태도 변화는 이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였다 연구의 . . 

초기에 해당하던 년에만 하더라도 노트스타인은 삶의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을 개선하며1945 “ , , 

교육을 증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야만 오랜 인습이 무너지고 출생률이 조절 가능한 , 

수준이 된다 고 주장하였다” .6 이는 독립변수인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종속변수인 출생률을  ,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불과 년 후인 년이 되자 그는 출생률 감소를 . 3 1948 , “

가져올 수 있는 지역 사업에 집중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경 사회에서 ” . “ , 

출생률을 줄일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점진적인 도시화의 결과를 .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7 노트스타인 뿐만이 아니었다 데이비스를 비롯한 다른  . 

이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8 출생률을 독립변수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들은 인위적인 개입을  , 

반대하는 맬서스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인위적 개입을 찬성하는 신맬서스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

인구학자의 주장은 냉전의 분위기에서 빠르게 확산하였다 자유 진영의 많은 이들은 인구 . 

5 Dennis Hodgson, “Demography as Social Science and Policy Scie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1 (1983), 1 34 [7 11].– –

6 Notestein, “Population”, 36 57 [57].–

7 Frank W. Notestein, “Summary of the Demographic Background of Problems of Undeveloped 

Area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26-3 (1948), 249 255 [253].–

8 년만 해도 빠르고 균형 잡힌 근대화가 높은 인구성장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1944 “ ”

주장하던 데이비스는 불과 년 만에 경제 발전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입장을 2 “ ”

선회하였다. Kingsley Davis, “Demographic Fact and Policy in India”,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22-3 (1944), 256 278 [278]; “Human Fertility in India”,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2-3 (1946), 243 25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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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경제 성장의 둔화를 공산주의와 한데 엮어서 생각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발전이 .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지고 결국 이것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공산화로 귀결되리라는 , 

전망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제 차 국공 내전 이 종결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더욱 . 2 ( )國共內戰

확산하였다. 년 휴 무어 재단 에서 발간한 소책자 인구 폭탄 은  1954 (Hugh Moore Fund) 『 』

이러한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수억의 사람들이 배를 곯고 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 “ . 

조금씩 공산주의와 폭력에 귀를 기울인다.”9 인구는 자유 진영의 존망을 결정짓는 선결문제로  

부상하였다.10

인구 조절의 장치

자유 진영을 위협하는 인구 위기에 개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가 가동되었다 가장 먼저 , . 

활동을 개시한 쪽은 록펠러 재단 과 같은 민간 재단이었다 세기 (Rockefeller Foundation) . 20

초부터 미국 내의 인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던 록펠러 세3 (John D. Rockefeller III, 

는 종전 이후 국제 인구 문제로 관심을 넓히며 인구 조절 사업에 뛰어들었고1906 1978) , –

년에는 직접 인구협회 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에 올랐다 인구협회는 1952 (Population Council) . 

학계와 재단을 연결하여 인구학과 재생산의학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고 , 

인구 조절 사업을 집행하기도 했다 인구협회가 창설되던 해에는 포드 재단. (Ford 

이 같은 내용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의 투자는 막대하였다 년부터 Foundation) . . 1952

9 T. O. Greissimer, The Population Bomb (New York: Hugh Moore Fund, 1959), 4. 

스탠퍼드대학교의 폴 에얼릭 과 앤 에얼릭 부부 또한 (Paul R. Ehrlich, 1932 ) (Anne H. Ehrlich, 1933 ) – –

년에 동명의 책을 발표하였다1968 . Paul R. Ehrlich, The Population Bomb (New York: Ballentine 

Books, 1968).

10 물론 인구학 역시도 이러한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사이먼 스즈레터는 노트스타인의 입장 변화  . 

역시 중국의 공산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인구학자가 제시한 인구 문제 자체가 . , ‘ ’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주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Simon Szreter, “The Idea of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Study of Fertility Change: A Critical Intellectual Hist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4 (1994), 659 701 [675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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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책자 인구 폭탄 의 표지2-1. . T. O. Greissimer, 『 』 The Population Bomb (New 

York: Hugh Moore Fund, 1959),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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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까지 포드 재단 하나가 집행한 금액만 억 천만 달러에 이르렀다1960 , 2 7 .11

인구협회와 같은 해에 만들어진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역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성운동가인 마거릿 생어Federation, IPPF) . (Margaret Sanger, 

와 단바티 라마 라우 등을 주축으로 1879 1966) (Dhanvanthi Rama Rau, 1893 1987) – –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내듯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자유 질서 수호를 위한 인구 조절보다는 ,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출산 조절에 초점을 맞춘 단체였고 그러한 이유로 년대 , 1950

중반까지는 인구 조절 운동의 후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구협회로 상징되는 국제 인구 . 

조절 운동과 접점을 형성하면서 휴 무어 재단과 록펠러 재단 등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12 이후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인구협회와 마찬가지로 생식의학 연구와 피임 기구 보급에 많은 금액을 

11 Critchlow, “Birth Control, Population Control, and Family Planning”, 1 21 [7 9]; Marc Frey, – –

“Neo-Malthusianism and Development: Shifting Interpretations of a Contested Paradigm”, 

Journal of Global History 크리츠로우에 따르면 인구 문제를 반공의 문제로 , 6 (2011), 75 97 [79 81]. , – –

강조했던 휴 무어 재단과 달리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 . 

스즈레터는 이들 역시 냉전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록펠러 세 역시도 우생학적인 . 3

관점에서 미국 내의 인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년 중국의 공산화를 전후로 자유 진영의 수호를 , 1949

위하여 세계 인구 조절에 뛰어들었다는 주장이다. Szreter, “The Idea of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Study of Fertility Change”, 659 701 [675 682].– –

12 Dennis Hodgson and Susan Cotts Watkins, “Feminists and Neo-Malthusians: Past and 

Present Allia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1997), 469 452 [478 484]; Mohan – –

Rao, From Population Control to Reproductive Health: Malthusian Arithmetic (New Delhi: Sage, 

페미니즘과 신맬서스주의 인구 조절 운동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공존한다 먼저 2004), 110. . 

린다 고든은 출산 조절이라는 아내가 인구 통제라는 남편에게 종속 된 상황이 되었다고 다시 말해 “ ‘ ’ ‘ ’ ” , 

여성 해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약해지고 신맬서스주의적 인구 조절 운동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호지슨과 왓킨스는 페미니즘이 인구 조절에 종속되었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으며. , 

국제가족계획연맹이 여전히 여성의 권익을 향상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한다. Linda 

Gordon, Woman’s Body, Woman’s Right, 2nd edn. (New York: Penguin Books, 1990), 386; 

Hodgson and Watkins, “Feminists and Neo-Malthusians”, 469 452 [483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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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였다.13

미국 정부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집권했던 . 1953 1961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인구 조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Dwight D. Eisenhower, 1890 1969) . –

반공의 분위기 속에서도 타국의 인구에 개입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가톨릭 교회의 반대와 같은 , 

종교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었다.14 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드레이퍼 위원회가  1958 ‘ ’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관계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 , …… 

경제 성장이라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며 인구 조절 프로그램의 시행을 ”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15

13 생식의학 연구의 목적은 비단 효과적인 피임 기술을 찾는 데에 국한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까지 개인  . 

또는 가정의 일로 치부되던 피임을 어엿한 학문 분야로 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arcia L. Meldrum, ““Simple Methods” and “Determined Contraceptors”: 

The Statistical Evaluation of Fertility Control, 1957 1968)”, –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0-2 (1996), 266 295.–

14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세가 강한 국가는 모두 인구 조절을 반대하였다 먼저 교황청은 인위적인 인구  . 

조절의 가능성 자체를 기각하였다 교황 비오 세 은 년의 이탈리아 가톨릭 . 12 (Pius XII, 1876 1958) 1951– 「

산파조합 회의에서 한 훈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을 “ ”」

비도덕적이라 선언하였다. Piux XII, “To Midwives”, The Human Body: Papal Teachings, eds. by 

프랑스의 인구학자 Monks of Solesmes (Boston, MA: Daughters of St. Paul, 1960), 149 178 [165]. –

알프레드 소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인구 문제를 가짜 문제(Alfred Sauvy, 1898 1990) . ‘ ’(faux –

로 규정하고 국제연합의 인구위원회 가 섣불리 인구에 개입할 것이 problème) , (Population Commission)

아니라 인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일단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Alfred Sauvy, “Le 

“faux problème” de la population mondiale”, Population, 가족계획에 대한 4-3 (1949), 447 462. –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존 누넌 의 (John T. Noonan, Jr., 1926 2017)–

연구서를 참조할 수 있다. John T. Noonan, Jr., Contraception: A History of Its Treatment by the 

Catholic Theologians and Canonists, enlarge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5 President’s Committee to Stud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Program,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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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도 변화는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John F. Kennedy, 1917 1963) (1961 1963) – –

찾아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케네디는 후보 시절까지 인구 조절에 비판적이었지만 취임 . , 

이후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 재단은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록펠러 . . 

재단의 총재를 역임했던 딘 러스크 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였고(Dean Rusk, 1909 1994) , –

국무부는 포드 재단과 인구협회 관계자 등과 접촉하며 민간 재단과 비정부기구 정부의 협력을 , 

강화하였다 행정 조직 역시 개편되었다 년 미국 정부는 해외 원조를 담당하던 여러 행정 . . 1961

기구를 통폐합하여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를 신설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조직은 미국 정부의 인구 조절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USAID) . 

동시에 민간 재단과 마찬가지로 피임 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막대한 양의 자금을 , 

투자하였다.16 이렇게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찾아온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2 , 

인구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시작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를 문제 삼는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년대 한국에서도 산아제한의 , 1950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이후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으로 가족계획 사업의 실무를 . 

담당했던 윤석우 의 회고에 따르면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 1926 2011) , ( , 尹錫宇 李承晩–

역시도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안 되는 수치로운 1875 1965) “–

일 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인구 조절 사업은 부재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었다” . . .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ttee to Stud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Program, 

Vol. 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94 97.–

16 Frey, “Neo-Malthusianism and Development”, 75 97 [94 95]; Peter J. Donaldson, “On the – –

Origi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Population Studies, 

국제개발처는 년대를 거치며 인구 조절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44-3 (1990), 385 399 [389 391]. 1970 , – –

집행하는 기구로 거듭났다 년 당시 국제개발처의 연 예산은 억 달러에 달했다. 1978 2 . Matthew Connelly, 

Fatal Misconception: The Struggle to Control World Popul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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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정치적인 계산이었다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은 . 

상황에서 유권자의 수를 줄이는 인구 조절은 북진 통일을 이룬 다음에 가서 실천 해야 할 , “ ”

일이었다.17 정권의 성격은 또 다른 이유였다 마찬가지로 보건사회부 보건국장과  . 

가족계획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사업을 주도했던 김택일 은 이승만 정권의 ( , 1928 ) “⾦鐸⼀ –

전통적 보수성이 짙은 통치 분위기 하에서 산아제한과 같은 정책 입안은 불가능 하였다고 ”

회고했다 이는 장면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면은 산아제한을 반대하던 . ( , 1899 1966) . 張勉 –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안정된 정치 기반을 갖추지도 못했다, .18

17 윤석우 사람의 철학을 심었던 추억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 , 30 ( : , 1991), 「 」 『 』 

윤석우는 년 세브란스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전라북도 옥구군 356 358 [357]. 1948 , –

개정면의 농촌위생연구소 연구원으로 부임하였다 년 보건부로 자리를 옮겼고 년 미국 . 1953 , 1955

미시간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유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의정국장 보건국장 등을 지내며 . , 

가족계획 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이후 국립의료원 부원장 소록도병원 원장 등을 지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 , , 

근무하였다 대한의학협회 이사와 대한가족계획협회 이사 개정병원 이사장을 지냈다 연세의대 졸업생활동 . , . 

편찬위원회 제중원 세브란스인의 사회공헌 연세의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공간, , : ( : , 2016). 『 』 

이승만뿐 아니라 당대의 여러 정치인과 지식인 역시 이러한 생각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118 119. , . –

다음을 참고하라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 , : 1960「 『 』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 29 (2013), 7 36 [16 18].」 『 』 – –

18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 , , 30 ( : , 「 」 『 』 

김택일은 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년부터 1991), 30 48 [31]. 1952 , 1959–

보건사회부에 몸을 담았다 모자보건과장 보건국장 등을 지내며 가족계획 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 , 

년에는 국립가족계획연구소로 옮겨 소장을 지냈다 이후 인구학회 회장 세계인구협회 이사 한림대학 1970 . , , 

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택일 중앙일보 인물정보 년 월 일 접속 김택일은 장면 정권 당시 . ‘ ’, [2020 7 16 ]. 

정파 간의 갈등 속에서 반복된 개각으로 개월 동안에 세 분의 장관을 모셔야 했기에 가족계획을 “ 8 ” , “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젊은 보건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책화되기는 힘들었다고 썼다” . 

실제로 장면 정권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은 자주 교체되었다 년 월 일에 제 대 장관으로 취임한 . 1960 8 23 5

신현돈 은 일만인 같은 해 월 일 무임소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 대 장관인 ( , 1903 1965) 21 9 12 , 6申鉉燉 –

나용균 역시 다섯 달이 지난 년 월 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 대 장관인 ( , 1896 1984) 1961 1 29 . 7羅容均 –

김판술 은 군사정변 탓에 넉 달 후 공군의무감 장덕승( , 1909 2009) 5.16 ( , 1915 1962) ⾦判述 張德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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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공백은 민간 조직의 활동으로 채워졌다 미국인 선교사 조지 워스. (George C. 

한국명 오천혜 농촌위생연구소 이영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Worth, ), ( , 1903 1980), 李永春 –

산부인과학교실 신한수 대한어머니회와 대한여자의사회 등은 산아제한 ( , 1919 1970), 申漢秀 –

또는 출산 조절을 목적으로 다양한 계몽 활동을 펼쳤다.19 특히 년 월  1961 4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제안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민간 조직의 활동은 두 가지 ,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나는 운동의 규모였다 지역 운동의 성격을 띠던 . . 

기존의 활동과 달리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처음부터 전국 규모의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 

국제 질서와의 접속은 또 다른 특징이었다 조지 워스나 이영춘 등의 활동이 담론의 . 

차원에서만 냉전 질서와 닿아 있었다면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재정 지원과 같은 더욱 직접적인 , 

형태로 국제기구와 접합하였다 국제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된 전국 규모의 조직이라는 면에서. ,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창립은 본격적인 인구 조절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20

군사정변을 통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5.16 ( , 1917 1979) , 朴正熙 –

진행되던 인구 조절 운동은 민관을 아우르는 국가사업이 되었다 사업의 시행을 막던 여러 . 

요인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군사정권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둔화 공산주의의 성장을 , , 

한데 엮어낸 냉전의 논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였다 총선거의 가능성이 사라진 년대 . 1960

준장에게 장관직을 물려주었다 잦은 개각은 김택일의 회고와 같이 민주당 내부의 파벌 갈등 때문이었다. . 

처음에는 신현돈을 비롯한 민주당 신파가 초대 내각을 장악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파의 불만이 , 

표면화되면서 나용균을 비롯한 구파 인사 명을 입각하는 제 차 개각이 이루어졌다 이후 구파가 5 1 . 

신민당으로 분당하며 장관직에 결원이 생기면서 신파 내의 소장파 노장파 그리고 구파 출신으로 , , , 

민주당에 잔류한 합작파 김판술 등을 안배한 제 차 개각이 진행되었다 개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2 . , 

년 월 제 차 개각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윤기 한국 야당의 파벌에 관한 연구 민주당을 중심으로 1961 5 3 . , :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1955 1961) ( , , 1988), 175 225.– 』 –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72 73.『 』 –

20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 20 ( : , 1983), 65 67; 30 , 108 112, 『 』 – 『 』 –

대한가족계획협회는 기존의 운동을 사실상 흡수 통합했지만 이는 산아제한이 아닌 출산 조절을 116 117. , –

목표로 삼은 대한어머니회와 대한여자의사회를 배제한 선택적 통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장을 . 6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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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인구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 . 

총력을 다해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야 했다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 ’ .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여기에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참여한 여러 인사가 동원되었고,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반년 만에 가족계획 사업을 최종 승인하였다.21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사업을 실천할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 

년 월부터 전국 각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실이 설치되었고 간호원 또는 조산원 자격을 1962 3 , ‘ ’ ‘ ’ 

가진 이가 가족계획지도원으로 배치되었다 사업을 총괄할 중앙 기구도 갖추어졌다 년 . . 1963

월 보건사회부 보건국에 모자보건반이 설치되었으며 이는 석 달 뒤 다시 가족계획계와 6 , 

모자보건계를 둔 모자보건과로 승격되었다 이듬해에는 시도 보건과에도 가족계획계가 . 

설치되어 중앙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보건사회부 외의 , . 

다른 부처 역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년 월에 시달된 내각수반 지시각서. 1963 9 「 」 

제 호는 정부 부처 전체의 사업 참여를 지시하며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18 , 

규정하였다.22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보건사회부와 내무부 등이 총동원되는 체계의  , 

등장이었다.

이와 함께 민간 조직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또한 사실상의 반관반민 기관으로 재편되어,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지부마다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가족계획계몽원을 배치하여 . 

보건소와 대동소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를 대신하여 피임 기구의 임상시험을 , 

수행한다거나 외원을 들여오는 일을 맡기도 했다 민간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에 . 

따라붙기 쉬운 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모면 하고 정부 행정의 경직성을 우회 하여 외원을 “ ” , “ ”

손쉽게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었다.23 이렇게 가족계획 사업이 국책화되고 이에 따라 민관  

조직이 정비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은 냉전 질서에서 비롯한 인구 담론이 실천되는 거대한 , 

21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0 114; , 30 , 73 74; 『 』 – 『 』 –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 제 호 년 월 일, 69 , 1961 11 13 , 2.『 』

22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5 116; , 30 , 74 77.『 』 – 『 』 –

23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 30 , 30 48 [47]; , 30 , 117 119; 「 」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30 , 311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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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재생산 기술의 도입2.2.2. 

자궁내장치의 도입

가족계획 사업을 매개로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조절하려던 선진국과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 ’

한국의 이해가 합치되면서 인구 조절을 위한 재생산 기술 또한 한국으로 빠르게 이전되었다, . 

가족계획 사업이 계획되고 시작되던 년만 하더라도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정관 불임 1962

수술을 제외하면 콘돔이나 다이아프램 살정제와 같은 이른바 재래식 피임 , (diaphragm), ‘

기술이 피임법의 전부였다’ .24 가족계획 사업의 전국적 실시에 앞서 년에 착수된 농촌  1962

시범사업 역시 처음에는 콘돔 자연주기법 다이아프램 젤리 살정제 질외사정의 다섯 가지 , , , , , 

방법을 제공할 뿐이었다.25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성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행해야 할뿐더러  

방법 자체의 신뢰도도 높지 않아 가족계획 사업의 주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 . 

가족계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인구협회 역시 년과 년의 상황을 정리하며1962 1963 , 

우선은 주어진 정보와 방법을 이용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 지만 자궁내장치나 인공유산“ ” , , 

정관 불임 수술 등에 대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썼다.26

그러한 이유로 새로운 피임 기술은 한국으로 빠르게 유입되었다 하나는 뉴욕주립대학교 . 

버펄로 산부인과 과장 잭 리페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Jack Lippes, 

가 개발한 리페스 루프 였다1924 ) (Lippes loop) .– 27 자궁내장치의 일종인 리페스 루프는  

24 “Korea: Summary and Conclusion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 (1963), 1 2 [2].–

25 “Korea: The Koyang Study”,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 (1963), 7 9 [8].–

26 “Korea: Summary and Conclusions”, 1 2 [2].–

27 자궁내장치란 말 그대로 자궁 내부에 이물을 삽입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기구이다 종류는 재질과  . 

모양에 따라 다양했다 년에는 폴란드의 산부인과 의사 리하르트 리히터 가 . 1909 (Richard Richter)

동사 와 견사 로 만들어진 기구를 고안하였고 년대 후반에는 독일의 에른스트 ( ) ( ) , 1920銅絲 繭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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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개발되어 년에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개발 이후 삼 년 만의 일이었다 년 1959 , 1962 . . 1962

월 인구협회의 재정 지원 아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에서 9

임상시험을 시작하였고 년 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주도로 경기도 고양군에서, 1964 1 , 

년 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주도로 서울시 성동구에서 시범 보급이 1964 7

진행되었다 반영구적인 피임 효과를 보이는 자궁내장치가 재래식 피임법보다 우월하다고 . 

판단한 보건사회부에서는 년 월 가족계획 사업에 리페스 루프를 정식으로 포함하였다1965 2 , .28 

리페스 루프의 개발과 한국으로의 도입 전국적 보급이 불과 삼 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졌으니, , 

가히 동시적인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구피임약의 도입

경구피임약도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경구피임약인 에노비드 는 미국 식품의약국. (Enovid) (Food 

의 허가를 받은 지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and Drug Administration, FDA) 6 .29 먼저  

그레펜베르크 가 견사와 은사 로 만들어진 고리 형태의 제품을 (Ernst Gräfenberg, 1881 1957) ( )銀絲–

내어놓았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가 개발되었다 년대에는 일본의 오타 덴레이. . 1930 ( , 太⽥典礼

가 고리 한가운데에 중심축을 추가한 이른바 오타 링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0 1985) ‘ ’ . –

그레펜베르크와 오타 덴레이의 기구는 고리 모양인 탓에 제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오타 덴레이의 기구는 , 

중심축의 존재 탓에 삽입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잭 리페스는 . 

년 새로운 제품을 내어놓았다 쉽게 휘어졌다가 다시 제 모양을 찾는 폴리에틸렌 재질이라 삽입과 1959 , . 

제거가 쉬운 동시에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하는 파형이라 자연 배출이 드문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 , 

제품이었다. Michel Thiery, “Pioneers of the Intrauterine Device”, European Journal of 

Contraception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2 (1997), 15 23 [16 17]; Jack Lippes, “The Making – –

of the First Loop”,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19-2 (2018), 203 206.–

28 권이혁 외 자궁내피임의 수용성 및 효율에 미치는 사회 의학적 제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  , , : 「

자궁내장치 삽입부인에 대한 추구조사를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 8 (1969), 5 72 [16].」 『 』 –

29 경구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을 통해 난포의 성장과 배란을 억제하고 수정과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피임을 유도하는 약제이다 물리적 개입 없이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으로 월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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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가족계획 시범사업이 진행되던 서울시 성동구와 농촌 1966 11 1967 12

가족계획 시범사업이 진행되던 경기도 고양군에서 자궁내장치를 삽입했다가 중단한 “ …… 

부인 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30 시범사업의 결과에 고무된 보건사회부는  

년부터 경구피임약을 정식 사업에 포함하였다 첫해에는 시범사업과 같이 리페스 루프를 1968 . 

중단한 여성에게만 약제가 제공되었지만 이듬해인 년부터는 그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 1969

경구피임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31 이번에도 개발과 도입 전국적 보급 사이에는 겨우 육  , 

년과 이 년의 시차가 존재할 뿐이었다.

조절하는 방법은 세기 초반부터 꾸준히 탐구되었다 이는 년 에노비드가 피임약으로 정식 허가를 20 . 1960

받으며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이 자신의 생식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 

여성운동가 마거릿 생어 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를 졸업한 (Margaret H. Sanger, 1879 1966)–

생물학자이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또 한 명의 여성운동가 캐서린 맥코믹(Katharine D. 

은 년 간편하고 안전한 피임법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McCormick, 1875 1967) 1950 , . –

워체스터 실험 생물학 재단 의 그레고리 (Worcester Foundation for Experimental Biology)

핀커스 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그는 장밍줴 와 (Gregory G. Pincus, 1903 1967) , ( , 1908 1991)張明覺– –

함께 경구피임약의 개발에 성공한 이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존 락 과 함께 , (John Rock, 1890 1984)–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효과를 증명하였다 새로이 개발된 약제는 년에 먼저 부인과 질환 치료 용도로 . 1957

허가를 받은 다음 년에 피임 목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았다, 1960 . Joseph W. Goldzieher and Harry W. 

Rudel, “How the Oral Contraceptives Came to be Developed”,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30-3 (1974), 421 425; Elizabeth Siegel Watkins, – On the Pill: A Social History of 

Oral Contraceptives, 1950 197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9 33.–

30 권이혁 외 도시부인에 있어서 먹는 피임약 보급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논집 , , , 6 (1968), 3 48 [4]; 「 」 『 』 –

Jae Mo Yang, “Studies in Family Planning and Related Programs in Rural Korea” in Social 

Evalu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s and Research Activities in Korea (Seoul: Korea 

양재모 우인 양재모 박사 정년퇴임기념 연구논문집Sociological Association, 1972), 1 25 [8 12] ( , – – 『 』 

서울 연세대학교 인구및가족계획연구소 에 재수록( : , 1985), 181 205 [188 192] ).– –

31 Han Dae Woo, “The Republic of Korea”, Population Counci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the Study of Human Reproduction, Columbia University, Country Profiles (1970), 1 7 [4].–



32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 : 1970 80 , –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예견된 한계2.3. 

자궁내장치과 경구피임약의 돌진적 보급2.3.1. 

리페스 루프를 향한 의혹

서둘리 도입된 리페스 루프와 경구피임약은 처음부터 많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년에 . 1970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발간한 두 편의 보고에 따르면 루프 시술 이후 동통 출혈 등의 , ,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는 전체의 에 달했고 경구피임약 역시 오심 및 구토 출혈 등으로 42% , ,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전체의 정도였다4.7% .32 가족계획 사업이 매해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몇만에서 몇십만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여성이 새로운 피임 기술의 ,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었다 이러한 부작용 탓에 년 월 일 제 대 국회 . 1966 11 22 , 6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부가 요구한 루프 시술비를 삼 분의 이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위원장 민주공화당 김성철 의원은 루프 시술에 의한 . ( , 1913 2004) “⾦聲喆 –

부작용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 라고 말했고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 , 

조영선 은 도시와 농촌 여성을 막론하고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 “ [ ] ” .曺永善 …… 33 

여당 의원이 정부 예산안을 거부할 만큼 자궁내장치의 부작용은 심각했다, .

이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리페스 루프와 경구피임약의 도입과 보급이 기술의 당사자인 . 

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개발 보급 제작 모든 면에서 그러했다 먼저 개발 단계이다 자궁내장치는 개발 초기부터 , , . . 

별다른 신뢰를 받지 못했다 성동구 시범사업을 주도하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 

권이혁 은 루프가 년 미국에서 개최된 자궁내피임법협의회에서 ( , 1923 2020) “1961權彛赫 –

32 김태룡 전국자궁내피임보고 서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조경식 김응석 김응익 , ( : , 1970), 35 39; , , , 『 』 –

먹는 피임약복용자의 채택률 및 피임효과에 관한 연구보고 서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 , 1970), 40.『 』 

33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루프  , 6 , 58 21 , 1966 11 22 ; 『 』 〈

시술에 부작용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1966 11 23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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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피임법으로 승인되었 다고 썼지만 사실은 이와 거리가 있었다” , .34 뉴욕 마운트시나이  

병원 산부인과의 과장을 맡던 알란 프랑크 구트마허(Mount Sinai Hospital) (Alan Frank 

는 또 다른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힐리아드 두브로Guttmacher, 1898 1974) (Hilliard –

와 함께 쓴 논문에서 자궁내장치를 질외사정이나 질 세척과 마찬가지로 Dubrow, 1912 1991)–

피임에 부적절하다고 썼다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감염과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암을 . “ , ,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적합 하다는 판단이었다” .35 다른 이들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골반염과 월경불순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궁내장치는 . , , 

곤란하다는 것이 당대의 중론이었다.36

자궁내장치를 향한 의혹은 리페스 루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루프 역시 자궁내장치의 . 

일종인 탓이었다 리페스 루프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버펄로 가족계획 클리닉. (Buffalo Planned 

의 의학위원회와 집행이사회는 자궁내장치가 표준 의료 행위의 영역 Parenthood Clinic) “

바깥 에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가족계획연맹 의 ” .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전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스 레펠트(National Medical Advisory Committee) (Hans 

역시 마찬가지였다 레펠트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리페스에게 편지를 Lehfeldt, 1899 1993) . –

보내 루프를 공인할 수 없다고 썼다, .37 앞서 언급한 알란 구트마허가 이후 미국가족계획연맹의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레펠트 역시 마거릿 생어나 로버트 라토 디킨슨, (Robert Latou 

여기에 루프를 처음으로 고안한 에른스트 그레펜베르크 등과 어깨를 Dickinson, 1861 1950), –

34 권이혁 외 자궁내피임의 수용성 및 효율에 미치는 사회 의학적 제특성에 관한 연구 , , , 5 72 [16].「 」 –

35 Hilliard Dubrow and Alan F. Guttmacher, “The Present Statue of Contraception”, Journal of 

Mount Sinai Hospital, 26 (1959), 118 124 [119].–

36 “Editorial: Tubal Pregnancy and Intrauterine Dontraceptive Devices”, British Medical 

Journal, 1-5498 (1966), 1251.

37 다만 리페스는 레펠트가 사석에서 자신은 위원회 다수와 생각이 다르며 내가 보낸 편지는  , “

잊어버리라 말했다고 회고했다 물론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위원회가 ” . , 

공식적으로 리페스 루프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Lippes, “The Making of the First Loop”, 

203 206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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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하던 인물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거부는 리페스의 말마따나 당대 의료계의 태도를 ,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38

한국으로의 확산

그러나 의료계의 냉담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루프의 가능성에 집중한 집단이 있었다, . 

인구협회나 미국 정부 등과 같이 인구 조절을 주도하던 조직이었다 저렴할뿐더러 한 번의 . 

시술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 

적절하다는 기대였다.39 기대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시작은 잭 리페스가 있던  . 

버펄로였다 년 당시 전국 모성건강위원회. 1961 (National Committee on Maternal Health) 

연구 책임자이자 후에 인구협회 의학국 부국장을 맡게 되는 크리스토퍼 (Biomedical Division) 

티체 는 버펄로 가족계획 클리닉을 설득하여 결국 루프 (Christopher Tietze, 1908 1984)–

임상시험의 추인을 끌어냈다.40 그뿐만이 아니었다 년 전까지만 해도 자궁내장치를 평가  . 3

38 Angela Frank, Margaret Sanger’s Eugenic Legacy: the Control of Female Fertility (Jefferson, 

NC: McFarland, 2005), 55; Connie Christine Wheeler, “In Memoria: Hans Lehfeldt, M.D. 

October 28, 1899 June 18, 1993”, – Journal of Sex Research, 30-3 (1993), 207 300 [297].–

39 애니 더그데일은 인구협회가 자궁내장치에 집중한 이유로 개별 여성의 의지나 문화 생활 습관과  , , 

무관하게 피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추가로 짚는다 다시 말해 자궁내장치를 시술받으면 그 . 

어떤 상황에서도 피임 효과가 유지되는 표준화된 신체가 창출되며 그런 의미에서 자궁내장치는 대규모 ‘ ’ , 

사업에 적합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장치 였다는 지적이다‘ ’(one-device-fits-all) . Anni Dugdale, 

“Intrauterine Contraceptive Devices, Situated Knowledges, and the Making of Women’s 

Bodies”, Australian Feminist Studies 여기에 더해 마르시아 , 15-32 (2000), 165 176 [170 174]. – –

멜드럼은 자궁내장치가 임상시험에 적합한 기술이었다는 점을 지목한다 임상시험을 통해 피임 기술의 . 

효과를 가늠하고자 했던 년대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의료인의 개입 없이 임의로 삽입하거나 제거할 1950 , 

수 없는 자궁내장치가 양질의 임상시험을 가능케 하는 유력한 기술로 부상하였다는 주장이다. Marcia L. 

Meldrum, ““Simple Methods” and “Determined Contraceptors””, 266 295 [284].–

40 크리스토퍼 티체의 간단한 약력은  Lippes, “The Making of the First Loop”, 203 206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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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하던 구트마허는 이제 미국가족계획연맹의 회장이 되어 루프를 향한 기대를 표명했다, . 

그는 년 월 말 자궁내장치에 우호적인 각국의 산부인과 의사를 모아 이틀간의 학회를 1962 4

열었고 흡사 모의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기획했다, “ ” .41

인구협회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만 파키스탄 인도 자메이카 칠레 푸에르토리코 등지의 , , , , , 

임상시험을 후원했고,42 이렇게 년 월 상기한 한국의 루프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1962 9 , . 

한국에는 인구협회에 더하여 패스파인더재단 의 재정 지원이 (Pathfinder International)

추가되었다.43 규모는 적지 않았다 처음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 

신한수 연구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황태식( , 1919 1970) ( ) 申漢秀 ⿈泰植–

연구진 선교회 이동진료반이 참여했고 피험자는 모두 명에 달했다 년 월부터는 , , 1,945 . 1964 1

여기에 개 병원이 추가되기도 했다24 .44 안전 문제를 먼저 고려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다음을 참고하라. Hans Lehfeldt, “In Memoriam, Christopher Tietze, MD”, Journal of Sex 

Research 버펄로 가족계획 클리닉에서의 임상시험 결과는 다음 두 편의 논문으로 , 20-3 (1984), 325.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Jack Lippes, “Contraception with Intrauterine Plastic Loop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93-7 (1965), 1024 1030; “Observations After Four Years –

of Experience with the Intrauterine Plastic Loop at the Buffalo Planned Parenthood Center”, 

Journal of Sex Research, 304 (1967), 323 336.–

41 Christopher Tietze and Sarah Lewit, “Evaluation of Intrauterine Devices: Ninth Progress 

Report of the Cooperative Statistical Progr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1-55 (1970), 1 40 –

[2].

42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ra-Uterine Contraception, New York City, 

신한수는 October 2-3, 1964: Summary”, Studies in Family Planning, 1-6 (1965), 12 16 [13]. –

임상시험이 미국인구문제연구소의 재정 및 기술면의 협조 제휴로 이루어졌다고 썼는데 인구협회의 “ ” , 

오기로 보인다 신한수 자궁내장치에 의한 수태조절 대한의학협회지. , , , 7-6 (1964), 541 545 [542].「 」 『 』 –

43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 30 , 124.『 』

44 신한수 외 한국에 있어서의 자궁내피임장치의 임상적연구 결과 대한산부인과학회 , , , 9-5 (1966), 「 」 『 』

211 222 [211, 220];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ra-Uterine Contraception, New –

세부사항에서는 인구협회의 보고와 신한수의 York City, October 2-3, 1964: Summary”, 12 1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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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진 임상시험이었기에 결과 해석과 적용 역시 신중하지 못했다, .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년이 채 지나지 않은 년 월 신한수는 그때까지의 결과를 정리하여 2 1964 6 , 

발표하였다 루프는 지극히 우수하고 우리나라 부인에게도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 “

피임법 이며 피술자를 사전에 충분히 진찰하여 산부인과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 , “

적의 한 삽입 시기에 정확한 삽입 방법으로 장치하고 경험 있는 의사의 지도하에 ( )適宜

사용하면 절대로 해로운 피임법 이 아니 라는 결론이었다[ ] ” .45 그러나 이는 다소 성급한  

주장이었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 사업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의 동통과 . , 2.3%

의 출혈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나 임상시험의 결과가 논문으로 1.9% . 

정리되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루프가 시범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임상시험의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실제로 상기한 년의 보고서에서는 루프를 . 1970

시술받은 이의 가 동통을 가 출혈을 호소한다고 발표되어 임상시험의 결과와 큰 19% , 9% , 

차이를 드러냈다.46

성과 위주의 보급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보급은 부작용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보건사회부는 한 해에 시행할 . 

글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신한수는 년 월부터 임상시험이 개 병원으로 확대되었다고 썼지만. 1964 1 24 , 

인구협회는 년 월부터 개 병원으로 확대되었다고 썼다 당대의 신문을 참고했을 때 신한수의 1963 12 21 . , 

주장이 옳다고 판단된다 년 월 일 자 동아일보 면에 실린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광고를 보면. 1963 12 28 8 , 『 』 

년 월 일부터 서울의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수도의대병원 이화의대병원 서울적십자병원1964 1 1 “ , , , , , 

한일병원 시립영등포병원 시립남부병원 인천도립병원 수원도립병원 춘천도립병원 충주도립병원, , , , , , , 

대전도립병원 천안도립병원 전주도립병원 전남의대병원 경북의대병원 대구동산병원 제주도립병원, , , , , , , 

부산의대병원 부산일신부인병원 등 개 병원에서 프라스틱자궁내장치 루우프를 시술한다고 , ” 23 “ ” “ ”

되어있는데 여기에 선교회 이동진료반을 더하면 총 개가 되기 때문이다, 24 .

45 신한수 자궁내장치에 의한 수태조절 , , 541 545 [545].「 」 –

46 김태룡 전국자궁내피임보고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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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량을 지정하곤 했다 그러나 이는 뚜렷한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잦았다. . 

루프가 들어온 첫해가 대표적이었다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과장 김택일이 계획한 년도 . 1964

목표량은 만 건이었지만 장관 정희섭 은 만 건을 요구했다 결국 만 2 , ( , 1920 1987) 30 . 7鄭熙燮 –

건이 타협안으로 결정되었다.47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모자보건과에서는 년의 목표량으로  . 1966

만 건을 계획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 차관 김학렬 이 보건사회부 장관 30 . ( , 1923 1972)⾦鶴烈 –

오원선 에게 전화를 걸어 목표량을 만 건으로 올리라고 주문하였고( , 1922 1978) 100 , 吳元善 –

결과적으로는 만 건이 목표량으로 확정되었다40 .48 이처럼 목표량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이나 장관과 차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곤 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목표량이 일선에 그대로 하달되었다는 점이었다 가족계획 . 

요원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을 불사해야 했다 목표량의 압박은 이장과 면장, . ,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군 간사 등도 피할 수 없었다( ) .郡 49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의사가 아닌  

이가 루프를 삽입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시술을 . 

담당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진 바에 , . 

따르면 전체 루프 시술의 가 조산원이나 간호원에 의해 이루어졌다12 13% ‘ ’ ‘ ’ .– 50 국립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러할진대 실상은 더할 수 있었다 루프 삽입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온전치 , . 

못했다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차 안에서 시술을 하는 일도 허다했다 차가 병원이니까 . , . “

그 차 안에서 루프를 하루에 명도 하고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명도 하 던 그야말로 100 150 ”

돌진적인 사업 진행이었다.51 루프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않은 비율 역시  

47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 30 , 30 48 [36].「 」 –

48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김택일은 김학렬을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 30 , 30 48 [37 38]. 「 」 – –

기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관을 맡고 있었다 이후 그는 년 재무부 장관을 거쳐 년부터 , . 1966 , 1969

년까지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하였다 김학렬 중앙일보 인물정보 년 월 일 접속1972 . ‘ ’, [2019 11 14 ].

49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서울 시간여행 , : , , ( : , 2012), 115 118.『 』 –

50 김태룡 전국자궁내피임보고 , , 28.『 』

51 백순희 가족계획에 헌신하다 이재영 백순희 진정한 농민의 협동조합을 위하여 가족계획에  , , , , , 「 」 『

헌신하다 구술사료선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 ( : , 2005), 225 379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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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에 달했다74% .52 오직 목표량을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은 결과였다 .

루프의 제작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잭 리페스가 만든 제품은 원래 네 가지 종류였다 그림 . . 

에서 보이듯 너비와 굵기에 따라 좁고 가는 타입부터 넓고 굵은 타입까지 존재했다2-1 A , D . 

사람에 따라 자궁의 크기가 다양하므로 각자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 

다양화한 결과였다.53 한국은 아니었다 사이즈가 없 고 무조건 한가지 였다 . “ [ ] ” .54 정희섭의  

지시였다 정희섭은 여러 종류를 만들 필요 없이 일단 크기의 타입만을 생산하라고 . , 27.5mm B 

지시했다 리페스도 여기에 동의했다 당장의 임상시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그는 저질의 . . 

루프라도 당장의 필요에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5 결과는 물론 잦은  

부작용이었다 신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한 가지 크기를 강요한 탓에 안 . , “

맞으면 그렇게 출혈을 하 곤 했다” .56

52 김태룡 전국자궁내피임보고 , , 28.『 』

53 Lippes, “The Making of the First Loop”, 204 205; Ortho Pharmaceutical Corporation, –

“Lippes Loop: Your Intrauterine Contraceptive”, product brochure (Raritan, NJ: Ortho 

Pharmaceutical Corporation, 1977), 7 8.–

54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 : 1960 70 ‘ ’ , 「 – 」

사회와역사 , 67, 260 302 [282].『 』 –

55 Spurgeon M. Keeney, “Korea and Taiwan: Two National Program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6 (1965), 1 6 [3].–

그림 리페스 루프의 종류2-2. . Ortho Pharmaceutical Corporation, “Lippes Loop”,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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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역시 미국의 제품과 달랐다 재료와 플라스틱 사출의 질 모두가 기대 이하였다. .57 

김택일의 기억대로 년대 초반의 한국 플라스틱 공업은 타분야에 못지않게 낙후성을 면치 “60 [ ] 

못한 상태 였다” .58 게다가 잭 리페스와 함께 일했던 플라스틱 기술자 파울 브로넨칸트 (Paul H. 

가 각국을 돌아다니며 루프 금형 을 전하곤 했지만 한국은 아직이었다Bronnenkant) ( ) , .⾦型 59 

이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수된 도면을 바탕으로 금형을 짜야 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여러 , . 

종류의 금형을 기대하기 힘든 그리고 양질의 사출을 기대하기 힘든 또 다른 원인이었다, . 

한정된 예산도 문제였다 플라스틱 사출에 필요한 금형을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 

필요했다 리페스 역시 인구협회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는 많아 봤자 두 가지 정도의 금형을 .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60 이 문제는 년 월 브로넨칸트가 한국에  1964 10 , 

여러 크기의 금형을 가지고 온 이후에야 비로소 해결되었다.61 그러나 이는 이미 루프가  

가족계획 사업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널리 배포된 다음의 일이었다.

또 한 번의 돌진적 도입과 보급

경구피임약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량스웨덴 국제개발청.   (Swedish International 

의 지원을 받은 제품이라 제작 과정의 문제는 불거지지 Development Authority, SIDA)

않았지만 개발과 보급 면의 돌진성은 그대로였다 경구피임약 개발 단계에서 제기된 가장 큰 , ‘ ’ . 

문제는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잭 리페스와 .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대규모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던 핀커스와 락은 인구협회와 

56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 , 260 302 [282].「 」 –

57 Keeny, “Korea and Taiwan: Two National Programs”, 1 6 [3].–

58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 30 , 30 48 [37].「 」 –

59 Russel J. Thomsen and David L. Rayl, “Dr. Lippes and His Loop: Four Decades in 

Perspectiv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44-10 (1999), 833 836 [834].–

60 Lippes, “The Making of the First Loop”, 204.

61 Keeny, “Korea and Taiwan: Two National Programs”, 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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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족계획연맹의 공동 지원을 받아 규제가 느슨한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임상시험을 , 

진행하였다 푸에르토리코대학교 의과대학의 협조 아래 년 월부터는 수도 산후안의 . , 1956 3

리오피에드라스에서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년 월부터는 산후안에 더하여 100 1958 11

푸에르토리코의 또 다른 도시인 우마카오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명을 대상으로 , 830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62

임상시험을 정리하며 핀커스와 락은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실은 , . 

만족과 거리가 멀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들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 , 

호소하였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을 관리 감독하던 푸에르토리코 , . 

가족계획협회의 에드리스 리세 라이 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 (Edris Rice Wray, 1904 1990) “–

일반에게 사용할 수 없다 고 보고하였지만 핀커스와 락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미국 ” , 

식품의약국에 허가를 요청하였다.63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은 년대 말부터 다시 수면 위로  1960

떠올랐다 여성운동가 바버라 시먼 이 의사가 피임약을 . (Barbara Seaman, 1935 2008)– 『

반대하는 이유 를 발간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고(The Doctors’ Case Against the Pill) , 』

의학계에서도 경구피임약과 혈전색전증 심근경색증 악성 종양 등과의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 .64

62 Watkins, On The Pill, 31 32; Ellen Chesler, – Woman of Valor: Margaret Sanger and the Birth 

Control Movement in America 핀커스와 락이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2), 443 444. –

임상시험을 위해 푸에르토리코를 향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이 .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방안을 탐색하는 거대한 실험의 장이었고 경구피임약 임상시험은 이러한 실험의 ‘ ’ , 

연장선에 있었다 이에 더하여 후술할 에드리스 리세 라이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진이 미국에서 교육을 . 

받았다는 점도 적지 않은 장점이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 Laura Briggs, 

Reproducing Empire: Race, Sex, Science, and U.S. Imperialism in Puerto Rico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109 141; Lara V. Marks, – Sexual Chemistry: A History of 

the Contraceptive Pil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89 115.–

63 Watkins, On The Pill, 31 32.–

64 경구피임약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약품 규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 

Watkins, On The Pill, 10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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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경구피임약은 한국에서 계속하여 확산하였다 임상시험에 , . 

참여한 푸에르토리코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졌던 것처럼 부작용을 호소하는 한국 여성의 , 

목소리 역시 그대로 묻혀버렸다 미국에서 경구피임약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년 월 . 1970 7

일 대한가족계획협회 회의실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곽현모15 , ( , 郭顯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김승욱 안양정신병원에서 1926 2014), ( , 1930 ), ⾦勝煜– –

근무하던 정신과 의사 강준상 등이 참여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김승욱은 ( )  . 姜駿相

오심 구토 출혈 현상과 암 혈전증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복용을 중단하면 곧 “ , , , 

해소 되며 고비를 넘겨서 계속적으로 장기복용하면 이런 증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게 ” “

확실 하다고 말했고 곽현모 역시 피임약을 먹음으로 해서 암이 생기고 혈전증이 생긴다는 ” , “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라고 잘라 말했다 더 나아가 강준상은 부작용에 대한 호소를 ” .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공포증 에 가깝다며 헛소문 으로 일축해버리기도 했다“ ” “ ” .65

부작용을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물리쳐버리는 여러 의사의 의견에 힘입어 정부는 ,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강행하였다 자궁내장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목표량이 . , 

제시되었다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에는 년의 명을 시작으로. 3 5 1972 225,000 , 『 』

년에는 명에게 경구피임약을 보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1976 340,000 .66 물론 왜 그러한 수치가  

정해졌는지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정했을 여섯 자리의 , . 

숫자는 일선 가족계획 요원에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임무로 시달되었고 이러한 강압적인 ,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또 하나의 푸에르토리코 또 하나의 아이티가 되고 있었다, .

한계 극복을 위한 시도와 또 다른 한계2.3.2. 

리페스 루프와 경구피임약이 여러 기술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 

65 곽현모 김승욱 김순임 정경균 강준상 가정의 벗 창간 주년 기념 특집 좌담회 먹는 피임약 마음  , , , , , 2 : , 「

놓고 권하세요 마음 놓고 잡수세요 가정의벗, , , 25 (1970.8), 8 11.」 『 』 –

66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3 5 ( : , 197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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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 루프의 크기나 경구피임약의 용량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었다 많은 . . 

이들은 루프와 경구피임약이 서구인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크기나 용량이 지나치며 그러한 , 

탓에 부작용이 빈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67 문제는 효과였다 루프의 경우에는 크기를 크게  . 

줄일 경우 피임 효과가 떨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배출될 위험성이 있었고 경구피임약 역시 , 

용량이 적을 수록 효과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다.68 결국 문제는 균형이었다 부작용을  .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크기와 용량을 찾는 일이 연구의 ,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 

비용이었다 경구피임약은 소모품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을 유발했다 리페스 루프 역시 . . 

정도만 덜할 뿐 마찬가지였다 설계상 루프는 한 번 자궁강 내로 삽입하면 제거할 때까지 . 

반영구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도구였지만 자연적으로 배출되거나 통증 또는 출혈 등의 , 

부작용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 재삽입을 요구하는 이가 허다했다 루프는 명을 . 1,000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개월 탈락률이 였고 개월과 년 년 탈락률은 와 1 18.2% , 6 1 , 2 36.4% 47.3%, 

년 탈락률은 에 달했다62.3%, 3 70.7% .69 이는 루프가 반영구적인 피임 방법이기보다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한 방법임을 의미했다 실제로 루프 수요에서 재삽입이 .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 년에는 에 다다랐다, 1971 27.4% .70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을   

67 W. Parker Mauldin, “Experience with Contraceptive Methods in Developing Countries”, 

Contraception: Sci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 Proceedings of a Symposium,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79), 50 104 [91].–

68 Tietze and Lewit, “Evaluation of Intrauterine Devices: Ninth Progress Report of the 

Cooperative Statistical Program”, 1 40 [10 14];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Minipill: A Limited Alternative for Certain 

Women”, Population Reports, Series A, Number 3 (September, 1975), 53 68.–

69 박병태 최병목 권호연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1976 ( : , 1978), 『 』 

208.

70 년에서 년까지 전체 루프 수요에서 재삽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1967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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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던 미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 

지출하던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탐색해야 했던 이유였다 그리고 이러한 .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눈은 정관 불임 수술을 향했다, .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 실패2.4. 

정관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전략2.4.1. 

오래된 대안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한 가지 대안은 정관 불임 수술이었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 , 

복잡하지 않은 일회의 수술로 영구적인 불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덕분이었다 정관 불임 . 

수술의 경제성과 용이성은 앞서 도입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신체적 특징에서 , 

비롯한다 수술을 통하여 불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자 또는 난자가 통과하는 통로를 . 

절제해야 하며 이때 수술의 난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정관 또는 난관의 위치이다 난관이 복강 , . 

내에 위치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에는 밖으로 노출된 기관인 음낭을 정도만 , 0.5cm 

절개하면 절개창을 통해 정관을 손쉽게 잘라 묶을 수 있다 작은 겸자와 가위 바늘 같은 . , 

기초적인 도구만을 이용하여 조수의 도움 없이 집도의 혼자 길어도 분 이내에 정관 불임 , , 20

수술을 끝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71 더욱이 정관 불임 수술은 막대한 양의 임상례를  

바탕으로 이미 안전성을 검증받은 기술이기도 했다 일찍이 세기 말부터 전립선비대증의 . 19

치료법으로 집도 되기 시작하여 세기 초 이른바 회춘 수술로 주목 받으며 크게 , 20 ‘ ’( ) 回春

유행한 덕분이었다.72

년 년 년 년 년 조지 워스 월터 왓슨1967 5.6%, 1968 9.9%, 1969 20.0%, 1970 24.1%, 1971 27.4%. C. , B. ,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년 아시아 가족계획 한국 대만과 동아시아 요약 미국인구협회 , 1971 : , , 「 」 『 』

한국사무소 서울 미국인구협회 한국사무소( : , 1973), 1 16 [6].–

71 이희영 정관절제술에 의한 수태조절 , , 546 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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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 루프와 경구피임약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정관 불임 수술의 보급에 , 

적지 않은 기대를 걸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았던 콘돔이나 살정제 등의 재래식 . 

피임법을 제외하면 정관 불임 수술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인구협회 , .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가족계획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년에 발행된 보고서에서 . 1963

인구협회는 당장의 보급을 위해서는 콘돔과 살정제 등의 재래식 피임법을 추천 할 수 있지만“ ” , 

대규모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관 불임 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썼다“ ” .73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수술의 비용 용이성 효과 면에서 정관 불임 수술은 다른 방법을 압도했다. , , .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던 년대 초반 정관 불임 수술의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했다1960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여러 비뇨기과 교수가 개업의에게 수술법을 

가르쳤고 이렇게 년부터 년까지 각각 명 명 명의 의사가 정관 불임 , 1962 1964 224 , 319 , 577

수술을 교육받았다.74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같은 기간 명 명 명에게 정관  3,413 , 19,866 , 26,256

불임 수술을 시행하였다 경구피임약은 아직이었고 자궁내장치 역시 몇천 명 단위의 시범 사업 . 

72 Yefim R. Sheynkin, “History of Vasectomy”, Ur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36 (2009), 

정관 불임 수술을 통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성호르몬을 연구했던 오스트리아의 285 294. –

생리학자 오이겐 슈타이나흐 에게서 비롯했다 그는 정관을 절제함으로써 (Eugen Steinach, 1861 1944) . –

정자 생성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아껴 성선 의 쇠약을 방지하고 이로써 생물의 노화를 막을 수 ( ) , 性腺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슈타이나흐 수술 또는 슈타이나흐 결찰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 ’ ‘ ’ (William 

등의 저명인사가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슈타이나흐 수술과 Butler Yeats, 1865 1939) . ‘ ’–

비뇨기과학의 개입을 통한 회춘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을 참고하라. Chandak Sengoopta, “‘Dr Steinach 

Coming to Make Old Young!’: Sex Glands, Vasectomy and the Quest for Rejuvenation in the 

Roaring Twenties”, Endeavour, 27-3 (2003), 122 126; Dirk Schultheiss, et al., “Rejuvenation in –

the Early 20th Century”, Andrologia 슈타이나흐 수술은 식민지 한국에서도 , 29 (1997), 351 355. ‘ ’–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학을 전공한 정근양 은 년 조선일보 에 . ( , 1912? ?) 1936鄭槿陽 – 《 》

불로장생법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하여 슈타이나하 수술 을 비롯한 다양한 불로장생법의 “ ” “ ” ‘ ’

허황함을 꼬집었다 정근양 단상 불로장생법 비판 상 조선일보 년 월 일 면. , : , , 1936 3 20 , 5 .   〈 〉 《 》

73 “Korea: Summary and Conclusions”, 1 2 [2].–

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368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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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때만 하여도 정관 불임 수술이 가족계획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재래식 피임법을 제외하면 정관 불임 수술은 년과 년 . , 1962 1963

각각 전체 피임 실천의 와 를 차지하는 방법이었다, 100% 93% .75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이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던 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 1970 , 

정관 불임 수술의 보급을 다시 추진하였다 예비군 가족계획 사업이 대표적이었다 예비군 . . 

훈련은 여 만 명의 대상자를 한데 모아두고 홍보 및 계몽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40

기회였다 년 월 중순부터 개월간 예비군 개 중대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이 . 1972 4 2 196

진행되었고 이듬해부터는 정식으로 예비군 교육 과정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 

포함되었다.76 정관 불임 수술을 향한 기대는 적지 않았다 가족계획연구원은 가족계획 사업  . 『

제 차 개년 계획 을 통해 년부터 년까지 진행될 사업의 방향을 정리하며3 5 1972 1976 , 』

정관수술의 목표량은 훨씬 더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썼다“ [ ] ” .…… 77 감소해가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증가세를 정관 불임 수술의 확대로 메울 심산이었다.

인구협회의 압력

인구협회 역시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정관 불임 수술을 확대할 수만 있다면 인구 . , 

조절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는 동시에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에 소비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인구협회 한국사무소가 년에 출간한 인도의 집단 . 1973 『

정관절제수술 시술캠프에 대한 이야기 는 그 자체로 미국 정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

인구협회 한국사무소는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총 세 권의 책을 간행했다 년 . 1973

월과 월 월에 각각 출간된 년 아시아 가족계획 한국 대만과 동아시아 요약2 6 , 9 1971 : , , 『 』

년도 한국정부 가족계획사업 인도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시술캠프에 대한 1972 , 『 』 『

이야기 였다.』 78 모두 인구협회에서 간행하는 기관 학술지 가족계획연구 (Studies in Family 『 』

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76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20 ( : , 1983), 164 165.『 』 –

77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 3 5 , 14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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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을 편집하여 번역한 결과였다 첫 두 권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Planning) . 

가족계획 사업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평범한 보고서였다면 세 번째로 발간한 책은 달랐다 정관 , . 

불임 수술이라는 한 가지 피임 기술을 특정하여 그것이 대규모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기 , 

때문이다 선택은 배제를 동반한다 이미 루프나 경구피임약이 가족계획 사업에 이용되던 . . 

상황에서 이는 분명 정관 불임 수술에 대한 강조를 의미했다, .

인구협회 한국사무소는 한국이 인도를 따라 정관 불임 수술을 대규모로 시행하길 원했다. 

크리슈나코마 등이 소개한 인도의 정관 불임 수술 현황은 한국의 상황과 무척 달랐다. 

케랄라주 에르나쿨람 지구 코치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건의 정관 1970 11 20 12 20 15,005

불임 수술을 시행하였고 다시 년 월 한달간 건의 정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였다, 1971 7 62,913 . 

보고서를 작성한 에르쿨람 지구 지방장관 크리슈나코마는 이를 세계 신기록 이라 “ ”

추어올렸다.79 구자랄주의 결과 역시 이에 못지않았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 1971 11 15 1972 1

일까지 주 동안 총 건의 정관 불임 수술이 시행되었으니 이는 외려 케랄라주의 15 8 221,933 , 

성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보고서의 저자 타코와 페이텔은 구자랄주가 케랄라주의 기록을 . 

배 능가하는 수치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썼다3.5 .80 구자랄주의 인구가 천 백만  2 7

78 각각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인구협회 년 아시아 가족계획 한국 대만과 동아시아 요약 . , 1971 : , 『 』 

서울 미국인구협회 한국사무소( : , 1973); Walter B. Watson and George C. Worth,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3-7 (1971), 132 135; T. Y. Lee, “Taiwan”, 145 150; Spurgeon M. Keeney, – –

의 번역 오천혜 월터 비 왓슨 피터 에취 마이클 년도 한국정부 “To Sum Up”, 160 162 . , , , 1972– 『

가족계획사업 서울 미국인구협회 한국사무소( : , 1973); Kyung Shik Chang, George C. Worth, Walter 』 

B. Watson, and Peter H. Michael, “East Asia Review, 1972: Korea (South)”, Studies in Family 

Planning 의 번역 크리슈나쿠마 타코 페이텔 인도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 4-5 (1972), 107 111 . , , , – 『

시술캠프에 대한 이야기 서울 미국인구협회 한국사무소( : , 1973); S. Krishnakumar, “Kerela’s 』 

Pioneering Experiment in Massive Vasectomy Camps”, Studies in Family Planning, 3-8 (1972), 

177 185; V. H. Thakor and Vinod M. Patel, “The Gujarat State Massive Vasectomy Campaign”, –

의 번역186 192 .–

79 크리슈나쿠마 인도 케랄라주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시술캠프 시험사업 인도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 , 「 」 『

시술캠프에 관한 이야기 , 1 46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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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한국의 정관 불임 수술 실적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 

경구피임약이나 자궁내장치의 실적과 비견할만한 것이었다.81

케랄라주와 구자랄주의 압도적 성과는 무엇에서 비롯하였을까 보고서의 여러 작성자는 정관 . 

불임 수술의 기술적 용이성을 지목했다 수술비용이 낮고 수술시간이 아주 짧고 입원할 . “ , , 

필요도 없어서 집단 시술 캠프 운동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 . …… 

더해 부작용은 적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 이었다 비용 역시 “ ” . 

루피에서 루피 즉 달러에서 달러 사이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113 145 , 15 20 .82 이 모든 장점을  

지목한 뒤 크리슈나코마 등은 대규모 정관 불임 수술이 인도 다른 곳에서 효과적으로 모방할 , “

수 있는 조직적 표본 이자 가족계획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 이라고 썼다” “ ” .…… 83

80 타코 페이텔 인구 구자랄주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캠페인 인도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시술캠프에  , , , 「 」 『

관한 이야기 이후 인도에서는 케랄라주와 구자랄주의 시험 사업을 확장하여 대규모 정관 , 47 84 [47-48]. 』 –

불임 수술 운동을 벌였고 이 소식은 인구협회의 가족계획연구에도 자주 보고되곤 했다, . D. N. Saksena, 『 』

“Follow-Up Study of Rural Vasectomy Acceptors in Uttar Pradesh”, Studies in Family Planning. 

5-2 (1974), 50 53; A. J. Sobrero and K. L Kohli, “Vasectomized Men: Follow-Up Results at One –

Year”, 54 57; S. Krishnakumar, “Ernakulam’s Third Vasectomy Campaign Using the Camp –

인도의 가족계획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Approach”, 58 61. . Ravindra G. Amonker, –

“Family Planning Performance in India”, Asian Survey, 15-7 (1975), 586 597; Rosanna –

Ledbetter, “Thirty Years of Family Planning in India”, Asian Survey, 24-7 (1984), 736 758.–

81 년 당시 한국의 인구는 약 천 백만 명이었고 정관 불임 수술 수용자는 명 자궁내장치  1971 3 2 , 18,581 , 

수용자는 명 경구피임약 수용자는 월평균 명이었다 경구피임약의 경우 매월 약재가 293,680 , 199,694 . (

필요하므로 월평균 수치로 비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한국 인구를 .) , 30 , 117 118. 『 』 –

기준으로 구자랄주의 실적을 보정하면 건이 되는데 이를 년 당시 한국의 정관 불임 수술263,032 , 1971 , 

자궁내장치 경구피임약 수용자 수와 비교하면 각각 배 배 배에 해당한다 물론 주간의 실적이 , 14 , 0.89 , 1.3 . 8

년 내내 지속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겠으나 단기간의 집단 시술로 이 정도 규모의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1 , 

점은 분명 특기할 만하다.

82 크리슈나쿠마 인도 케랄라주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시술캠프 시험사업 , , 1 46 [5, 37 38, 35].「 」 – –

83 크리슈나쿠마 인도 케랄라주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시술캠프 시험사업 타코 페이텔 , , 1 46 [3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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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한국사무소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케랄라주와 구자랄주의 시범 사업이 .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듯 한국에서도 대규모 정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 

의견이었다 보건사회부 가족계획과장 장경식 은 월터 왓슨. ( , 1930 ) (Walter B. 張慶植 –

을 비롯한 여러 인구협회 간부와 함께 쓴 보고서에서 인도의 대규모 정관 불임 수술 Watson) “

캠프를 한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고 썼다” .84 미국 정부와 뜻을 함께하는  

인구협회와 한국 정부의 의지가 한데 모인 가운데 정관 불임 수술은 년대 초반에 이어 , 1960

다시 한번 확산의 동력을 마련하였다.

대안의 실패2.4.2. 

정관 불임 수술의 더딘 확산

명백한 기술적 우위와 강력한 정책 의지는 정관 불임 수술의 성공을 담보하는 듯했다 그러나 . 

현실은 기대를 배반했다 일견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몇 해를 . . 

제외하면 년대와 년대 내내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늘 1960 1970 , 80% 

후반에서 사이였기 때문이다100% .85 언론도 앞다투어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을 보도했다 .86 

그러한 탓에 어떤 이들은 가족계획 사업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빛나는 성과를 올린 “

인구 구자랄주의 집단 정관절제수술 캠페인 , 47 84 [81].「 」 –

84 Chang Kyung Shik, George C. Worth, Walter B. Watson, and Peter H. Michael, “East Asia 

Review: Korea (South)”, Studies in Family Planning 장경식은 , 4-5 (1972), 107 111 [109].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싱가포르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를 취득한 인물로 보건사회부 , 

방역과 의무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보직을 거쳐 국립의료원 원장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원장, ,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장경식 중앙일보 인물정보 년 월 일 접속. ‘ ’, [2019 12 19 ].

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86 정관 불임 수술의 유행을 보도하는 기사는 적지 않다 이를테면 전국 불임시술 남성 만 . 40 , 〈 〉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명 중 명꼴 정관수술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1975 6 14 , 7 ; 12 1 , , 1975 6 17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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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예비군 훈련장 이라는 회고를 남기기도 했다” .87 그러나 이는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라는 통계의 눈속임이 낳은 착각에 불과할 뿐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정관 불임 수술의 , . 

목표량은 대부분 만 건 미만이었다 가장 높게 책정된 목표량은 년의 건이었는데3 . 1976 50,900 , 

이마저도 만 건 언저리 많게는 만 건까지 설정된 자궁내장치의 목표량과 비교하면 매우 30 , 40

작은 수치였다.88 루프와 경구피임약이 도입된 이후 정관 불임 수술은 단 한 번도 전체 피임  , 

실천의 를 넘어서지 않았다15% .89

이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 가족계획 사업의 초반만 해도 연구자 대부분은 . , 

정반대의 상황을 예상했다 동아시아의 가부장 문화에서는 남성이 성생활과 재생산을 . “

결정 하며 여성이 남성 의사의 진료를 저어 하기에 여성을 동원한 피임 방법보다는 정관 불임 ” “ ” , 

수술이 우세하리라는 판단이었다 근거는 년대와 년대에 진행된 파키스탄과 . 1950 1960

인도에서의 사업 경험이었다 여성 의사가 희소하고 시골 지역의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 “ , 

내진을 받으려 하지 않 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남성 의사가 남성 지원자에게 할 수 있는 ” “

수술 인 정관 불임 수술이 유력한 선택지였다” .90 가부장 문화가 지배적이고 의사 대부분이  , 

남성이라는 점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대개는 한국에서도 정관 불임 수술이 유행하리라 , 

전망하였다.

87 이상락 그 시절 우리는 가족계획 아세요 인구시계탑 한국농정 년 월 일 , : , ? ! , , 2019 3 17 .〈 〉 《 》

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89 전체 피임 실천에서 정관 불임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년에는 전체의  . 1966

였고 년 잠깐 높아져 에 다다랐지만 년의 를 기점으로 년에는 까지 10.2% , 1971 13.5% , 1973 13% 1976 9.5%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프와 경구피임약은 언제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년에는 전체의 . . 1966

와 였지만 년에는 무려 와 에 달했고 년에는 와 년에는 26.2% 2.5% , 1971 28.6% 27.3% , 1973 22% 22%, 1976

와 였다 박병태 최병목 권호연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서울23.8% 17.6% . , , , 1976 ( : 『 』 

가족계획연구원, 1978), 25.

90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Vasectomy, Old and New Techniques”, Population Reports, Series D, Number 1 (December, 

1973), 1 19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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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원인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된 이면에는 먼저 한국 남성의 심리적 저항이 놓여있었다 어떤 . 

이들은 정관 불임 수술을 거세 수술이라 이해하였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의 ‘ ’ . 

김세경 교수가 소개한 송 모 씨의 사례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남 ( , 1920 ) . 1⾦世景 –

녀를 둔 세 남성 송 모 씨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대에 누운 뒤에도 이 수술을 받으면 1 40 “

자기는 남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또 수술 후의 성생활에 대해 

몹시 걱정을 하며 안절부절못하였다 결국 송 모 씨는 수술을 포기하고 가족계획의 책임을 [ ] .” , 

부인에게 일임하였다.91 뿌리 깊은 남아선호는 거세의 공포와 맞닿아 있었다 행여 대가 끊기면  . 

어쩌냐는 두려움이었다 아들이 없으면 없다는 이유로 하나면 하나란 이유로 정관 불임 수술을 . , 

거부하였다.92 그 외에도 남성미가 없어진다 몸이 비대해지고 정력이 감퇴한다는 등의  ‘ ’, ‘ ’

속설이 유행하였고,93 농촌에서는 정관수술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짓게요 정관수술 받고  “ ? ? …… 

나면 힘이 없어 삽질 두어 번만 하면 맥을 못 추게 된다는 걸 누군 모를 줄 아슈 와 같은 ”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었다.94

이러한 세태는 당대에 진행된 여러 실증 조사로도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년 당시 . 197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형종 연구진이 춘천군 신동면에서 명의 남성을 ( , 1930 ) 434朴亨鍾 –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관 불임 수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는 에 지나지 않았던 , 19.0%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는 에 달하였다, 50.5% .95 같은 해 같은 연구진이 전국 개  25

마을을 표본으로 뽑아 가족계획 사업을 둘러싼 소문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정관 불임 수술에 , 

대한 개 풍문 가운데 가 힘을 못 쓴다 몸이 허약해진다 그 집안의 손이 595 80.5% “ ”, “ ”, “

끊어진다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96

91 김세경 남성불임술 이론과 사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 1978), 29.『 』 

92 정관수술과 사세대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64 7 21 , 6 .〈 〉 《 》

93 가족계획의 샛길 정관절제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71 7 6 , 7 .〈 〉 《 》

94 농촌 새 풍속도 변화 속 성문화 뜬 소문에 시술 주저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41) (10) , , 1977 8 5 , 7 .〈 〉 《 》

95 박형종 외 한국 농촌 남편들의 가족계획 행위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논집 , , , 3 (1976), 7 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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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의 공포를 소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대안이 동원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비뇨기과학교실의 이희영 은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1922 ) .李熙永 – 97 그가 내어놓은  

대안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관문합술 즉 정관 복원 수술이었다 이희영은 . ( ), . 精管吻合術

년에 첫 수술을 시작한 후 년부터 정관 복원 수술에 대한 연구 논문을 꾸준히 1963 1964

발표했고 성공률이 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87% .98 잘라낸 정관을 높은 확률로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면 정관 절제 수술은 남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 아닐 것이었다 또 다른 , ‘ ’ . 

대안은 정관 마개 수술이었다 정관을 자르지 않고 내강에 길이의 수술용 실을 삽입하여 ‘ ’ . 1cm 

96 박형종 외 한국 농촌 지역에서의 가족계획 풍문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논집 ,  , , 3 (1976), 38 61. 「 」 『 』 –

이는 김지자가 년 경기도 안성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와 비슷한 비율이었다 김지자의 연구에서 1974 . 

정관 불임 수술을 향한 개 풍문 가운데 에 해당하는 건의 소문이 부정적인 내용에 146 , 72.6% 106

해당했다 김지자 가족계획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실천 연구 피임약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실천 연구. , : , 「 」

가족계획논집 , 2 (1975), 96 138.『 』 –

97 이희영은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과 연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 1951

졸업한 그는 년부터 남자측 생물학적 피임법의 근황과 전망을 발표하는 등 경력의 초반부터 정관 1954 「 」

불임 수술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이희영 남자측 생물학적 피임법의 근황과 전망 종합의학. , , , 11-4 「 」 『 』

그런 덕분에 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회 아세아지역가족계획지도자세미나에 (1954), 25 28. 1962 5–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고 당시의 논의를 정리하여 최신의학에 연재하기도 했다 이희영 가족계획과 , . , 『 』 「

의사 제 회 아세아지역가족계획 견문 제 편 최신의학 제 편: 5 Seminar , 1 , , 5-9 (1962), 1052 1060; 2 , 」 『 』 –

제 편 제 편5-10 (1962), 1211 1215, 1232; 3 , 5-11 (1962), 1387 1422, 1430; 4 , 5-12 (1962), – –

제 편 당시만 하더라도 편집의 한계로 말미암아 같은 1517 1522, 1546, 1598; 5 , 6-1 (1963), 90 92, 112. – –

호의 같은 글이 쪽별로 나뉘어 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희영의 연재도 마찬가지였다 이후에는 정관 , . 

불임 수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최신의 수술 기법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한편 년부터는 정관 , 1964

불임 수술에 대한 연구를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 와 대한의학협회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연재하기도 『 』 『 』

했다.

98 이희영 , Studies on Vasectomy: II. Comparative Studies of Splinting Materials on the Vas 「

Anastomosis of the Animals and a Report of Consecutive Successful Anastomoses of the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Humans , , 5-1 (1964), 43 53; Studies on Vasovasostomy: IV. Surgical 」 『 』 – 「

대한의학협회지Techniques and Results of Vasovasostomy , , 12-9 (1970), 815 823.」 『 』 –



52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 : 1970 80 , –

정자의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실을 뽑아내기만 하면 곧바로 정자의 이동이 온전히 회복되는 , 

장점이 있었다.99 이희영은 새로운 형태의 정관 불임 수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남성을  , 

대상으로 하는 황색 언론 선데이서울 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 100 이처럼 이희영은 정관 불임  

수술의 영구성을 해결함으로써 수술을 향한 공포를 해소하고자 했다, .

기술적 대안에 더하여 문화적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씨 없는 수박 메타포의 전유가 , . ‘ ’ 

대표적이었다 정관 불임 수술은 보통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수술로 비유되곤 했다. ‘ ’ .101 생식  

기능의 상실에 대한 자조를 담은 표현이었다 그러나 여러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교수들은 이를 . 

역으로 이용했다 씨 없는 수박은 씨에 소모되는 성분이 살에 남게 되므로 더 맛이 좋은 . “ …… 

것이 보통 이며 정관 수술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액 속에 정자만 없을 뿐 사정량이나 ” , “

남성호르몬에 전혀 변화가 없고 임신 공포에서 해방되어 성생활에 편리하고 정신적으로도 , , 

정력이 증진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잘못된 메타포였다 씨 없는 수박은 ” . . 

맛이 더 좋아질지 몰라도 정관 불임 수술을 한다고 정력이 증진 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 ” . 

김세경 교수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다 바로 앞쪽에서 정관절제술을 시행하면 정자의 통로만 . “

차단될 뿐 정액의 타성분은 그대로 사정액 속에 배출되며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나 , 

분비기능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 썼던 그였다” .102 정력 증진 앞에 정신적이라는 말을  ‘ ’

넣은 이유도 실제로 신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103 그러나 이는 정관  

99 이희영은 새로운 방법으로 세계 학회의 주목을 받았다 년에는 국제 학술지 생식과 불임 에  . 1969 『 』

논문을 싣는 한편 뉴저지에서 개최된 세계남성불임술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년에는 미국에서 , 1971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Hee Yong Lee, “Experimental Studies on Reversible Vas Occlusion by 

세계남성불임술학회에서 발표된 Intravasal Thread”, Fertility and Sterility, 20-5 (1969), 735 744. –

원고는 다음에 재수록되었다 이희영 정관절제술에 관한 연구보고문 초록 최신의학. , , , 13-3 (1970), 「 」 『 』

이희영이 출원한 특허는 다음과 같다263 269. . Hee Young Lee, Method for Achieving Reversible –

Male Sterilization, U.S. Patent 3,589,355, filed September 12, 1969, and patented June 29, 1971.

100 아침저녁 마음대로 정관마개 해줍니다 선데이서울 , , 2-48 (1969.11.30), 40.〈 〉 《 》

101 가족계획의 샛길 정관절제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71 7 6 , 7 .〈 〉 《 》

102 김세경 남성불임술 , , 5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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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수술을 향한 공포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설득을 위해 의학적인 사실에 다소 어긋나 . 

보이는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정관 불임 수술에 대한 거부감은 거대했다.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빈약한 정책 의지였다 정관 불임 . 

수술의 목표량을 관찰하면 한 가지 미묘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년부터 년까지 , . 1962 1964

목표량이 늘어나다가 년에 꺾이는데 이것이 자궁내장치의 확산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1965 , 

점이다.104 이와 함께 정관 불임 수술의 예산 역시 자궁내장치로 다시 편성되었다 .105 이는  

정부가 정관 불임 수술을 어디까지나 여성 피임 기술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했음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다면 안전성과 효과가 이미 증명된 정관 불임 수술 대신 아직 . , 

유효성이 채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 

경구피임약이 도입되던 년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건을 상회하던 정관 불임 수술의 1968 . 20,000

목표량은 경구피임약의 도입과 함께 감소하였고 실적 역시 예년의 정도로 줄어들었다, 80% .

정관 불임 수술을 향한 정부와 남성 집단의 태도는 서로 맞물려 하나의 순환 고리를 , 

형성했다 정관 불임 수술을 대신하여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을 권하는 정책은 남성이 . 

여성에게 피임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로 이어졌고 이렇게 낮아진 정관 불임 수술의 실적은 , 

다시 가족계획 사업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진행 상황을 . 

정리하여 보고하던 인구협회 동남아주재대표 스퍼전 키니(Spurgeon M. Keeney, 

는 루프로도 충분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임을 우려하던 남편들 사이에서 수술을 1893 1988) “ , –

향한 열의가 줄어들었 으며 명에서 명에게 정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려던 계획도 ” , “30,000 40,000

명 정도로 축소되었다 고 썼다15,000 ” .106 물론 이렇게 감소한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는 다시  

103 이희영 교수는 동아일보 의 인터뷰에서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씨 없는 수박은 모양 색 향기  . “ , , 《 》

등에서 보통 수박하고 다를 게 없다 다만 씨가 없을 뿐이다 오히려 씨가 없어 편리하고 씨로 갈 . . 

영양분이 살에 남아 더 단 것이 특징이다 인공유산과 정관절제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72 11 10 , 5 .〈 〉 《 》

1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105 Spurgeon M. Keeney, “Korea and Taiwan: The 1965 Story”, Studies in Family Planning, 

1-10 (1966), 1 6 [2].–

106 Keeney, “Korea and Taiwan: The 1965 Story”, 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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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로도 충분하다는 소문을 강화할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정관 불임 수술은 자궁내장치와 ‘ ’ . 

경구피임약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2.5. 

인공유산의 부상2.5.1.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은 높아져만 갔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 .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부와 남성은 정관 불임 , 

수술에 미온적이었고 피임의 책임은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었다 많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 

인공유산을 선택하였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홍성봉 의 조사에 . ( , 1925 2018)洪性鳳 –

따르면 년대 후반부터 인공유산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 년 이던 , 1960 . 1964 44.3

명당 인공유산 수가 년에는 로 출생과 유산이 에 접근 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100 1969 74.8 “ 1:1 ” . 

세 이상부터는 출생과 유산이 거의 같아 대 전반에 이르면 서울의 기혼부는 모든 임신의 30 “30

반수를 유산으로 처리 한다고 할 정도였다” .107

어떤 이들은 인공유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앞서 언급한 홍성봉이 . 

대표적이었다 상식적인 윤리도덕관에서 보아 인공유산이 무조건 올바른 처사는 결코 . “

아니 지만 우리의 현실과 시대의 필연성은 냉혹하며 이러한 처사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 , “

하나의 필요악 이라는 주장이었다” .108 그는 일본과 루마니아 등의 예를 볼 때 고율의  “

출산력으로부터 저율로 변동하는 데 있어서 인공유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가 힘들 며” , 

107 홍성봉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대한의학협회지 이후  , , , 13-7 (1970), 543 547 [543, 544]. 「 」 『 』 –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여 년과 년 기준 출생 명당 인공유산수가 명을 기록했다1977 1978 100 275 . Hong 

Sung-bong and Christopher Tietze, “Survey of Abortion Providers in Seoul,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10-5 (1979), 161 163 [162].–

108 홍성봉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 , 543 547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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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썼다.109 실제로 국립가족계획연구소 분석평가부장 이병무에  

따르면 년에서 년까지 인공유산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로 전체의 에 , 1960 1970 0.6717 11.21%

해당했다.110

출산력을 조절하기 위해 인공유산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정부 관료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가족계획 사업의 설계와 실무를 담당하던 보건사회부가 그러했다 보건사회부는 . 

인공유산을 가족계획 사업에 정식으로 포함하기 위해 인공유산의 합법화 안을 담은 정부안을 , 

반복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공유산의 합법화가 가져올 좋지 않은 인상을 . ‘ ’

우려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등의 반대에 따라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제정된 , 

년의 모자보건법 역시 인공유산을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여 1973 , , 「 」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였다.111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인공유산을 전면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공유산을 .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낙태죄를 사문화하여 의도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통해 ‘ ’ , 

사실상 인공유산을 합법화하였다.112 이에 더해 정부는 이른바 월경조절법을 보급하기도 했다 ‘ ’ . 

임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초기에 카테터를 이용하여 자궁 내를 흡인하는 사실상의 

109 홍성봉 인공유산이 임신간격에 미치는 영향 인공유산후 피임불실시부인에서의 임신간격 , : , 「 」

인구문제논집 홍성봉은 가족계획협회와 인구협회가 지원한 인공유산 관련 , 15 (1972), 98 102 [98]. 『 』 –

연구를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그의 연구는 이후 모자보건법이 통과되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 「 」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30 , 123.『 』

110 이병무 유배우연령구조초혼연령 임신중절 및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 ( ), , 「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보 창간호 서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 1970 , ( : , 1971), 140 183 『 』 –

[149 154].–

111 모자보건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제정 년 월 일 시행 제 조  ( 2514 , 1973 2 8 , 1973 5 10 ), 8「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모자보건법의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보건사회부 관료와 장관 여당의 . ,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회고를 참고하라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 30 , 30 48 [39 42].「 」 – –

112 이지연 처벌과 배제 낙태 한국의 여성과 국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 , , , (2012), 「 」 『 』

1015 1028 [1019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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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 기술이었지만 유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인공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또는 , “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 다는 이유였다” .113 낙태죄의  ‘ ’

사문화와 월경조절법의 보급은 정부가 인공유산을 인구 조절을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2.5.2. 

홍성봉을 비롯한 엘리트 의학자와 보건사회부 관료 등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인공유산은 ,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한 가지 이유는 인공유산에 따라붙은 윤리적 . 

비난이었다 가장 맹렬한 비판을 내어놓은 한국 가톨릭 교회는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발표한 . 

여러 편의 성명서와 교서 를 통하여 인공유산을 포함한 비자연적 피임법 일체를 ( ) ‘ ’ 敎書

규탄하였다.114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었다 가족계획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서울대학교  . 

113 나건영 인공임신중절과 그 합병증의 현황 대한불임학회잡지 오늘날과  , , , 3-2 (1976), 13 27 [16]. 「 」 『 』 –

같은 임신진단테스트기는 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대중화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임신 여부를 쉽게 알 1970 , 

수 없었다 기술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은 월경조절법이 인공유산의 혐의를 벗는 통로가 되었다. . 

임신진단테스트기의 개발과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Jesse Olszynko-Gryn, “The Feminist 

Appropriation of Pregnancy Testing in 1970s Britain”, Women’s History Review, 28-6 (2019), 

1 26.–

114 다음이 대표적이다 한국 주교단 공동 교서 인구 문제와 산아제한 경향잡지 . , , , 53-11 (1961.11), 「 」 『 』

한국 주교단 성명서 국민 우생 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경향잡지 한국 4 8; , ’ ’ , , 56-6 (1964.5), 4 5; – 「 」 『 』 –

주교단 공동 교서 우리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인식과 자세 경향잡지, , , 60-10 (1968.10), 6 13. 「 」 『 』 –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최선혜 년대 . , 1960 1970「 –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 인간연구 이원희 김대기, , 9 (2005), 183 202; , , 」 『 』 –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의료활동 강원도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박승만: , , 14 (2017), 333 368; , 「 」 『 』 –

천연한 자연과 완전한 자연 년대 중반 한국 가톨릭 가족계획 사업과 자연피임법의 경합 의사학: 1970 , , 「 」 『 』

29-1 (2020), 8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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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의 권이혁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어디까지나 낙태 , “

수술은 엄연한 살인 이며 정부 당국이 가족계획에 대한 계몽 을 강화함으로써 인공유산을 ” “ [ ] ”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 주문하였다.115 인구협회 역시 연구 고문 월터 왓슨의 입을 빌려  

루우프나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기보다는 인공유산에 의존하 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니 “ [ ] ……

그래도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할 수 있 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 , 

제기하였다.116

여러 의학자 역시 인공유산의 보편화에 반대하였다 홍성봉은 제대로 했을 경우 십만에 오 . “

명이 죽을 정도인데 편도선 수술도 이 정도는 위험 하다며 인공유산의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 

모두가 같은 의견은 아니었다.117 서울적십자병원 산부인과 배병주 가  ( , 1922 2013)裵炳胄 –

대표적이었다 일찍이 배병주는 비록 산아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가족계획의 . “

방법으로 인공유산을 채택하는 것은 정당성 을 잃은 일이며 이것은 이미 일개의 생명체인 [ ] , 

태아를 희생시키는 잘못 이외에 모체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며 자궁 ” , 

천공 등의 외과적 합병증이 수반될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 .穿孔 118 홍성봉이 인공유산의  

불가피함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악이라는 수사를 동원하고 정부가 인공유산을 허용하기 위해 ‘ ’ , 

전면 합법화가 아닌 사문화라는 우회로를 이용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인공유산을 . 

옹호하는 이들 역시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인구 조절을 위해 . 

쓰이기에 인공유산은 윤리적이지도 안전하지도 못했다, , .

문제는 대안이었다 무엇으로 인공유산을 대신할 것인가 잦은 부작용과 낮은 경제성을 . . 

무릅쓰고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확산세를 다시 가속할 수도 또는 집단적 반발을 , 

이겨내고 어떻게든 정관 불임 수술의 확산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두 가지 모두 성공할 , 

115 법 사회적 입장에서 본 임신 중절 양성화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 , 1970 6 11 , 3 .〈 〉 《 》

116 월터 비 왓슨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사업평가  , , , 「 」 『

세미나보고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1971), 117 123 [120].』 –

117 인공유산과 정관절제 홍성봉 이희영 교수의 지상진단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 , 1972 11 10 , 5 .〈 〉 《 》

118 배병주 인공유산의 외과적 합병증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 , 5-5 (1962), 247 257 [2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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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못하건 인공유산의 만연은 그 자체로 기존 . 

피임 기술의 한계에서 비롯한 결과였고 십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현실은 그리 쉽게 뒤집힐 리 , 

없었다 그렇다고 윤리적 의학적 정당성을 결여한 인공유산을 보편화할 수도 십여 년 전으로 . , , 

돌아가 재래식 피임법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 ’ . 

새로운 피임 기술이 필요했다.

소결2.6.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가족계획 사업에 사용되던 여러 피임 . 

기술은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냈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 

예견된 한계였다 이들 기술은 효과와 부작용이 채 증명되기도 전에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 

당장의 인구 문제 앞에서 골머리를 앓던 한국 정부는 기술의 안전성을 부차적인 문제로 

제쳐놓았고 선진국의 여러 의학자는 여기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의 기회를 발견했다 이뿐만이 , . 

아니었다 목표량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정해졌고 피임 기구의 제작 환경 역시 열악하였다. , . 

원래 기술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지속해서 , . 

발생하는 비용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물론 대안이 없지는 않았다 안전성과 효과 경제성 모두가 보장된 정관 불임 수술이었다. , . 

수술 과정도 간단할뿐더러 영구적인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반복되는 재정 , ,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도 했다 년대 초 한국 정부가 다시 정관 불임 . 1970 , 

수술의 확산을 시도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와 정책 의지에도 정관 불임 수술은 . , 

크게 확산하지 못했다 한국 남성의 심리적 공포를 넘어서지 못한 까닭이었다 그들은 정관 . . 

불임 수술을 곧 남성성의 상실로 이해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희영을 비롯한 여러 . 

의학자가 정관 복원 수술이나 가역적 정관 불임 수술 등을 개발하고 외려 정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퍼트리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역시 정관 불임 수술을 어디까지나 , . 

여성 피임 기술을 보충하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어떤 이들은 인공유산을 대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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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고 정부 역시 이를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피임 기술을 온전히 대체하기에 , 

인공유산은 정당성이 부족했다 윤리적으로는 생명을 희생한다는 비난이 의학적으로는 인구 . , 

조절이라는 편익보다 감내해야 할 위험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방법은 정녕 . 

없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돌파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 난관 불임 수술이었다. . , .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난관 불임 수술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새롭게 인구 문제가 부상하고 그에 . 

대한 해결책으로 병원 가족계획 사업이 시행되던 도시라는 공간에서 난관 불임 수술이 기술적 , 

필요성에 더하여 비로소 가능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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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난관 불임 수술의 가능성 도시 인구 문제의 부상과 3 . : 

병원 가족계획 사업

도입3.1. 

기존 피임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지만 대안은 , 

뚜렷하지 않았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 정관 불임 수술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었고. , , 

그렇다고 효과가 분명치 않은 재래식 피임법에 의존할 수도 정당성이 없는 인공유산에 의존할 , 

수도 없었다 물론 피임 기술의 보급이 가족계획 사업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안전하고 . . 

효과적인 피임 기술 없이는 가족계획 사업의 진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임 기술은 , 

사업의 필요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기술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였다 바로 난관 불임 수술이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를 열고 난관을 잘라 묶거나 소작함으로써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 

막는 피임 기술이었다 장점은 분명했다 단 한 번의 수술로 영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 

덕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았고 실패율도 영에 가까웠다 하지만 단점 또한 , . 

분명했다 개복이 필요한 탓에 수술실과 회복실이 없으면 집도 자체가 불가능했다 병원이 . . 

넉넉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한국의 환경에서 이는 결정적인 한계였다, .

그렇다면 난관 불임 수술은 어떻게 이러한 한계를 넘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 . 

실마리는 상대적으로 병원이 집중된 공간인 도시에 있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도시가 . 

인구 문제의 새로운 진원으로 주목받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 

가족계획 사업이 기획되는 과정을 살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원이 사업의 또 다른 .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써 난관 불임 수술의 기술적 가능성이 비로소 현실화하는 상황을 ,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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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의 재조명과 도시 인구 문제의 부상3.2. 

가족계획 사업의 위기3.2.1. 

사업의 정체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 중이던 년대 초 인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큰 1970 , . 

문제는 인구성장률이 계획만큼 줄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다.1 한국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년 로 추산된 한국의 인구자연증가율은 년까지는 내외로 그리고 , 1961 2.88% 1966 2.5% , 

년까지는 로 감소해야 했다1971 2.0% .2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던 년대 초중반만  1960

하더라도 전망은 어둡지 않았다 년과 년의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된 연평균 , . 1961 1966

인구자연증가율은 였다2.7% .3 물론 이는 목표치 를 조금 상회하는 값이었지만 가족계획  2.5% , 

1 인구성장 또는 인구증가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따른 자연적 증가와 인구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의  

합으로 계산된다 인구성장률 또는 인구증가율은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의 합이 특정 기간 보통 일 . , 

년 동안 늘어난 정도를 의미하며 인구자연증가율은 자연적 증가에 따라 인구가 늘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총인구와 인구성장률의 , , ( : , 1990), 63 69. 『 』 –

변화는 부록 총인구1. 와 인구성장률 년을 참고하라 : 1960 1989 .–

2 정부의 계획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먼저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에서는 계획이 종결되는  . 1 5『 』

년까지 인구자연증가율을 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년 제 차 계획의 1966 2.74% . 1962 1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족계획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 

종래에 설정된 목표치를 로 수정할 것인지 또는 로 수정할 것인지 두 안을 놓고 논의가 2.5% 2.0%

진행되었다 그러던 차에 년 보건사회부에서 가족계획 사업 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단 . 1963 10 , 「 」

년까지 인구자연증가율을 내외로 감소하고 년까지 이하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1966 2.5% 1971 2.0% 

정리되었고 이는 이후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제 차 , 2 5 . , 1『 』 『

경제개발 개년 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보건사회부에서 년에 작성한 5 : 1962 1966 ( :  , 1962), 40 41. 1963– 』 –

가족계획 사업 개년 계획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보건사회부 한국가족계획사업 서울10 . , ( : 「 」 『 』 

보건사회부, 1966), 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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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율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불가능하지만은 1971

않았다.4 실제로 년 이전까지 이하로 추정되던 가족계획 실천율은 년에는  1961 5% 1965 16.2%, 

년에는 로 증가하였다1966 20.1% .5 많은 이들은 사업의 성공을 낙관했다 년에 발행된  . 1968

년도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년부터 년까지 1967 . “1964 1967『 』

계속된 회의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직적인 전국사업에 고무적인 진척이 있었을 4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극히 낙관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6

그러나 년의 목표는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결과는 애당초 계획했던 를 웃도는 1971 . 2.0%

였다 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을 정리하며2.2% . 1972 3 5 , 『 』

가족계획연구원은 정부의 계획 이 원만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는 말로 에둘러 실패를 “ [ ] ”……

인정했다.7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년대 후반부터 가족계획 실천율은 더 올라가지  . 1960

3 해방 이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인구 조사는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할  ,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미셸 푸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 관리 즉 인구를 파악하고 그에 개입하는 . , 

일련의 활동은 근대적 통치의 핵심이며 그러한 이유로 인구 통계란 통치의 기반이자 목표가 되기 , 

때문이다 근대적 통치에서 인구 관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사회를 . . , 『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년 김상운 옮김 서울 난장 안전 영토 인구: 1975 76 , ( : , 2015); , , : – 』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년 심세광 전혜리 조성은 옮김 서울 난장 한국의 맥락에서 국가 1977 78 , , , ( : , 2011). – 』

형성 과정과 인구 조사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로는 다음이 중요하다 조은주 인구통계와 국가형성. , : 「

년 년 한국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년대 한국의 1960 , 1966 , , 48-5 (2014), 137 172; 1960」 『 』 – 「

통계 발전과 지식 형성의 실천 주한 통계 고문단 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958 1963) , , 38-1 – 」 『 』

(2016), 213 237.–

4 경제기획원 총무과 가족계획사업추진에 관한 종합보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1966.11.) ( : BA0138621), 「 」 

정희섭 장관은 의 인구자연증가율에 대하여 인구조절계획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8. 2.7% “ ”

보고하였다.

5 보건사회부 한국가족계획사업 보건사회부 년도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서울 , , 42 45, 50; , 1966 ( : 『 』 – 『 』 

보건사회부, 1966), 161.

6 보건사회부 년도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서울 보건사회부 , 1967 ( : , 1968), 69.『 』 

7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년에 설립된  , 3 5 ( : , 1972), 7.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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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년과 년 사이 증가세를 보였던 가족계획 . 1965 1966 3.9% 

실천율은 년과 년 사이 증가했을 뿐이었다1966 1967 0.1% .8 년 보건사회부가 제시한  1966

계획안에 따르면 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계획 실천률을 수준으로 1971 “ 45% 

향상 해야 했지만 이 계획은 년에 이미 어그러진 셈이었다” , 1967 .9 년대 후반의 낙관은  1960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비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 차 개년 계획 에는 가족계획 사업이 , . 3 5 “『 』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 으며 그러하기에 정부 목표의 달성이 한층 더 어려울 것 이라는 ” , “ [ ] ”

전망이 담겼다.10 년에 시작한 세 번째 개년 계획은 시작부터 실패를 향하고 있었다 1972 5 .

어두운 미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몇 번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오히려 , 

상황의 악화를 경고했다 년 월에는 가족계획연구원의 주최로 가족계획 사업 평가 . 1971 11 ‘

세미나가 열렸고 년 월에는 한국사회학회의 주최로 한국 가족계획 연구활동의 사회학적 ’ , 1972 3 ‘

평가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인구자연증가율의 감소세가 줄어들리라는 예측을 ’ . 

내어놓았다 한 가지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이른바 전후 . .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 연령군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를 그리 ‘ ’ .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에는 오히려 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3 5 “ [ ] 『 』

년의 에서 년에 로 점차 신장되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1966 32.1% 1970 33.3%

있다 는 문장이 담겼다” .11 노동력이 증가하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이었다 .

국립가족계획연구소는 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개편되었고 년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합쳐져 1971 , 1981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되었으며 년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 받은 후 년 , 1986 ,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편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 30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66 179.–

8 보건사회부 년도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 1967 , 42.『 』

9 보건사회부 한국가족계획사업 , , 50.『 』

10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 3 5 ,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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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달리 생각했다 이들이 . 

보기에 노동 인구의 증가는 가임 연령의 증가를 의미했고 이는 가족계획 사업을 가로막는 , 

장애물이었다 가족계획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한 인구협회 연구 고문 월터 . (Population Council) 

왓슨 은 년대 중반기부터 연령분포가 현저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Walter B. Watson) “1970

급격하게 전향되기 시작할 것 이며 이는 의문의 여지도 없이 명약관화 하다고 잘라 말했다” , “ ” .12 

한국사회학회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이해영 과 . ( , 1925 1979)李海英 –

김진균 역시 베이비붐의 결과로 출생한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 , 1937 2004) “⾦晋均 –

가임연령에 도달 했으며 따라서 가임인구의 연령 구조 면에서 년대는 년대와는 ” , “ 1970 1960

달리 인구증가율을 저하시키는 데 불리한 여건하에 있 다고 진단했다” .13 왓슨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년대의 인구 변화가 년대에 가서 다시 또 하나의 베이비붐을 가져올 것이고 1970 “1980 ‘ ’

세기의 전환기까지 인구증가율은 이상을 유지하게 될 것 이라고도 썼다1% ” .14 년대의  1970

실패가 미래의 실패를 불러오리라는 암울한 예측이었다.

또한 이들은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 자체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년대에 . 1960

인구자연증가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 

의견이었다 왓슨은 출산력과 인구증가율이 감퇴된 이유를 가족계획에만 돌리는 것은 다소 . “

잘못된 생각 이며 가족계획은 지난날의 출산력 감퇴에 있어 약 정도만 기여 했다고 ” , “ 1/3 ”

썼다.15 여기에 더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고영복 과 이화여자대학교  ( , 1928 2011)⾼永復 –

사회학과 김대환 은 교육의 보편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전통적인 생활 ( , 1928 2006) “ ”, “⾦⼤煥 –

의식이나 행위 양식의 해체 합리적인 가족관의 정립 등 다른 사회적 여건들의 작용이 적지 ”, “ ” “

11 대한민국 정부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서울 대한민국 정부 , 3 5 : 1972 1976 ( : , 1971), 31.『 – 』 

12 월터 비 왓슨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사업평가  , , , 「 」 『

세미나보고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1971), 117 123 [117 118].』 – –

13 이해영 김진균 한국가족계획사업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 가족계획 연구활동의 사회학적  , , , , 「 」 『

평가 서울 한국사회학회( : , 1972), 5 15 [10].』 –

14 왓슨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 , 117 123 [122 123].「 」 – –

15 왓슨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 , 117 123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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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 을 지적하였다” .16 사실이 그러하다면 정부가 제시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는 부풀려진  

수치일 뿐이었다 이는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가 생각보다 더 낮을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 , 

외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촌향도와 도시 인구 문제3.2.2. 

그렇다면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해 가족계획 실천율이 정체된 이유는 . ,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사업을 의도한 바대로 끌어나갈 수 있었을까 세미나에 , . 

참가한 이들의 공통된 대답은 도시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다. . 

년의 인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여러 언론에서는 대도시에의 인구집중과 도시권의 1966 , “

확장에서 보이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17 호들갑은 아니었다 많은  . 

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고 이촌향도 의 결과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의 , ( )離村向都

비율은 빠르게 변화했다 년에는 전체 인구의 가 도시에 살았지만 불과 년이 . 1955 24.5% , 10

지난 년에는 도시 인구의 비율이 로 급증했다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년대 1965 33.6% . 1970

말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18 도시화가 도약기와  

성장기 가속기 원숙기로 진행된다고 할 때 한국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도약기를 , , , 1960

거쳐 성장기를 향하고 있었다.19 도시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급격하게  . 

16 고영복 김영환 농촌에 있어서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한국사회학회 한국 가족계획  , , , , 「 」 『

연구활동의 사회학적 평가 , 41 55 [41 43].』 – –

17 도시화의 급진전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67 10 31 , 3 7 .〈 〉 《 》 –

18 윤종주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도시인구의 동태 도시문제 이후 전망은  , 66 , , 2-6 (1967), 2 17 [5]. 「 」 『 』 –

현실이 되었다 도시 인구의 비율은 년의 를 지나 년에 를 기록했고 년과 . 1970 41.2% 1980 57.3% , 1990

년에는 각각 와 로 상승했다 조명래 도시화의 흐름과 전망 한국 도시의 과거 현재2000 74.4% 79.7% . , : , , 「

미래 경제와사회, , 60 (2003), 10 39 [17].」 『 』 –

19 조명래에 따르면 한국은 년대 중반 무렵 도시화율 즉 도시 인구의 비율이 에 해당하는  1950 2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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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도시화는 인구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대인의 평가는 크게 둘로 .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도시화가 가족계획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낙관했다 노동력의 . 

증가라는 측면에서 베이비붐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던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에서는 3 5『 』

도시화가 인구자연증가율의 감소를 가져온 한 가지 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미국의 여러 , 

인구학자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을 드러냈다.20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던 년 1963 , 

인구협회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던 마셜 벨푸르 는 (Marshall C. Balfour, 1896 1976)–

존스홉킨스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의 존 휘트리지 주니어 등과 함께 (John Whitridge, Jr.)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해력과 증가 추세의 도시화 그리고 문제를 , “ ,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 가 한국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리라 예상했다” .21 도시는  

핵가족 문화가 지배적이기에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 

이유였다 이러한 논리 그대로라면 도시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인구 문제란 시간의 흐름과 . , 

함께 자연히 해결될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인구학자와 사회학자는 도시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어놓았다. 

먼저 이들은 통념과 달리 도시화가 높은 가족계획 실천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시의 출산율이 농촌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인구 문제의 해소를 장담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었다 년 서울과 . 1967

서울 이외 도시 지역의 출산율은 각각 명과 명으로 농촌 지역의 출산율 3.110 3.707

명보다는 낮았지만 이는 여전히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의 대체출산율보다는 높은 5.041 , 

값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농촌 인구의 유입이 도시의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도시 문화의 . , ‘ ’

확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년대 중반 이후 도시 지역의 . 1960 , 

도약기에 들어섰으며 년대 중반에 시작된 도시화율 의 성장기와 년대 후반에 시작된 , 1960 30 49% 1970–

도시화율 의 가속기를 지나 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는 원숙기로 50 75% , 1990 76% –

접어들었다 조명래 도시화의 흐름과 전망. , , 10 39 [16 26].「 」 – –

20 대한민국 정부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 3 5 , 31.『 』

21 “Korea: Summary and Conclusion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 (196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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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오히려 상승 추세였고 가족계획연구원은 이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 의 , “ ……

부인들이 상당수 농촌에서 이주 한 결과로 해석했다” .22  

더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통념 탓에 지금까지 도시가 가족계획 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 

있었음을 지적했다 왓슨은 도시 지역이나 도시의 빈민가에서 보다 많은 가정방문식의 현지 . “

요원들이 시급히 요구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구 만을 가진 서울에서 겨우 아홉 군데 ” , “ 650

밖에 안되는 보건소를 보급소로 의존하는 사업은 결코 하나의 계획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 다고 ”

단언했다.23 그가 보기에 도시의 가족계획 사업은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왓슨뿐만이 아니었다 . . 

미국 국립보건원 의 스탠 허드슨 역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Stan Hudson) 

도시문제 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항상 농촌에 중점을 두어 왔 으며“ ” , 『 』

도시에서는 가족계획 사업 자체가 효율적인 원동력이 되지 못 한다고 썼다“ ” .…… 24 실제로  

그러했다 년을 기준으로 가족계획을 위해 보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 1971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농촌이 도시가 였고 가족계획 요원의 가정 방문을 받은 15%, 11% , 

경험이 있는 이의 비율 역시 농촌이 도시가 였다26%, 14% .25 도시화가 가족계획 사업에  

유리하리라는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실은 농촌이 가족계획 사업을 견인하고 도시가 . , 

가족계획 사업을 수렁에 빠뜨리는 아이러니에 가까웠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이러니의 해소를 위하여 이해영과 김진균이 내어놓은 답은 도시 . ‘

22 문현상 한성현 최돈 출산력과 가족계획 년 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 중간보고 서울 , , , : 1971 ( : 『 』 

가족계획연구원 출산율은 같은 보고서에 포함된 연령별 특수출산율연도별 지역별 을 , 1972), 63. ‘ ( , )’

참고해서 계산하였다 합계출산율 은 여성 한 명이 세에서 세 간의 . (Total Fertility Rate, TFR) 15 49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다 특정 년 간 여성의 연령별 . 1

출생아 수를 당해 연령별 여성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분 비로 나타낸 연령별 출산율1,000 (Age-Specific 

을 합하여 계산한다 년부터 년까지 도시와 농촌 전국의 연령별 출산율과 Fertility Rate, ASFR) . 1960 1985 ,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부록 지역에 따른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년을 참고하라2. : 1960 1985 .–

23 왓슨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 , 117 123 [120].「 」 –

24 스탠 허드슨 외국인이 본 한국의 도시문제 가족계획과 도시화 도시문제 , : , , 6-2 (1971), 67 76 [67].「 」 『 』 –

25 왓슨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 , 117 123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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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사업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도시 인구 문제를 ’ .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쓰이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다 도시 사회 구조의 . “

특징 이 농촌 사회 구조의 그것과 다르기에 농촌 지역에서 적용된 방법 을 그대로 적용할” , “ [ ] [ ] 

수 없 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앞으로의 최대 난제인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 “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는 [ ] [ ] ”…… 

당부의 말로 글을 정리했다.26 이처럼 년을 전후로 다시 부상한 인구 문제의 핵심에는  1970

도시가 있었다 막연히 가족계획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 탓에 사업의 대상이 되지 . 

못했던 그러하기에 그에 걸맞은 인구 조절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던 근대를 가로막는 근대의 , ,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러니의 공간을 겨냥하여 도시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새로운 . , ‘ ’

대책이 조형되고 있었다.

도시 가족계획 사업과 병원 가족계획 사업3.3.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설계와 실행3.3.1.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시작

도시 인구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대 초반부터 도시 가족계획 사업이 , 1970 ‘ ’

시작되었다 뿌리는 도시 가족계획 시범사업이었다 년대 초반에 가족계획 사업을 . . 1960

준비하면서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농촌에 알맞은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 

경기도 고양군 시범사업과 도시에 알맞은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시 성동구 시범사업이었다. 

시범사업은 인구협회의 권고로 시작되었다 권이혁 의 회고에 따르면 앞서 . ( , 1923 2020) , 權彛赫 –

언급한 인구협회의 마셜 벨푸르가 찾아와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연세대학교의 , “

양재모 교수가 이미 농촌인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 으니 권이혁에게는 ” , 

도시인구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권했다 고 한다“ ” .27 이에 따라 년에는 양재모 1962 ( , 梁在謨

26 이해영 김진균 한국가족계획사업의 회고와 전망 , , , 5 15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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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 아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주도하는 농촌 시범사업이1920 2018) , –

년에는 권이혁의 지도 아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주도하는 도시 시범사업이 1964

시작되었다.

농촌 가족계획 사업과 구분되는 도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의 비균질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에 있었다 물론 농촌 사회에도 부농과 빈농 대농과 소농이 공존하지만 많은 . , , 

이들은 농촌이 비교적 균질한 사회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도시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권이혁은 . . 

시범사업의 착수에 앞서 기초 조사와 사전 조사를 시행한 뒤 농촌과 달리 도시의 경우에는 , 

사회적 경제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군이 혼재한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 , ” . 

극단적으로 빈곤한 층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부유한 층도 있 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 ” ,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8 성동구를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권이혁이 보기에 납세불능자 와 굴지의 부호 가 . “ ” “ ”

공존한다는 점에서 성동구는 도시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에 가까웠다, .29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첫 번째 대상은 평균에 해당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 

사업은 당대에 통용되던 방식 즉 농촌 사업과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사무소를 , .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몽 활동과 피임 기구의 보급을 진행하는 형태였다 시범사업을 , . 

담당하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성동구 보건소에 더하여 금북동 행당동 성수동에 , ,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가정방문 집단지도 우편물 배포 등 계몽 활동을 진행하는 “ , , ” 

동시에 각 상담소를 방문하는 부인들에게 가족계획 방법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제콘돔, “ ( , 

발포성질정 젤리 등를 공급하는 한편 여성을 위한 루우프 자궁내장치 남성을 위한 정관수술 , ) ( ), 

등의 시술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쿠폰을 발급하는 등 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30 이는 일종의 기본  

27 권이혁 또 하나의 언덕 서울 신원문화사 , ( : , 1993), 176.『 』 

28 권이혁 도시의 가족계획 실태조사연구 대한의학협회지 , , , 7-6 (1964), 523 526 [523].「 」 『 』 –

29 권이혁 도시의 가족계획 실태조사연구 , , 523 526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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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또 다른 대상은 영세민 집단이었다 권이혁은 성동구에서 시범사업을 . 

시작하기 이전부터 영세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영세민이 도시 인구 문제의 뇌관이 될 .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계기는 년에 시행한 영세민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연구였다. 1962 ‘ ’ . 

권이혁 연구진은 서울시 개 동의 영세민 명을 대상으로 주거 상태 수입 및 지출 학력10 6,321 , , , 

종교 가족계획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밝혀진 여러 사항 가운데 권이혁의 , . 

이목을 끈 부분은 조사 대상 대부분이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가족계획을 ,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전체의 가 . 87.0%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방법을 안다고 대답한 비율은 에 지나지 , 7.2%

않았다.31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개 동을 선정하여 진행된 년도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35 1967

반복되었다.32 괴리의 이유는 가난이었다 조사 대상 대다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계획을  . 

원한다고 답했지만 높지 않은 교육 수준과 생계 활동의 지난함 탓에 실천을 위한 정보로부터 , 

소외되었다 가난 탓에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통감하지만 역으로 가난 탓에 가족계획에서 . ,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러니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시범사업에서도 반복하여 . 

보고되었다.33

30 권이혁 외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의 경과 서울 , : 1965 1 1 6 30 ( :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65), 4 5.–

31 권이혁 외 영세민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연구 서울대논문집 , , , 12 (1962), 1 29 [22].「 」 『 』 –

32 권이혁 도시지역의 사회계층별 출산양상에 관한 관찰 인구문제논집 , , , 5 (1967), 67 81 [76 77].「 」 『 』 – –

33 권이혁 연구진의 조사 보고서는 예외 없이 나이 출생지 교육 정도 종교 직업 결혼 상태 현존 자녀  , , , , , , 

수 거주 기간 사회참여 등의 기준에 따라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와 지실 경로 자녀 수 가족계획의 , , ( ) , , 知悉

실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유산 실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 계층을 가르는 교육 수준과 , , , 

소득 수준 및 사회참여를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반복하여 지목하였다 기초 조사와 . 

사전 조사 결과를 펴낸 권이혁 김태룡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 및 출산력 서울, , : ( :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사업의 중간보고에 해당하는 권이혁 외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1965), , : 『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의 경과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년 월부터 년 1965 1 1 6 30 , : 1964 7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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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혁은 가난과 가족계획 실패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시 영세민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 

하나는 영세민의 생활 개선이었다 가족계획의 실패로 영세민에 있어서는 타 계층에 비하여 . “

보다 많은 자녀수가 관찰되며 그 결과 빈곤에 더욱 박차를 가 하므로 가족계획을 강화한다면 ” ,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기대였다 또 다른 효과는 도시 인구 문제의 해결이었다 가난과 . . 

가족계획 실패의 악순환이 결과적으로 도시 인구의 증가세를 견인하므로 영세민 사업이 , 

도시나 도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 이 지대 하다는 이유였다“ [ ] ” .34 권이혁은 영세민 사업이  

개인에게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제를 전체에게는 인구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리라 , 

믿었다 다만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권이혁은 년대 초반까지 영세민 사업을 시행하지 . , 1970

못했다 성동구에서 진행 중이었던 시범사업은 이미 처음부터 사업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 

때문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사업이 가능하지 않았다, .

도시 영세민 가족계획 사업은 도시 인구 문제가 부상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년 . 1973

가족계획연구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영세민 집단의 가족계획 현황을 재차 조사하였다 결과는 . 

권이혁의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가족계획의 실천도가 낮고. ,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보건소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거나 가족계획 . , 

사업을 개인 병원에 가야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거나 하는 식이었다.3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계획 사업의 보급망을 더욱 조밀하게 구성하여 계몽과 홍보를 ,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년 보건사회부는 오늘날의 국제연합인구기금 . 1974

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PF) (United 

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영세민 거주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 , 

월까지의 경과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종 보고에 해당하는 권이혁 외12 ( : , 1966), , 』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인구의 가족계획 및 출산력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 ( : 『 』 

보건대학원 등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1967) .

34 권이혁 도시지역의 사회계층별 출산양상에 관한 관찰 , , 67 81 [67].「 」 –

35 권호연 외 서울시 영세민지역 가족계획실천 및 그 보급방안에 관한 조사보고서 서울 , ( : 『 』 

가족계획연구원, 1974),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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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가족계획센터 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기존 보건소를 통한 가족계획 10 . “

보급활동이 인구 및 지역에 비하여 광대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 을 ”…… 

수행하기 위함이었다.36

중산층 대상의 병원 가족계획 사업3.3.2. 

중산층이라는 대상

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1970 . 

중산층을 위한 사업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또 다른 대상이었다. .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었다. 

당시는 개 이상의 입원 병상이 놓인 병원은 물론이거니와 소규모의 병상 또는 병상 없이 20 , 

의사가 진료를 보는 의원조차도 쉽게 갈 수 없던 시절이었다.37 도시가 아니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물기도 했고 의료보험의 부재 탓에 비싸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년 당시 , . 1970

병의원과 조산원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개소 가운데 에 해당하는 , 10,394 50.4%

개소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위치했다 입원환자를 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5,243 . 80

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도시 편재 는 더더욱 심각했다 모두 개소이던 20 ( ) . 12偏在

종합병원은 서울시에 여덟 대구시에 둘 부산시와 광주시에 하나씩이었고 개소이던 병원 , , , 223

또한 전체 개 시군 가운데 개 시군에 위치했다 그마저도 만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사는 172 57 . 10

개 시군에 전체 병원의 에 해당하는 개소의 병원이 몰려있었고 그 중에서도 인구 43 80.3% 179 , 

36 권호연 외 서울시 영세민지역 가족계획실천 및 그 보급방안에 관한 조사보고서 , , 69.『 』

37 당시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로  , , , , , , 「 」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규모를 기준으로 다시 입원환자 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 80

의료기관과 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될 수 20 , 

있었다 의료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전부개정 년 월 일 시행 제 장 총칙. ( 2533 , 1973 2 16 , 1973 8 17 ), 1 , 「 」 

제 조 의료기관 의료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일부개정 시행 제 장 총칙 제 조 3 ; ( 2862 , 1975 12 31 , ), 1 , 3「 」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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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상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에 위치한 병원만 개소 즉 40 , , , , , 110 , 

전체의 에 달했다49.3% .38

고가의 의료비는 병의원의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 1970

의료보험은 아직이었다 인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은 년 . 500 1977

월부터 시작되었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교의료보험은 년 7 , 1979

월부터였다 지역의료보험은 년 전까지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만 존재할 1 . 1988 6

뿐이었다 사설 보험이 확산하여 지역의료보험의 빈틈을 일부 메웠지만 그 역시 년대 . , 1980

초반에 시작된 일이었다.39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병의원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 . 

이는 병의원의 도시 집중을 부채질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개원의의 처지에서 농촌은 환자를 . 

찾을 수 없는 곳이나 다름없었다 인구 밀도가 낮기도 했고 무엇보다 빈한한 농촌의 . , 

경제력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병의원의 물리적 경제적 문턱은 출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농촌 지역에서 출산이란 , . 

당연히 가정의 일이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형종 연구진의 . ( , 1930 ) 朴亨鍾 –

구군회 가 경기도 양주시와 김포군 양평군 시흥군 등에 거주하는 명의 여성을 ( ) , , 480具群會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농촌의 시설분만율 즉 병의원이나 조산소 보건기관에서 , , , 

분만한 비율은 년 당시 에 지나지 않았다 는 친정과 자택에서 출산하였다1968 7.7% . 90.9% .40 

38 행정구역 별 인구와 의료기관 수 및 목록는 각각 다음을 참고하였다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  . , 『

보고 전수조사 제 권 전국 서울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1 ,  ( : , 1970), 14 21; , : 1970』 – 『 』 

서울 보건사회부 병의원의 도시 집중 현상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존재하지 ( : , 1970), 164 165, 168 185. – –

않는 무의촌 문제로 이어졌다 전국 개 읍면 중 개 비율로는 읍면에 의사가 ( ) . 1,473 673 , 45.7% 無醫村

없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해도 에 해당하는 개가 순 무의촌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 37.8% 557 ( ) . 純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년대부터 년대까지 , : 1970 ( : , 1970), 188 189. 1960 1980『 』 –

농촌 의료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박승만 어느 시골 농부의 반의사 되기. , ‘ ’( ) : 半醫師「

대곡일기로 본 년대 농촌 의료 의사학1960-80 , , 27-3 (2018), 397 446.『 』 」 『 』 –

39 박승만 어느 시골 농부의 반의사 되기 , ‘ ’( ) , 397 446 [426 437]. 半醫師「 」 – –  

40 구군회 서울 주변 농촌지역 부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보건학논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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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달랐다 시설분만율은 가파르게 상승중이었다 시작점부터 달랐다 권이혁 연구진의 . . . 

보고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진행되던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년에서 년도에 이미 , 1962 1964

병의원 출산율이 에 달했고 조산소를 포함한 시설분만율은 였다13.9% , 15.6% .41 같은 연구진이  

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병의원 출산율과 시설분만율은 각각 와 1968 35.5%

로 성장했다37.7% .42

물론 앞서 언급한 경제적 문턱 탓에 도시라 하더라도 누구나 병의원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 

도시의 가파른 출산의 의료화는 도시 중산층에 한정되었다 년의 병의원 출산율 는 ‘ ’ . 1968 35.5%

농촌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시에서도 여전히 병의원을 ,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권이혁 연구진이 년에 64.5% . 1968

내어놓은 조사에 따르면 같은 서울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병의원 , 

이용률이 크게 달랐다 대학을 나온 산모의 경우 가 병의원에서 출산했지만 문맹 산모의 . 85.8% , 

경우 가 집에서 분만했다86.6% .43 출산이 계급화된 배경에는 높은 병원비가 있었다 년  . 1970

당시 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 공립병원은 원가량 사립병원은 원가량의 비용이 , 2,000 , 15,000

발생했다.44 비록 년 후인 년의 기록이지만 주부클럽연합회가 산전관리비와 출산비 등을  3 1973 , 

모두 계산한 결과는 원에 달했다130,000 .45 년과 년 월평균 도시 가계 소득이 각각  1970 1973 , 

원과 원임을 고려한다면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31,770 45,850 , .46 이처럼 병원은 도시 , 

5-2 (1968), 169 180 [172].–

41 권이혁 외 도시지역의 출생률 및 사망률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 , , , 2-1 (1965), 157 163 [159]. 「 」 『 』 –

이후 도시의 시설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년 년 년 를 기록했다, 1977 57.7%, 1979 71.4%, 1980 78.8% . 

농촌 역시 증가 추세였지만 도시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다 농촌의 시설분만율은 년에도 , . 1977

였고 년에는 년이 되어도 수준이었다 신재철 외 한국의 분만양상에 관한 14.7% , 1979 21.7%, 1980 26.5% . , 「

고찰 3 , 599 603 [600].」 –

42 권이혁 외 서울시 인구의 출생 사망 양상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 , , , 1-1 (1968), 9 23 [12].「 」 『 』 –

43 권이혁 외 서울시 인구의 출생 사망 양상에 관한 연구 , , , 9 23 [12].「 」 –

44 높아만 갈 인술 문턱 국공립병원 진료비 인상과 평준화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 1970 10 28 , 3 .〈 〉 《 》

45 요람에서 성인까지 부모의 경제 부담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 1973 12 20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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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중산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을 향한 가족계획 사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했다 병의원이 중산층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역으로 중산층을 겨냥하여 . , 

병원 가족계획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중산층을 ‘ ’ .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던 가족계획연구원 . 

조경식 의 진단에 따르면 도시 중산층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 ) , 趙敬植

실천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가족계획 사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료 서비스의 사업 을 저질로 인식 한 탓이었다. “ [ ] ” .47 근거 없는 추정은 아니었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형종 연구진의 윤용길 은 서울시 성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 )尹⽤吉

연구를 통해 보건소를 마치 영세 서민의 전유물 로 치부하는 태도가 만연하며 그러하기에 , “ ”

경제적으로 고소득층에서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 한다고 보고하였다“ ” .48 

중산층이 보건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보건소가 아닌 다른 ,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조경식은 규모가 큰 병원에 대한 신빙성 이 환자로 하여금 . “ [ ] 

마음 놓고 가족계획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틀 이 될 것이며 이로써 가족계획 사업이 ” , 

중산층 시민을 대상으로 확장 실시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49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당시의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했다 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 1960

많은 인구학자는 산욕기 가족계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리는 간명했다 임산부는 이미 . . 

임신을 한 상태라는 이유로 가족계획 사업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분만 , 

또는 인공유산을 마친 이후 바로 사업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어떤 이들은 . 

산욕기의 개입이 더욱더 효과적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산통의 기억 등이 남아 있어 가족계획에 . 

46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년 판 서울 경제기획원 , , 1979 ( : , 1979), 50.『 』

47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1973), 5.『 』 

48 윤용길 일부 도시민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 및 이용도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 , , 6-2 (1969), 「 」 『 』

305 312 [305, 309]. –

49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 18,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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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순응도가 높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년부터 인구협회의 주관으로 칠레 홍콩 인도. 1966 , , , 

일본 등 전 세계 개국 개 도시에 위치한 개 병원에서 산욕기 가족계획 시범사업이 14 19 25

진행되었고 결과 역시 예상과 같았다, .50 병원을 이용하는 중산층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이러한 국제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시작

년 월 보건사회부는 인구협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개 종합병원 및 병원을 선정1971 8 , 33 , 

병원 가족계획 시범사업을 실시했다.51 일차 대상은 병원에서 분만을 마친 중산층 산모였고 , 

여기에 더해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이차 대상으로 선정되었다.52 시범사업이  

시작된 초기만 하더라도 병원의 협조가 부족한 탓에 년에는 개 병원이 년에는 개 1971 5 , 1972 4

병원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으나 이후 년 개 병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 1973 21

시범사업이 끝나는 년 월까지 총 개 병원에서 사업을 지속하였다1973 9 45 .53 시범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중산층 산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가족계획에 참여한 인원은 시범사업이 . . 

시작되던 년 월 명으로 시작하여 년 월에는 명까지 늘어났다 한 달로 1971 8 747 , 1973 3 3,669 . 

50 Gerald I. Zatuchni and John A. Ross, “International Postpartum Family Planning Program: 

Report on the First Year”,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2 (1967), 1 23.–

51 국립의료원과 서울시립동부병원 서울시립남부병원 도립수원병원 등의 국공립병원 서울대학교  , , ,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등의 대학 부속병원 서울적십자병원, , , , 

광주적십자병원 등의 사립병원 등이 골고루 선정되었다 강영빈 종합병원에서의 가족계획사업. , , 「 」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사업평가 세미나보고서, , 43 45 [44 45].『 』 – –

52 병원과 중산층의 관계는 시범사업 도중 권이혁 연구진에 의해 실증적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권이혁  . 

연구진은 도시 가족계획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서울시 성동구 금북동의 산모군과 병원 가족계획 

시범사업에 포함된 국립의료원에서 분만한 산모군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병원에서 분만한 . 

산모군이 금북동이나 다른 지역의 산모군에 비해 학력과 생활 수준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권이혁 외. , 

산욕기 가족계획과 모성보건의 상관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논집, , 15 (1972), 103 150.「 」 『 』 –

53 조경식 종합병원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방향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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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면 평균 명이 가족계획 사업에 새로이 참여했다2,345 .54

다른 장점도 있었다 재원 부담의 해결이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가능성이 타진되던 . . 

년대 초반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재정 문제의 악화를 앞두고 있었다 가족계획 사업을 1970 , . 

진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선진국의 지원금이 분산되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원이 줄어든 , 

탓이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일찍 시작한 국가였고 그런 덕분에 외원을 . , 

선점할 수 있었다 상황은 년을 전후로 달라졌다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이 개발도상국의 . 1970 . 

인구 통제에 뛰어들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화답이 줄을 이었다 한국을 , . 

향하던 외원은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을 향했다.55 실제로 년에 원이던 외원은  1968 194,512

년 원 년 원까지 감소하였다 외원 의존도가 이상이던 상황에서 1969 164,180 , 1970 138,861 . 80% 

이는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였다.56 년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 이사장을 맡던  1971

이종진 은 외원의 체감 이 심각한 문제 라고 썼다 한국의 ( , 1916 1994) “ ” “ ” . “李宗珍 –

가족계획사업은 이만큼 성취되었고 정부도 상당히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니 이제는 다른 

후진국을 도와야겠다 는 이유로 미국 국제개발처를 비롯한 여러 외국 공사립 기관들이 점차 ” “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었다” .57 인구 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면서 외려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이 어려워지는 아이러니였다, .58 예산 확보의 난망함은  

54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1973), 56.『 』 

55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서울 시간여행 , : , , ( : , 2012), 144 149.『 』 –

56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부록 가족계획 사업  , 30 ( : , 1991), 370 371. 4. 『 』 –

재원 년을 참고하라: 1961 1989 .–

57 이종진 한국가족계획사업의 전망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가족계획십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 , ( : , 「 」 『 』 

1975), 37 49 [38].–

58 이 글이 발표된 년 당시에는 상황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년을 기점으로  1975 . 1971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지원이 다시 늘어나고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과 일본가족계획국제협력재단, (Japanese 

이 각각 년과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amily Planning, JOICFP) 1974

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전체 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년과 1976 , . 1973

년 지원을 중단한 아시아재단 과 인구협회의 선례가 언제 다시 반복될지는 아무도 1974 (Asi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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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했다 외원이 줄어든다면 정부 예산이라도 늘어야 했지만 국고 지원은 . , 

년을 고점으로 외려 줄어들었다 이종진은 그 이유를 국가 안보 경제 안정 중화학 공업 1969 . “ , , 

건설 식량 주택 등 허다한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시점 에서 보사부 사업이 우선 , , ” “

정책 순위에서 제외 되었다는 데에서 찾았다” .59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었다. 

농촌에서의 가족계획 사업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 사업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무료 사업의 수준을 의심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유료 

시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을 계획하던 많은 이들은 새로운 사업이 재원 . 

문제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던 년 보건사회부 가족계획과에 있던 . 1971

강영빈 은 사업 목적의 하나로 유료로 가족계획을 실시 한다는 점을 들었고 년 ( ) “ ” , 1974姜永玭

월의 본격적인 사업 시작 당시 기초조사보고서를 작성했던 가족계획연구원의 한성현8 ( ), 韓聖鉉

권호연 조남훈 역시 가족계획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더불어 자비 ( ), ( ) “ ” “權毫淵 趙南勳

부담으로의 전환 이 기대된다고 썼다” .60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대상으로 유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의 진행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영세민 사업이 시작되던 년. 1974 ,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의 지원을 기반으로 삼아 총 개 종합병원 및 병원이 참여한 75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61 시행 첫해에는 다섯 달 동안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모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외원 기관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이때라는 이종진의 . “ ”

비관적인 현실 진단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했다 이종진 한국가족계획사업의 전망. , , 「 」

한국가족계획십년사 , 37 49 [41].『 』 –

59 이종진 한국가족계획사업의 전망 한국가족계획십년사 이종진의 원인 진단이 옳은지  , , , 37 49 [41]. 「 」 『 』 –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부 예산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만큼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년 까지 , . 1969 14.0%

증가했던 국고 비율은 년까지 지속하여 감소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1975 . , 30 ( : 『 』 

대한가족계획협회 마찬가지로 부록 가족계획 사업 재원 년을 참고하라, 1991), 370 371. 4. : 1961 1989 .– –

60 강영빈 종합병원에서의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사업평가 세미나보고서 , , , , 43 45 「 」 『 』 –

한성현 외 종합병원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기초조사보고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43]; , ( : , 197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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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월평균 명의 실적을 기록하였다14,980 , 2,996 .62 시범사업보다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였음을 고려할 때 다소간 실적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새로 추가된 , 

병원 가운데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 많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병원은 가족계획 사업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 .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바로 난관 . . 

불임 수술이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과 난관 불임 수술3.4. 

난관 불임 수술의 한계와 병원 가족계획 사업3.4.1. 

난관 불임 수술의 한계

기존의 피임 기술이 한계를 노출하는 상황에서도 난관 불임 수술은 그리 손쉽게 선택할 수 ,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여러 이유가 있었다 한 가지는 기술적 난도였다 당시만 해도 난관 . . .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방식은 배를 크게 열어야 하는 개복 수술뿐이었다 그런 탓에 수술 . 

자체도 온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거니와 수술을 받은 후에도 며칠 동안 입원하고 몇 주간 , 

안정을 취해야 하는 등 추가로 시행해야 할 조치가 적지 않았다.63 난관을 자르거나 막아서  

61 한성현 외 종합병원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기초조사보고서 본 사업에는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 , 5. 『 』

국공립병원과 대학 부속병원 사립병원 등이 고루 포함되었다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으로 운영되던 병원 , . 

가족계획 사업은 이듬해부터 매년 개 병원씩 국고 지원으로 전환되어 년도에는 인구활동기금으로 25 , 1976

개 병원 국고 지원금으로 개 병원을 운영하다가 년부터는 전 병원이 국고 지원 없이 실적에 25 , 50 , 1977

따른 시술비를 받는 형식으로 정착하였다 가족계획연구원 년도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 1977 ( : 『 』 

가족계획연구원, 1977), 7.

62 가족계획연구원 년도 가족계획사업평가 사업통계를 중심으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1974 : ( : , 1975), 『 』 

7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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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방지한다는 원론적인 생각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난관 불임 수술이 크게 , 

확산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불임이라는 수술의 효과와 개복에 뒤따르는 여러 위험을 . 

저울질했을 때 오직 피임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배를 가르는 난관 불임 수술은 , 

의학적 합리성을 결여한 방법이었다.

다른 이유는 공간의 제한이었다 다른 피임 기술과 달리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기 . , 

위해서는 장비가 잘 갖추어진 병원 이 필요했다“ ” .64 배를 절개하려면 마취와 소독 장비가  

마련된 수술실이 있어야 하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 등이 준비된 병실이 있어야 , 

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난관 불임 수술의 지리적 경제적 한계를 의미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 , . 

병원은 도시 중산층의 공간이었다 도시가 아니면 병원이 없고 돈이 없으면 병원을 이용할 수 . , 

없었다 그러하기에 설령 수술의 난도라는 기술적 한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난관 불임 . , 

수술은 도시 중산층에 국한된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인구협회는 한국에서 진행된 년과 . 1962

년의 가족계획 사업을 정리하며 난관 불임 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1963 , . 

여성의 불임 수술은 위험도가 크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적절치 않다“ .”65

병원 가족계획 사업과 난관 불임 수술의 증가

그러나 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난관 불임 수술은 서서히 늘어갔다 병원 가족계획 1970 , . 

사업이 시작된 결과였다 년대까지만 해도 시행 건수를 손으로 꼽을 정도였던 난관 불임 . 1960

수술은 병원 가족계획 시범사업 첫 달인 년 월에만 건이나 집도되었다 이를 1971 8 184 . 

기점으로 수술의 시행 빈도는 대체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음 달인 년 월에는 명이 . 1971 9 169

63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Laparoscopic Sterilization: A New Technique”, Population Reports, Series C, Number 1 

(January, 1973), 1 16 [1].–

64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Laparoscopic Sterilization: A New Technique”, 1 16 [1].–

65 “Korea: Summary and Conclusions”, 1 2 [2].–



82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 : 1970 80 , –

난관 불임 수술을 받았고 년 월에는 명이 그리고 월에는 명이 같은 수술을 , 1973 2 290 , 3 315

시행받았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던 개월 동안 명 한 달로 치면 평균 명이 난관을 . 20 3,989 , 199

잘랐다.66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

난관 불임 수술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제한적으로나마 기술적 한계가 . 

극복되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산부인과 의사가 연구로 밝힌바 분만을 마친 산모에게는 난관 . , 

불임 수술을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었다 자궁의 위치가 평소와 달라 난관을 찾기가 . 

용이하고 그리하여 작은 절개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67 마침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 역시 이와 같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욕기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국제적 . 

흐름에 맞닿아 있던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병원에 입원 중인 임산부 를 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 ”

설정했다.68 난관 불임 수술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인구협회의 글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렸다 여성의 불임 수술은 한정된 사례에 한하여 분만 후와 수술 후 고려될 수 있다. “ , .”69 

물론 이들의 방점은 난관 불임 수술의 난망함에 찍혀있었지만 뒤집어 보면 이는 온전히 , 

66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 56.『 』

67 난관 불임 수술의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기 초에  19 . 19

처음으로 난관 불임 수술에 대한 기록을 남긴 영국 런던의 제임스 블런델(James Blundell, 

과 세기 중후반에 실제 증례를 여럿 남긴 미국 오하이오의 사무엘 스미스 룬그렌1790 1877) 19 (Samuel –

은 난관 불임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수술이나 Smith Lungren, 1827 1892) , –

제왕절개술에 병합한다거나 분만 후에 진행하는 방향은 가능하다고 썼다. James Blundell, “Lectures on 

the Gravid Uterus and on the Disease of Women and Children”, Lancet, 11-276 (1828), 

321 326; – Lectures on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dwifery, ed. by Charles Severn 

(Philadelphia: Ed. Barrington & Geo. D. Haswell, 1842); Samuel Smith Lungren, “Caesarean 

Section: Case”, Ohio Medical and Surgical Reporter, 9-1 (1875), 207 208; “A Case of Cesarean –

Section Twice Successfully Performed on the Same Patient, with Remarks on the Time, 

Indications, and Details of the Oper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Disease of 

Women and Children, 14 (1881), 78 94.–

68 조경식 종합병원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방향 , , 6 7.『 』 –

69 “Korea: Summary and Conclusions”,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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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되지 않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공간의 제약이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누락된 도시 중산층을 겨냥하도록 설계되었다, .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였다 그리고 이는 뜻밖의 기술적 선택지로 이어졌다 수술실과 입원실을 . . 

갖춘 종합병원과 병원이 사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개복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기 , 

위한 까다로운 물적 조건이 단번에 극복된 결과였다 이처럼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도시 . 

중산층 임산부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난관 불임 수술이 마주했던 기성의 한계를 무화했고 그 , 

결과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 건수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었다.

난관 불임 수술의 제한적 확산3.4.2. 

물론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세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에 등록한 임산부가 . 

난관 불임 수술을 선택한 비율은 시범사업 첫 달에만 잠깐 를 기록했고 바로 다음 24.6% , 

달부터 급감하여 년부터는 단 한 번도 를 넘지 못했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1972 10% . 

높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은 도시 중산층은 여전히 새로운 방법인 난관 불임 , 

수술보다는 익숙한 방법을 택했다 반절이 넘는 이들이 경구피임약을 찾았고 자궁내장치를 . , 

시술받은 이의 비율도 나 되었다 난관 불임 수술보다 적게 시행된 방법은 언저리를 15% . 1% 

머물던 정관 불임 수술뿐이었다.70

이번에도 같은 이유가 발목을 잡았다 하나는 비용이었다 난관 불임 수술은 다른 방법에 . . 

비하여 훨씬 고가였다 병원마다 달랐지만 자궁내장치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돈을 받는다고 . , 

하더라도 원을 넘지 않았다 반면 난관 불임 수술은 대체로 원에서 원 1,000 . 20,000 50,000

사이였다.71 병원 가족계획 사업에 등록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었다 , . 

저렴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소득에 가까운 돈을 피임에 사용하기는 힘들었다 실제로 . 

70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 56.『 』

71 한성현 외 종합병원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기초조사보고서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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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족계획 사업에 참여하던 의사의 는 시술비가 비싸서 수술을 선택하지 못하는 38.4% “ [ ] 

부인이 있 다고 대답했다” .72

기술적 난도 역시 여전했다 기술적 한계가 일부 극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병원 가족계획 . , 

사업에 참여한 의사 대부분은 난관 불임 수술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권했다 경구피임약이나 . 

자궁내장치의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수술을 하자니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수술 , . 

중에 행여 어딘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상황을 바로잡기 힘든 탓이었다 그러하기에 소형 , . 

사립병원으로 갈수록 난관 불임 수술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권했다 당시 병원 가족계획 . 

시범사업을 정리하던 가족계획연구원의 조경식은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여 난관 결찰 “

시술비보다 루우프 시술비가 훨씬 저렴하고 병원 자체에서 피임 방법을 권유하는 데 있어 , 

루우프에 편향적인 경향이 있 다고 썼다” .73

마지막은 병원 시설의 부족이었다 본사업이 시행되던 년 당시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과 . 1974

병원은 각각 개소와 개소에 불과했다 치과병원과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병원의 수는 다시 36 127 . 

개소로 줄어들었다112 .74 의료법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산부인과가  「 」

설치되어야 했지만 병원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난관 불임 수술이 가능한 , , 

병원의 수는 개소보다 적을 가능성이 컸다112 .75 정부가 공을 들인 병원 가족계획 사업이 개  75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기술의 . 

가능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산을 가로막는 족쇄이기도 했다 난관 불임 수술의 보급을 위한 , . 

해결책은 두 가지였다 병원 시설의 확충 또는 물적 조건의 완화였다 당시로서는 모두 . . 

72 한성현 외 종합병원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기초조사보고서 , , 25.『 』

73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 51, 56.『 』

7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 : 1974 ( : , 1975), 142 143.『 』 –

75 의료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전부개정 년 월 일 시행 제 장 총칙 제 조  ( 2533 , 1973 2 16 , 1973 8 17 ), 1 , 3「 」 

의료기관 제 항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인 이상을 , 3 “‘ ’ , 80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일반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 , , , 

임취과 병리과 건강관리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 ,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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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희박했다.76

이처럼 난관 불임 수술의 증가세는 어딘가 모호했다 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달마다 . . 

적지 않은 이들이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택했다 다른 피임법의 한계로 . 

말미암아 새로운 기술이 요청되고 때마침 그러한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현실에 구현할 수 , 

있는 병원이라는 물적 조건이 갖추어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확산세는 제한적이기도 했다. . 

확산을 가로막던 여러 한계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이었다 병원을 찾은 도시 중산층은 . 

값싼 대안 앞에서 값비싼 난관 불임 수술을 쉽게 선택하지 못했고 사업을 실행하던 의사들은 , 

수술에 잇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의 수행자와 수용자 . 

모두가 기피한 결과 난관 불임 수술은 기존의 피임법을 추월하지 못했다 난관 불임 수술의 , . 

확산은 아직 몇 년 후의 일이었다.

소결3.5. 

년대 초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화두는 두 가지였다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의 피임 1970 , . 2

76 의료기관의 수와 병상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병원과 병원은 년대가 되어야 빠르게 증가하기  , 1980

시작했다 다만 병원의 수는 년을 기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신규환과 서홍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 , 1973 . 

년의 의료법인화 조치로 인하여 중소 규모의 병원이 의원으로 전환된 결과였다 년 월 일에 1973 . 1973 2 16

개정되고 같은 해 월 일에 시행된 의료법 제 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업을 8 17 30 , “ , 「 」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 었다 신규환 서홍관, , , ” . , , 

한국 근대 사립병원의 발전과정 년 년대까지 의사학 의료법: 1985 1960 , , 11-1 (2002), 85 110 [106]; 「 – 」 『 』 – 「 」 

법률 제 호 년 월 일 전부개정 년 월 일 시행 제 장 의료기관 제 절 의료기관의 ( 2533 , 1973 2 16 , 1973 8 17 ), 3 , 1

개설 제 조 개설 감소하던 병원의 수는 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데 이는 년 , 30 . 1975 , 1975

의료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의료법인에만 병원 개설을 허용했던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전환되어 , 「 」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료법 법률 제 호 년 . ( 2862 , 1975「 」 

월 일 일부개정 시행 제 장 의료기관 제 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 조 개설 자세한 수치는 부록 12 31 , ), 3 , 1 , 30 . 5. 

의료기관 수와 의료기관별 병상 수 를 참고하라‘ : 1960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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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이 하나였고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 인구 문제가 불거졌다는 , 

점이 또 다른 하나였다 년대까지만 해도 도시 인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도시 . 1960 . 

인구가 많지도 않았을뿐더러 무엇보다 도시에서는 인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했던 , 

탓이었다 농촌은 대가족이 선호되는 공간이요 도시는 핵가족이 선호되는 공간이라는 구도 . , 

속에서 도시의 인구 문제란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상은 달랐다 년대에 접어들면서 , . . 1970

그동안 사업에서 누락되었던 도시 인구가 사업의 순항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기존의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고 도시 인구 문제가 대두되던 년대 초반의 상황에서1970 , 

아이러니하게도 후자는 전자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도시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 

도시 중산층 산모를 겨냥한 병원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면서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대안이 ,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난관 불임 수술은 수술 자체의 난도가 높고 병원이라는 물적 조건에 . , 

따른 경제적 지리적 한계가 분명한 탓에 년대까지는 언급조차 드물었던 기술이었다, 1960 . 

그러나 병원 가족계획 사업이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젖히면서 난관 불임 수술은 불과 , 

몇 년 만에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 정관 불임 수술에 더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 ,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은 제한적이었다 시행 자체를 손으로 꼽던 년대와 비교한다면 많이 . 1960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피임 기술과 비교한다면 난관 불임 수술의 너른 보급은 , 

아직 요원한 일이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에 등록한 수용자와 수행자 대다수는 난관 불임 . 

수술이 아닌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를 택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수술비는 도시 중산층에게도 . . 

버거운 수준이었고 의사들 역시 위험성이 높은 개복 수술을 집도하려 들지 않았다 수술을 , . 

집도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병원 또한 많지 않았다 난관 불임 수술은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 

어려운 선택이었다.

상황은 년대 중반이 되며 급격하게 달라졌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을 권하던 1970 . 

의사들은 난관 불임 수술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의사를 찾은 사람 중에서도 난관 불임 수술을 ,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병원 가족계획 시범사업이 진행 . . 

중이던 년 월 일 가족계획연구원 회의실에서는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간담회가 1972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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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인구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조지 워스. (George C. Worth, 

한국명 오천혜는 이렇게 발언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시술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현재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피임기구 중 한국에 아직도 도입되지 않은 기구도 …… 

있습니다.”77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것 복강경이었다 , .

77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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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개발과 확산 인구 조절을 4 . : 

위한 새로운 대안

도4.1. 입

기존 피임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난관 불임 수술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확산은 더디었다, . 

여전히 대다수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을 택했다 난관 불임 수술은 다른 기술에 비하여 . 

경제적 부담이 컸고 의학적으로도 위험보다 편익이 작았기 때문이었다 수술실과 입원실을 , . 

갖춘 병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해결의 여지는 없었을까. .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모두 난관 불임 수술이 개복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서 비롯했다. . 

배를 열어야 하기에 회복을 위한 입원비가 청구될 수밖에 없었고 편익의 기준이 되는 위험 ,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술실과 입원실이 필수 불가결했다 만약 개복이 아닌 다른 , . 

방식으로 난관 불임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면 이 모든 한계는 사라질 수 있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여러 의학자는 복강경이라는 기술에 눈을 돌렸다 복강경을 , . 

이용한다면 배를 크게 절개할 필요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 . 

할 문제도 적지 않았다 세기 초에 개발된 복강경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진단 목적으로만 . 20

사용되었을 뿐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런 탓에 많은 이들은 , . 

복강경의 안전성을 크게 의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복강경은 조작이 까다롭고 값비싼 . . , 

도구이기도 했다 복강경의 안전성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재정이 넉넉지 않은 . ,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복강경을 널리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렇다면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은 어떻게 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복 수술의 , 

대안으로 자리 잡아 한국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확산할 수 있었을까 이를 밝히기 위해 이번 . 

장에서는 먼저 복강경이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고 이것이 ,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되는 모습을 살핀다 그런 다음 복강경 이전을 위한 국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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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시행되는 배경과 과정을 돌아보고 복강경이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에 , 

편입되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되짚어본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부상4.2. 

복강경 기술의 재조명4.2.1. 

복강경이라는 오래된 기술‘ ’ 

기존 피임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많은 이들은 난관 불임 수술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 

사실 난관 불임 수술은 대규모 인구 조절에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방법이었다 앞서 살펴본 . 

바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전신 마취와 개복이 필요한 , . 

수술이었기에 의학적으로 쉽게 추천하기 힘들었고 며칠 간의 입원이 필요해 경제적 부담 역시 , 

적지 않았다 개복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 . 

난관 불임 수술이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한 번의 수술로 영구적인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 때문이었다 이는 수술에 필요한 절대적인 비용 자체는 . 

크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는 오히려 다른 피임 기술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인구 조절 , .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선진국 모두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난관 불임 수술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의학자는 복강경이라는 오래된 기술에 눈을 돌렸다 복강경을 최초로 . 

사용한 인물은 독일 드레스덴의 외과 의사 게오르크 켈링 과 (Georg Kelling, 1866 1945)–

스웨덴 스톡홀름의 내과 의사 한스 크리스티안 야코바에우스(Hans Christian Jacobaeus, 

였다 세기 초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진단과 치료에 복강경을 1879 1937) . 20 , –

사용하였다.1 이후 복강경은 년대와 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확산하였다 특히  1930 1940 . 

1 Grzegorz S. Litynski, “Laparoscopy, the Early Attempts: Spotlighting Georg Kelling and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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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내과 의사 하인츠 칼크 가 간 (Heinz Kalk, 1885 1973)–

질환의 검사와 생검에 사용한 이래로 복강경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제 차 세계대전 당시 , . 2

간염이 유행하면서 군 병원에 복강경 진단 시설이 갖추어진 결과였다 미국에서도 복강경은 , . 

빠르게 확산하였다 내과 의사 존 루독 이 간뿐만 아니라 비장. (John C. Ruddock, 1891 1964) , –

위 복막 등을 검사하고 생검하기 위해 복강경을 사용하였고 여러 산부인과 의사는 , , 

자궁외임신이나 난소낭종 등의 진단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 

미국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강경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져 전후 즈음에는 사용이 급감하였다, .2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사이에서는 복강경  

대신 질을 통하여 골반 내를 진찰하는 골반강경 이 유행하였다 마찬가지로 , (culdoscope) .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3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가능성

미국에서는 복강경의 인기가 급락했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복강경을 이용한 산부인과 질환의 , 

Christian Jacobaeus”, Journal of the Society of Laparoscopic and Robotic Surgeons, 1-1 (1997), 

83 85.–

2 Grzegorz S. Litynski, “Laparoscopy Between the World Wars: The Barriers to Trans-Atlantic 

Exchange”, Journal of the Society of Laparoscopic and Robotic Surgeons, 1-2 (1997), 185 188. –

켈링과 야코바에우스와 마찬가지로 칼크와 루독 역시 서로의 연구를 알지 못했다 리틴스키는 그 이유로 , . 

다음의 세 가지를 지목한다 먼저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과 미국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나치 . , 

독일과 미국 의학계의 교류가 장려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복강경 확산에 앞장서던 유럽의 내과 의사 , 

집단과 미국의 외과 의사 집단 간의 교류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내과학회와 . 

외과학회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 루독은 내과 의사였지만 복강경과 관련된 연구는 모두 . 

외과학회에서 발표하였다.

3 Grzegorz S. Litynski, “Hans Frangenheim: Culdoscopy vs. Laparoscopy, the First Book on 

Gynecological Endoscopy, and “Cold Light””, Journal of the Society of Laparoscopic and Robotic 

Surgeons, 1-4 (1997), 357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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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이 있었다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파리에서는 . 

산부인과 의사 라울 팔머 가 복강경 진찰을 시도하였고 전후 독일 (Raoul Palmer, 1904 1985) , –

부페르탈에서는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한스 프랑겐하임(Hans Frangenheim, 

이 팔머와 별개로 진찰에 복강경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년대 말부터 교류하며 1920 2001) . 1950–

복강경의 발전과 활용 방안을 함께 연구하였고 소위 냉광 기술을 도입하기도 , ‘ ’(cold light) 

했다 복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광원 이 필수적이었는데 기존의 전구는 문제가 . ( ) , 光源

없지 않았다 밝기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발열이 심하여 장기나 복벽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 , 

있었던 탓이었다 이 문제는 프랑겐하임이 광섬유를 사용하며 비로소 해결되었다. .4 복강경의  

기술적 발전에 고무된 팔머와 프랑겐하임은 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진단 목적을 넘어 1960 , 

난관 불임 수술과 같은 침습적 처치에 복강경을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5

그러나 팔머와 프랑겐하임은 새로운 전망을 현실로 옮길 수 없었다 팔머는 가톨릭 국가인 . 

프랑스 프랑겐하임은 가톨릭 교세가 강하던 부페르탈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 . 

년 제 차 부인과 복강경 국제 심포지엄1964 1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에서 영국의 패트릭 스텝토 를 Gynecological Laparoscopy) (Patrick C. Steptoe, 1913 1988)–

만나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을 권하였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스텝토를 향한 , . . 

믿음이었다 스텝토는 팔머와 프랑겐하임에게서 복강경 술기를 사사하였고 팔머와 프랑겐하임 . , 

역시 스텝토가 강인한 성정과 굳센 의지 그리고 훌륭한 기술 을 갖춘 인물이라 생각하였다“ , ” .6 

4 Grzegorz S. Litynski, “Raoul Palmer, World War II, and Transabdominal Coelioscopy: 

Laparoscopy Extends into Gynecology”, Journal of the Society of Laparoscopic and Robotic 

Surgeons, 1-3 (1997), 289 292; Litynski, “Hans Frangenheim: Culdoscopy vs. Laparoscopy, the –

First Book on Gynecological Endoscopy, and “Cold Light””, 357 361.–

5 Raoul Palmer, “Essais de stérilisation tubaire coelioscopique par électrocoagulation 

isthmique”, Bulletin de la Fédération des sociétés de gynécologie et d’obstétrique de langue 

française, 14 (1962), 298 301; Hans Frangenheim, “Die Tubensterilisation unter Sicht mit dem –

Laparoskop”, Geburtshilfe und Frauenheilkunde, 24 (1964), 470 474.–

6 Elliot E. Philipp, “Tribute. Patrick Christopher Steptoe (1913 1988)”, – Human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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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영국의 상황이었다 가톨릭 교세가 강해 피임 수술을 할 수 없었던 프랑스나 . 

부페르탈과 달리 영국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스텝토는 심포지엄을 마치고 로열 , . 

올덤 병원 으로 돌아와 먼저 명에게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Royal Oldham Hospital) 50

시행하였고 성공을 거두었다, .7 년에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부인과학에서의  1967 , 『

복강경 을 발간하기도 했다(Laparoscopy in Gynaecology) .』 8

인구 조절 사업과 복강경4.2.2. 

미국으로의 확산

스텝토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복강경의 활용성에 회의적이던 미국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 

시작했다 변화의 선봉에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클리퍼드 . 

윌리스 가 있었다 그가 보기에 복강경 수술은 이상적인 난관 (Clifford R. Wheeless Jr., 1938 ) . –

불임 수술의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윌리스가 생각했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 . .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시간 미만이어야 했다 이는 입원이 아닌 외래로 수술을 집도하기 24 . 

위한 조건이었다 두 번째로 수술 시간이 분 미만이어야 했으며 세 번째로 보통의 의료인이 . 30 , ‘ ’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난도여야 했다 네 번째로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거나 우등한 결과를 . 

기대할 수 있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달러 미만이어야 했다 윌리스는 자신의 기대를 , 100 . 

Update, 2-1 (1996), 91.

7 Robert G. Edwards, “Biography of Patrick Steptoe”, Human Reproduction, 11 (1996), 

supplement 1, 215 234 [217 220]; Robert Edwards and Patrick Steptoe, – – A Matter of Life: The 

Story of a Medical Breakthrough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73 75. –

스텝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팔머는 우리 영역산부인과학에 복강경을 . “ [ ]

도입하였고 프랑겐하임은 기구를 발전시켰으며 스텝토는 사용법을 가르쳤다, , .” Edwards and Steptoe, A 

Matter of Life, 75.

8 Steptoe and Frangenheim, Laparoscopy in Gynaecology (London: E & S Livingstone,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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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여성 명을 선별하여 스텝토의 , 25 , 

방법대로 수술을 집도하였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수술 시간은 평균 분이었고 병원 재원 . . 35 , 

시간은 최소 시간에서 최대 시간으로 평균 시간이었으며 비용은 달러였다 부작용은 8 36 28 , 125 . 

난관에 농양이 생긴 명뿐이었다 윌리스는 논문으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며 복강경 수술이 1 . , 

빠르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법 이라 요약했다“ ” .9

결과에 고무된 윌리스는 수술을 더욱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골몰하였다 하나는 , . 

부분 마취의 도입이었다 스텝토는 전신 마취 하에서 수술을 집도하였는데 윌리스가 보기에 . , 

이는 병원 재원 시간을 늘리는 주범이었다.10 전신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긴 시간의  

회복기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윌리스는 부분 마취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명에게 . 85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만 이용하여 수술을 집도하였고 이들 가운데 명에게서 집도의와 환자 , 82 “

모두 온전히 만족스러운 경험 을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11 또 하나는 절개창의 개수를 줄인  

것이었다 그림 의 위쪽에서 보이듯 스텝토는 복강을 들여다보는 복강경과 난관을 소작하는 . 4-1 , 

소형 겸자를 별개의 절개창으로 삽입하였다.12 이것이 수술 시간을 늘리고 피부 화상과 장기  , 

손상의 위험을 올린다고 판단했던 윌리스는 같은 그림의 아래쪽처럼 복강경과 겸자를 하나의 

9 Cliifford R. Wheeless Jr., “A Rapid, Inexpensive, and Effective Method of Surgical 

Sterilization by Laparoscop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윌리스에 , 3-5 (1969), 255 259. –

따르면 기존의 방법에 따라 개복으로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한다면 일의 입원과 달러의 비용이 , 7 550

필요했다 복강경 수술보다 재원일수는 여섯 배 비용은 네 배 이상이었다 또한 윌리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 , . 

난관 불임 수술의 조건은 스텝토가 내세운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일곱 가지 장점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스텝토가 언급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 외래 또는 잠깐의 입원으로 가능하다 둘 비용이 . . , . , 

저렴하다 셋 미용상으로 훌륭하다 넷 불편감이 적다 다섯 회복이 빠르다 여섯 성생활 복귀가 빠르다. , . , . , . , . 

일곱 복강 내 관찰이 가능하다, . Patrick C. Steptoe, “Endoscopic Techniques of Female 

Sterilization”, Abortion and Sterilization: Medical and Social Aspects, ed. by Jane E. Hodgs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415 441 [416].–

10 Steptoe and Frangenheim, Laparoscopy in Gynaecology, 73.

11 Clifford R. Wheeless Jr., “Outpatient Laparoscope Sterilization Under Local Anesthesia”, 

Obstetrics and Gynecology, 39-5 (1972), 767 770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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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으로 넣을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윌리스는 난관 불임 수술의 목표는 정관 불임 수술에 . “

비견되는 안전성과 용이성 효과성을 갖추 는 데 있으며 자신이 가져온 변화로 가족계획과 , ” , “

인구 조절 과정에서 난관 불임 수술이 갖는 가치가 향상될 것 이라 자평하였다” .13 자신이  

개량한 방법을 이용하여 윌리스는 년 만에 건의 증례를 추가하기도 했다, 1 3,600 .14

미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복강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 

년에는 조던 필립스 등을 주축으로 1971 (Jordan M. Phillips, 1923 2008) –

미국부인과복강경의사협회 가 (American Association of Gynecologic Laparoscopists)

조직되었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향한 수요 역시 점점 증가하였다 윌리스가 . .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작한 지 년이 되던 해 미국 전역 5 , 

개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다 뉴욕타임스 에는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향해 30 . 《 》

밤새 입원할 필요 없이 부분 마취로 분 만에 받을 수 있는 수술 이라는 상찬이 실렸다“ 15 ” .15 

이 기사를 쓴 과학 전문기자 제인 브로디 는 년 후 직접 수술을 받고 같은 (Jane E. Brody) 4 , 

지면에 경험담을 기사로 싣기도 했다 겪은 바를 떠벌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수술로 얻은 . ‘ ’ “

크나큰 자유와 자기 주도의 경험을 널리 나누지 않을 도리가 없 다는 이유였다 브로디와의 ” . 

인터뷰에서 윌리스는 자신이 여성 해방 운동가는 아니지만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생각했던 “ , 

것보다 더 많은 여성을 해방한 것 같다 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16 뉴욕타임스 외에도  《 》 

미국에서 유행하던 마드무아젤 살림의 고수 등의 (Mademoiselle), (Good Housekeeping) 《 》 《 》

12 Steptoe and Frangenheim, Laparoscopy in Gynaecology, 73 74.–

13 Clifford R. Wheeless Jr., “Elimination of Second Incision in Laparoscopic Steriliza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39-1 (1972), 134 136 [135 136].– –

14 Clifford R. Wheeless Jr. and Bruce H. Thompson, “Laparoscopic Sterilization: Review of 

3600 Cases”, Obstetrics and Gynecology, 42-5 (1973), 751 758.–

15 Jane E. Brody, “Gynecologist Describes Quick Method of Sterilization”, New York Times, 

April 7, 1972, 16.

16 Jane E. Brody, “Sterilization: For Women, An Easier Way”, New York Times, March 24, 

1976, 51.



98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 : 1970 80 , –

그림 스텝토의 방식과 윌리스의 방식4-1. . Clifford R. Wheeless Jr., “A Rapid, Inexpensive, and 
Effective Method of Surgical Sterilization by Laparoscop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3-5 

(1969), 255-259 [258]; “Elimination of Second Incision in Laparoscopic Steriliza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39-1 (1972), 134-13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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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에도 비슷한 글이 자주 실렸다.17

복강경의 확산 가능성

복강경이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하면서 인구 조절 사업을 주도하던 , 

미국 정부는 복강경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년 국제개발처. 1972 , (United States 

는 복강경 연구를 주도하던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존스홉킨스의과대학에 년의 시범 사업을 의뢰하였다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강경 난관 3 . 

불임 수술을 연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의료 인력에게 이를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국제개발처의 , . 

기대는 작지 않았다 윌리스의 주장처럼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정말 저렴하고 간단하며 . 

효과가 좋다면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구에 개입하는 이상적인 수단에 가까울 것이었다, .

존스홉킨스대학교 역시 국제개발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 “

인구학적 변화와 높아져만 가는 사회경제적 요구가 긴장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 

접근을 둘러싸고 국가에 따라 정치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존재 하는 공간 속에서 의료인은 ” “

이제 오늘날의 세계가 요구하는 바를 실천 해야 하며 대학과 의학 교육 기관은 지적 자원을 ” , “

동원하여 교육과 훈련 연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로써 국가와 세계의 문제를 , , 

해결할 의무가 있다 고 선언하였다” .18 존스홉킨스대학교는 이제 인구 조절을 위해 복강경을  

개량하고 확산하는 본거지가 될 참이었다.

17 Rebecca M. Kluchin, Fit to be Tied: Sterilization and Reproductive Rights in America, 

1950 1980–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71 72.–

18 JHPIEGO,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Part 1 (Baltimore, MD: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이 보고서는 절이 바뀔 때마다 쪽수를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1975), Section I, 1. 

새로 매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절의 순서와 쪽수를 나란히 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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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조절을 위한 복강경의 개량4.3. 

복강경의 단순화와 경량화4.3.1. 

개발도상국과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

국제개발처가 시범사업을 의뢰하기 이전부터 윌리스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주목했다, . 

윌리스가 복강경의 확산에 앞장섰던 이유는 처음부터 여기에서 궁핍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

외과적 불임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대규모 불임 수술을 진행할 가능성을 발견했기 ”, 

때문이었다.19 앞서 윌리스가 내걸었던 이상적인 난관 불임 수술의 조건은 모두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추어진 것이었다 먼저 외래로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은 입원 없이 부분 마취로 .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전신 마취는 장비가 갖추어진 .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했고 그러하기에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 

하나였다 스텝토의 방식을 처음 들여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던 . 

윌리스가 부분 마취로도 집도가 가능하도록 수술법을 개량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입원의 . 

필요성 역시 확산의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사람들은 입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 입원비 . . 

자체가 비싸기도 하거니와 하루 치 벌이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외래로 수술을 시행할 수만 , . 

있다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세 번째로 언급된 보통의 의료인 역시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염두에 둔 조건이었다 엘리트 ‘ ’ . 

의학자만 집도할 수 있다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 전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복강경 , 

수술의 확산을 기대할 수 없었다 가능하다면 복강경 수술의 난도에서 비롯한 문턱을 낮출 . 

필요가 있었다 처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던 당시 윌리스는 수술 일부를 전공의에게 . , 

19 Wheeless, “A Rapid, Inexpensive, and Effective Method of Surgical Sterilization by 

윌리스가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집중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Laparoscopy”, 255 259 [255]. . –

자신이 주도하던 복강경 기술을 세계로 확산하려던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존스홉킨스대학교의 , 

선언문처럼 냉전 질서의 담지자로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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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하였다 자신과 같은 숙달된 인물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 수준에서도 복강경 . “ ” 

수술을 능히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였다 윌리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 

개발도상국에서는 비의사 의료인 에게도 교육이 가능 하다고 “ (paramedical personnel) ”

주장하였다 아직 수련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술이기에. , 

간호사와 같은 의료 인력 역시 의사의 감독 아래 교육 을 받는다면 충분히 복강경을 다룰 수 “ ”

있다는 논리였다.20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윌리스는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네팔 카트만두의 , 

모성병원 을 향했다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어 부분 마취만 가능한 (Maternity Hospital) . 

열악한 환경이었다 년 월 네팔에 도착한 윌리스는 일 동안 의무부장 칸티 기리. 1971 11 3 (Kanti 

에게 복강경 수술을 교육하였다 먼저 윌리스가 네 명의 환자에게 시범 수술을 진행하였고Giri) . , 

수술을 참관한 기리가 윌리스의 감독 아래 수술을 시작했다 윌리스가 떠난 뒤 기리는 이듬해 . , 

월까지 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였다 윌리스는 년 월에 네팔을 다시 방문하여11 200 . 1972 4 , 

그때까지의 실적을 확인하였다 기대했던 바와 같이 모든 수술은 입원과 전신 마취 없이 모두 . 

외래로 진행되었다 수술 시간은 분에서 분 정도였는데 이 중 분은 기구 소독 . 20 25 , 10

시간이었고 실제 수술은 분에서 분 사이에 완료되었다 부작용은 가벼운 출혈을 호소한 10 15 . 

명과 장 천공이 발생한 명 정도였으며 수술 실패로 임신한 경우는 명뿐이었다 기리는 11 1 , 1 . 

만족감을 드러내며 여성 불임 수술의 새 시대 가 열렸다고 평하였다“ ” .21 윌리스 역시 현실이 된  

가능성 앞에서 크게 고무되었다 네팔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인 년 월 미국 . 1971 12 , 

버지니아주 아를리 하우스 에서 열린 여성 불임술 워크숍(Arlie House) ‘ ’(Workshop on 

에 참석한 윌리스는 더 나은 대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Female Sterilization) “ , 

20 Wheeless, “A Rapid, Inexpensive, and Effective Method of Surgical Sterilization by 

Laparoscopy”, 255 259 [257, 259].–

21 Kanti Giri, “Experience of Outpatient Laparoscopic Sterilization in Nepal”, Journal of Nepal 

Medical Association, 11-5, 6 (1973), 180 187 [186]; Pramila Sharma, “The Development and –

Experience of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in Nepal”, Journal of Nepal Medical Association, 

22-1 (1984), 2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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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22

단순화와 경량화

당장의 확산을 촉구하는 윌리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강경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 

적절치 않은 도구였다 문제는 복강경의 구매와 관리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부분 마취의 . . 

도입과 절개창의 감소로 수술이 간단해지기는 했지만 예산 문제로 복강경을 살 수 없거나 ,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모두 허사였다 네팔은 성공을 거두지 않았던가 아니었다 네팔의 . . . 

성공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비껴간 결과였다 시범사업의 범위를 모성병원 한 군데로 한정하고 . 

칸티 기리 일인에게만 수술을 맡겼기에 수술에 필요한 기구도 복강경 한 조로 충분했다, . 

기구의 관리 역시 시범사업 규모에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은 . 

달랐다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개발도상국 모두에 보급하려면 복강경은 저렴하고 관리가 . , 

용이하게 개량될 필요가 있었다 국제개발처가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 

개선을 의뢰한 연유도 여기에 있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윌리스는 복강경의 개량에 착수했다 먼저 , . 

그는 기구를 가볍고 작게 만들었다 크기가 크고 무거우면 수리를 위해 이송하는 일이 힘든 . 

탓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공업 수준을 고려할 때 복강경의 유지와 보수가 가능한 국가는 많지 . , 

않았다 기구 수리는 선진국에 위치한 제작사의 임무였고 이를 위해서는 항공 배송이 . , 

필수적이었다 윌리스의 목표는 서류 가방 크기 였다 그래야만 항공 우편으로 서비스 센터에 . “ ” . “

입고하고 수리하는 일이 가능 하다는 이유였다 이를 위해 윌리스는 메디컬 테크놀로지 ” . 

인터내셔널사 에 의뢰하여 복강을 부풀리는 기복 (Medical Technology Internationale, Inc.)

장치와 전력 공급 장치의 크기를 대폭 줄였다 새로운 기구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 . 

부속병원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모집된 명의 환자에게 시험 되었고 연구 결과 기존의 50 , 

22 Clifford R. Wheeless Jr., “Outpatient Sterilization by Laparoscopy Under Local Anesthesia in 

Less Developed Countries”, Female Sterilization: Prognosis for Simplified Outpatient Procedures, 

eds. by Gordon W. Duncan, Richard D. Falb, and J. Joseph Speidel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125 129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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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23

더 나아가 윌리스는 렌즈 장치를 빼고 그 자리에 소아용 구불창자내시경을 설치하였다 렌즈 , . 

장치는 특유의 복잡다단한 구조 탓에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고장이 잦아 유지비가 많이 들었다, . 

물론 렌즈를 희생한 대가로 시야가 좁아진다는 단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윌리스는 그보다 . 

가격과 유지비를 줄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통상 달러에서 . 3,300

달러이던 복강경 수술 기구의 가격은 도합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이렇게 5,200 400 . 

마련된 저렴한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현지의 여러 의사가 미국 국제개발처나 각종 재단 지방 “ , , 

정부에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장비를 살 수 있 으며 이로써 여성 불임 수술을 일상적으로 ” , “

집도할 수 있 으리라 전망했다” .24

안정성의 제고4.3.2. 

안전성을 향한 우려

윌리스가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복강경을 저렴하고 간단하게 개선하는 동안 일각에서는 , 

복강경의 확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던 필립스와 함께 미국부인과복강경협회를 . 

만들었던 루이스 키스 는 당시 복강경을 옹호하던 이들이 (Louis G. Keith, 1935-2014)

수술실의 무법자 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회고했다“ ” .25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새로운 기술에  . 

대한 반감이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배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어 . . 

막대기에 달린 도구로 장기를 자르고 깁는다는 낯설고 물선 생각 앞에서 당혹감은 어쩌면 , 

23 Clifford R. Wheeless Jr., “Laparoscopic Sterilization Kit”, Obstetrics and Gynecology, 42-2 

(1973), 303 306 [303].–

24 Clifford R. Wheeless Jr., “An Inexpensive Laparoscopy System for Female Steri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23-7 (1975), 727 733 [727, 732].–

25 Louis G. Keith, “Putting Laparoscopy on the Academic Map: Early and Continuing 

Scholarship by the AAGL”,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 13 (2007), 549 552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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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 주목할 점은 복강경 수술의 확산에 앞장서던 . . 

필립스와 키스가 자신들을 향한 비난을 일부 시인했다는 데 있었다 이들은 복강경 불임 . “

수술이 기존의 개복 불임 수술과 엇비슷하거나 그에 비해 더 낫다고 생각될 수 도 있겠으나, ” , 

복강경이란 결코 이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 는 도구라 썼다“ , ” .26 새로운 기술을  

열렬히 환영하던 이들이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은 복강경을 향한 비난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의미했다.

쟁점은 복강경의 기술적 완성도였다 많은 이들은 복강경 기술 자체에 결함이 없지 않다고 . 

지적하였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 스텝토가 시행하고 윌리스가 유행시킨 방식은 이른바 단극 . . 

겸자 전기 소작 으로 난관을 붙잡은 겸자 사이로 전기가 (unipolar forceps) (electrocautery) , 

흘러나와 난관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설계 자체는 안전했다 난관을 태운 전기를 회수하기 위해 . . 

환자의 엉덩이나 허벅지 밑에 금속판이 위치했고 밀착을 위해 금속판 위에는 전기가 통하는 , 

끈적끈적한 전극 풀 이 도포되었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만 소작할 수 있도록(electrode paste) . , , 

수술자 근처에 페달 스위치를 설치하여 이것을 누를 때에만 전기가 흐르게 설계되기도 했다.27

문제는 의도와 달리 이러한 과정 전체에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데 있었다 가장 큰 , . 

문제는 난관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한 주변 장기의 손상이었다 단극 겸자 . 

방식에서는 겸자의 온도가 도까지 상승할 수 있었고 때로는 겸자에서 불꽃이 튀기도 했다500 , . 

이는 주변 장기에 화상을 입힐 수 있었다 특히 소장이 문제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상의 . . 

범위를 쉽게 가늠할 수 없고 즉시 개복하여 손상 부위를 절제하고 남은 부위를 이어붙이는 , 

복구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28 윌리스 역시 년까지의 복강경 수술 경험을 정리하며 1973 , 

26 Jordan Phillips and Louis G. Keith, “The Evolution of Laparoscopic Steri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4-1 (1976), 59 64 [60].–

27 Steptoe and Frangenheim, Laparoscopy in Gynaecology, 73; Jacques-Émile Rioux and 

Diogène Cloutier, “A New Bipolar Instrument for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19-6 (1974), 737 739 [738].–

28 Jaroslv F. Hulka and Richard M. Soderstrom, “Complications Committe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ynecological Laparoscopists”,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10-6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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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증례 가운데 장 손상이 일어난 경우가 례 특히 개복 수술을 통한 복구가 필요한 3,600 11 , 

경우가 례라고 보고하였다6 .29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전체의 라는 점은 일견  0.167%

고무적이었지만 문제는 몇십만 몇백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규모였다 단순하게 , , . 

계산해서 만 명에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다면 명이 개복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에 10 , 167

노출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전기가 금속판을 향해 흐르지 않고 환자의 다리가 놓인 받침대로 . 

흘러 난관이 아닌 다른 장기나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페달 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엉뚱한 , 

곳을 소작하는 일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30 복강경이 일으키는 잦은 사고 탓에 부작용만 따로  

정리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미국부인과복강경협회 내에 부작용 위원회가 설치될 정도였다, .3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실의 무법자라는 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었다, ‘ ’ .

안전성의 미비는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을 가로막는 중대한 한계였다 네팔의 사례에서도 . 

보이듯 복강경 수술은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의원 수준의 의료 기관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었다. 

이는 소장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복구 수술이 불가능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 

같은 종류의 의료 사고라고 할지라도 그 무게는 공간에 따라 같을 수 없었다 선진국에서는 , . 

바로 배를 열어 복구할 수 있는 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환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다, . 

그렇다면 복강경은 인구 조절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 피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목숨을 걸 .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윌리스와 칸티 기리의 성공은 어쩌면 요행의 결과에 가까웠다 계속해서 . ‘ ’ . 

요행에 기대지 않으려면 기술 자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

301 306.–

29 Wheeless and Thompson, “Laparoscopic Sterilization: Review of 3600 Cases”, 751 758 –

[755 756].–

30 Rioux and Cloutier, “A New Bipolar Instrument for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737 739 [737 738].– –

31 Hulka and Soderstrom, “Complications Committe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ynecological Laparoscopists”; Richard M. Soderstrom and Julius C. Butler, “A Critical 

Evaluation of Complications in Laparoscop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10-5 (1973), 

24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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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개선

복강경의 안전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국제개발처는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더하여,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더 이른 . , 

시점에 더 많은 대안을 확보하려는 심산이었다 여기에 포드 재단 등이 뜻을 함께하면서. , 

사업은 더욱 확대되었다.32 대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전기의 흐름을 최소화하여 열  . , 

손상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야로슬라프 훌카. . (Jaroslav F. 

와 레스터 얼버그 등이 개발한 자납식 Hulka, 1930 2014) (Lester C. Ulberg, 1917 1998) – –

소작 이었다 그림 에서 보이듯 전기가 통하는 직경 가량의 둥근 (contained cautery) . 4-2 1cm 

원통으로 겸자를 둘러싸고 겸자로 난관을 집어 원통 안으로 당긴 다음 겸자에서 나온 전기로 , , 

난관을 소작하는 방식이었다 자납식 소작의 장점은 전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 

겸자에서 나온 전기가 난관을 소작하고 환자의 신체를 가로질러 금속판으로 빠져나가는 단극 

겸자 방식과 달리 겸자에서 나온 전류가 난관을 소작한 다음 원통으로 빠져나오는 덕분이었다, . 

이렇게 되면 전기가 원통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 다른 부위로 흘러서 , 

발생하는 화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또한 전류가 원통 내부로 집중되어 기존의 방식보다 . 

적은 양의 전기로도 소작이 가능하여 전기에 의한 부상의 가능성이 줄어들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금속판과 전극 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서 비롯한 화학적 손상의 가능성 , 

역시 소거될 수 있었다.33

다른 하나는 자크 에밀 리우 와 디오젠 (Jacques-Émile Rioux, 1935 2020)–

클루티에 가 고안한 양극 겸자 였다 이 방식에서는 겸자의 (Diogène Cloutier) (bipolar forceps) . 

각 면이 전기의 들고 나감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 한쪽 겸자에서 전기가 나와 난관을 소작한 . 

32 Jesse Olszynko-Gryn, “Laparoscopy as a Technology of Population Control: A Use-Centered 

History of Surgical Sterilization”, A World of Populations: The Production, Transfer, and 

Application of Demographic Knowledge in the Twentieth Century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eds. by Heinrich Hartmann and Corinna R. Unger (New York: Berghahn, 2014), 147 177 [155].–

33 Jaroslav F. Hulka, Delhi Thweatt, and Lester C. Ulberg, “Contained Cautery: Studies Toward 

Safer Laparoscopic Sterilization Technics”, Fertility and Sterility, 24-12 (1973), 912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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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바로 다른 쪽의 겸자로 전기가 빠져나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전기는 훌카와 , . 

얼버그가 개발한 자납식 소작 방식과 같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었다, . 

그림 은 단극 겸자와 양극 겸자의 차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왼편에서 보이듯 4-3 . 

단극 겸자 방식에서는 겸자에서 나온 전기가 주변 조직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상의 가능성이 

크지만 그림 오른편의 양극 겸자 방식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겸자 사이로 한정되기 때문에 ,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리우와 클루티에는 겸자에다 스위치를 직접 . 

연결하여 그림 와 같이 방아쇠를 당기는 방식으로 스위치를 개량하였다 이들의 입을 , 4-4 . 

빌리면 이른바 양극 소작 총 방식이었다 발로 누르는 페달 “ ”(bipolar cautery gun) . 

스위치보다 조작이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인 소작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 

기술이었다.34

34 Rioux and Cloutier, “A New Bipolar Instrument for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그림 자납식 소작 방식4-2. . Jaroslav F. Hulka, Delhi Thweatt, and Lester C. Ulberg, “Contained 

Cautery: Studies Toward Safer Laparoscopic Sterilization Technics”, Fertility and Sterility, 24-12 
(1973), 912 920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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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739.–

그림 단극 겸자 방식과 양극 겸자 방식의 비교4-3. . Hans-Harald Riedel and Kurt Semm, “An Initial 

Comparison of Coagulation Techniques of Sterilization”,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27-5 

(1982), 261 267 [265].–

그림 양극 소작 총4-4. . Jacque E. Rioux, Gerald Turp, and François Jacques, Instrument for 

Laparoscopic Tubal Cauterization, U.S. Patent 3,938,527, filed July 13, 1973, and patented 

February 17,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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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쿠르트 젬 이 만든 내응고 방식이었다(Kurt Semm, 1927 2003) (endocoagulation) . –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전기를 조직에 흘리지 않고 전기로 겸자를 달구어 난관을 소작하는 , 

이른바 열판 방식이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전기가 겸자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 ’(hot plate) . 

데 있었다 그림 의 왼쪽에서 보이듯 기존의 방식에서는 조직에 전류를 바로 흘리고 조직의 . 4-5 , 

저항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난관을 소작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이는 젬의 방식에서는 . 

전류를 조직에 직접 통과시키는 대신 열판 내부로 제한하고 열판 내부의 저항을 이용하여 , 

열을 발생함으로써 조직을 소작했다 젬은 자납식 소작이건 양극 겸자건 간에 전기는 어쩔 수 . , 

없이 목표 조직 바깥으로 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류의 통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 

전기를 조직에 흘리는 방식으로는 사고가 불가피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었다 전기를 . . 

흘리는 방식은 온도를 종잡을 수 없고 그러하기에 난관에 가해지는 열이 지나치거나 부족한 , 

경우가 잦았다 반면 열판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리미의 온도를 조절하는 . , 

것과 같아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젬은 자신의 방식이 부인과 수술의 새로운 . “

영역을 열어젖혔다 고 자평하였다” .35

그림 내응고 방식4-5. . Kurt Semm, “Endocoagulation: A New Field of Endoscopic Surger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16-4 (1976), 195 203 [198].–

35 Kurt Semm, “Endocoagulation: A New Field of Endoscopic Surger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16-4 (1976), 195 203 [195]; Hans-Harald Riedel and Kurt Semm, “An Initial –

Comparison of Coagulation Techniques of Sterilization”,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27-5 

(1982), 26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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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안도 있었다 자납식 소작이나 양극 겸자 열판과 달리 아예 전기를 쓰지 않는 . ,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훌카와 카이리아 옴란. . (Khairia F. 

등이 개발한 클립 방식이었다 훌카는 자납식 소작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찌 되었건 Omran) ‘ ’ . .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화상이 없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가 보기에 이는 양극 , . 

겸자나 열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상의 가능성을 제거하려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방식으로 . , 

난관을 막는 방법이 필요했다 클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대안이었다 집게 모양의 클립으로 . . 

난관을 집으면 지속적인 압력에 의하여 난관이 괴사하여 절단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강도가 , . 

너무 약하면 저절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강도가 너무 강하면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 

때문에 적정한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훌카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 . 

다양한 소재와 모양의 클립을 실험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에서 보이는 이른바 훌카 , 4-6 ‘

클립을 내어놓았다’ .36

36 Jaroslav F. Hulka and Khairia F. Omran, “Comparative Tubal Occlusion: Rigid and 

Spring-Loaded Clips”, Fertility and Sterility, 23-9 (1972), 633 639; Jaroslav F. Hulka, et al., –

“Laparoscopic Sterilization with a Spring Clip: A Report of the First Fifty Case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16-5 (1973), 715 718; Jaroslav F. Hulka, et al., “Spring –

그림 훌카 클립4-6. . Jaroslav F. Hulka, Surgical Clip and Applicator, U.S. Patent 3,882,854, filed 
August 23, 1973, and patented May 1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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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쓰지 않는 방식은 클립뿐만이 아니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년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의 복강경불임클리닉1973 (Laparoscopic Sterilization Clinic) 

소장을 맡은 윤인배 그리고 같은 대학의 시어도어 킹( , 1936 2014), (Theodore M. 尹仁培 –

과 윌리스 등이 개발한 링이었다 그림 에서처럼 겸자로 난관을 당겨 King, 1931 2002) ‘ ’ . 4-7–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 이른바 팔로프 고리 또는 윤인배 고리 라 ‘ ’(Falope ring) ‘ ’(Yoon’s ring)

불리는 실리콘 고무줄을 걸면 지속적인 압력이 발생하여 난관이 괴사하는 방식이었다 클립과 , .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난관을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나 열에 의한 부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 

장점이 있었다 수술의 난도가 낮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난관을 겸자로 잡기만 하면 실리콘 . . , 

고무줄의 거치가 반자동으로 진행되는 덕분이었다.37

Clip Sterilization: One-Year Follow-Up of 1,079 Case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25-8 (1976), 1039 1043.–

37 In Bae Yoon, Clifford R. Wheeless Jr., and Theodore M. King, “A Preliminary Report on a 

New Laparoscopic Sterillization Approach: The Silicone Rubber Band Technique”, American 

그림 윤인배 고리4-7. . In Bae Yoon, Clifford R. Wheeless Jr., and Theodore M. King, “A 

Preliminary Report on a New Laparoscopic Sterillization Approach: The Silicone Rubber Band 
Technique”,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20-1 (1974), 132 13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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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복강경은 수술실의 무법자가 쓰는 도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 ’ , 

합당한 도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년대와 년대 당시 주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던 . 1930 1940

복강경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난관 불임 수술의 도구로 부상하였다 열광의 중심에는 1960 . 

미국이 있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윌리스의 예에서도 보이듯. , 

개발도상국의 인구 관리에 복강경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밋빛 . 

전망과 달리 복강경에는 크고 작은 단점이 없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은 쉽게 장담할 수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 . 

주도하던 국제개발처와 포드 재단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였고 복강경은 비로소 ,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알맞은 안전성과 용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량된 . 

복강경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었을까.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과 복강경 기술의 이전4.4.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4.4.1.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복강경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개량되는 가운데 존스홉킨스대학교는 개발도상국에 복강경 기술을 , 

이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제개발처가 의뢰한 또 하나의 과제를 . 

이행하기 위함이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는 두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 . 

년 월에 시작된 국제 피임 훈련 프로젝트1972 3 ‘ ’(International Sterilization Training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20-1 (1974), 132 136; In Bae Yoon, Theodore M. King, –

and Tim H. Parmley, “A Two-Year Experience with the Falope Ring Sterilization Procedure”,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윤인배는 새로운 방식으로 , 127-2 (1977), 109 112. –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In Bae Yoon, Device for Sterilizing the Human Female or Male by 

Ligation, filed July 30, 1973, and patented March 11,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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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 센터를 설치 하는 데에 Project) . “ ”

있었다 이를 위해 복강경의 개량에 매진하던 윌리스가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 국가에서 명의 의사가 초청되었고 이들에게 도합 1972 4 1973 6 17 27 , 

세트의 복강경 수술 기구가 전달되었다 이들에게는 향후 현지 방문을 통해 상황에 맞는 22 . , 

추가 조처가 약속되었다 두 번째는 생식력 조절을 위한 단순 기술. ‘ ’(Simplified Techniques 

과 생식력 관리를 위한 고급 기술of Fertility Control) ‘ ’(Advanced Techniques for 

과정이었다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킹이 책임을 맡은 두 번째 Management of Fertility) . 

과정은 복강경을 비롯한 피임 기술 전반을 아울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년 월부터 . 1972 11

년 월까지 개 국가에서 온 명의 의사가 훈련을 받았고 이후 고급 기술 과정은 1973 6 24 41 , ‘ ’ 

복강경을 집중적으로 교수하는 국제 피임 훈련 프로젝트와 통합되었다‘ ’ .38

국제개발처는 시범 사업의 성공에 고무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향한 크나큰 수요 가 . “ ”

존재하며 복강경과 같은 고급 기술 또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는 , “ ”

평가였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성공을 반복하기 위하여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 

피츠버그의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웨스턴 펜실베이니아 병원 그리고 레바논 베이루트의 , 

아메리칸대학교 병원에 시범 교육 센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39 존스홉킨스대학교에는  

지금까지의 시범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타당성 평가가 의뢰되었다 이를 , . 

위해 년 월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1973 6 , 140 .40

정식 사업 계획이 의뢰되면서 존스홉킨스대학교는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존스홉킨스 ,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년 월부터 월까지 . 1973 7 11

산부인과 국제교육 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Study for the Creation of an Organization for 

를 진행하였다 기술 이전의 조건과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 

38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 1 2.–

39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 2.

40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1, Section I, 2; Part 2, Section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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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갖춘 후보 개국에 대하여 산부인과학의 수준과 전문 인력 및 기관의 수효 등의 11 , 

정보가 사전 조사되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대학 내부 인사로 구성된 존스홉킨스대학교 . 

자문위원회 를 거쳐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Johns Hopkins University Advisory Committee) , 

국제 전문가 위원회 의 심의를 받았다 이는 미국뿐 (Committee of International Experts) .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의견까지 아우르기 위한 장치였다, .41 존스홉킨스대학교는 년 월과  1973 12

년 월에 추가 확보된 자료를 더하여 년 월 국제개발처에 최종 보고서를 1974 1 , 1974 2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월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인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 3

프로그램 법인 이 설립되었고 국제개발처가 법인의 사업 신청을 최종 (JHPIEGO Corporation) ,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42

복강경 기술의 교육 과정

교육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이들은 시범 사업의 생식력 관리를 . ‘

위한 고급 기술 과정과 국제 피임 훈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식 사업을 설계하였고 이에 ’ ‘ ’ , 

따라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에 필요한 이론과 술기를 익히는 데 교육이 집중되었다 첫 번째 . 

단계는 이론 교육으로 선발된 인원은 먼저 미국이나 각국의 교육 센터에 소집되어 , 

41 그러나 의도와 달리 국제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는 선진국 출신이었다 전체 위원 열 명 가운데  , . 

개발도상국에서 온 위원은 후술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나건영과 인도 뭄바이 와디아 

모성 병원의 발찬드라 닐칸스 푸란다레 라틴아메리카 (Bhalchandra Nilkanth Purandare, 1911 1990), –

의과대학 연합회 회장 호르헤 비야레알 뿐이었다(Jorge Villarreal) .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이후 이는 사업 평가 단계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2, Section I, 4 5. . Michael S. –

Burnhill and Thomas S. Moulding, Evaluation of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Hohns Hopkins PIEGO (Washington, DC: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76), 10.

42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1, Section I, 2 3; Part 2, Section I, 2 3; JHPIEGO – –

Corporation, Proposal for a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PIEGO) (Baltimore, MD: JHPIEGO Corportatio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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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생리학과 출산력 조절 기법 등을 교육받았다 강의를 모두 수료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한 . 

이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각 국가의 임상 훈련 센터로 이동하여 수술을 참관하고 실습에 , 

임하였다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참관하에 최소 례의 수술을 집도하고 기구 . 15 , 

조작법과 해부학적 지식 합병증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의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했다, .43

마지막 단계는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임상 훈련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참가자의 . 

기관에는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일련의 기구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직접 . 

복강경이 기증된 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설치를 돕고 장비의 유지와 보수 방법을 교육하는 , , 

한편 복강경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환경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정식으로 설정된 , .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복강경이 설치된 각국의 기관은 다시 자국의 산부인과 의사를 , 

대상으로 하는 현지 교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이렇게 년부터 년까지 총 . 1973 1983

명의 의사가 존스홉킨스대학교의 교육을 거쳤고 이들에게 모두 대의 복강경 세트가 2,901 , 1,621

기증되었다.44

한국으로의 이전4.4.2. 

기술 이전을 위한 준비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은 정식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교육의 . 

수혜자이자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산부인과학교실의 장윤석 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 , 1931 )張潤錫 –

43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I, A, 5, 1; Robert G. Castadot, et al., “A 

Review of Ten Years’ Experience with Surgical Equipment in International Health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24-1 (1986), 53 60 [55 57].– –

44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I, A, 5, 1; Robert G. Castadot, et al., “A 

Review of Ten Years’ Experience with Surgical Equipment in International Health Programs”, 

53 60 [55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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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곽현모( , 1922 2006), ( , 姜信明 郭顯模–

등이 생식력 관리를 위한 고급 기술 과정에 참여했고 교육 이후 복강경 세트를 1926 2014) ‘ ’ , –

지원받았다.45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국제 전문가 위원회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였던 나건영 이 이름을 올렸다( , 1921 1983) .羅建永 – 46 우연이 아니었다 . 

한국은 처음부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던 곳이었다 앞서 장과 장에서 . 2 3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피임 기술의 한계로 말미암아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로 대표되는 , 

새로운 피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컸을 뿐 아니라 병원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개복 난관 불임 , 

수술이 시행될 만큼 기술의 물적 조건 역시 갖추어진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식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한국은 사업의 주요 대상국이었다 년 월 전체 사업을 . 1974 12 , 

총괄하던 하워드 존스 와 교육 담당자 클라이드 (Howard W. Jones Jr., 1910 2015)–

랜달 국제개발처의 사업 관리자 존 에들레프센(Clyde L. Randall, 1905 1990), (John –

이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한국의 타당성과 Edlefsen) . ‘ / ’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 , , 

국립의료원의 산부인과 과장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고 오래지 않아 교육의 실행이 , “

가능하며 바람직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전 , ” .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박찬무 가 임명되었고 회의를 함께 진행했던 ( , 1922 2002) , 朴贊武 –

45 명의 명단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일차연도 보고서 4 . (『 』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에는 생식력 관리를 ) ‘

위한 고급 기술에 참여한 한국인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존스홉킨스로 복강경을 배우러 ’ . “

이화대학병원 원장 하던 강신명 이 양반하고 같이 갔 다는 장윤석의 회고와 윤인배 교수의 [ ] ” “ [ ] …… …… 

초청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에 갔다가 에서 무상으로 주는 복강경과 소작기 등 세트를 갖고 [ ] USAID 4[ ]

귀국하여 연세대 서울대 메디컬센터 고려대병원에 세트씩 나누었다는 곽현모의 회고를 바탕으로, , [ ] , 1[ ] ” , 

장윤석과 강신명 곽현모의 참여를 짐작할 수 있다, .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I, 

장윤석 구술 장윤석 황진주 외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A, 5, 3; A, 4, 5; IV, C, 4; , : , , , , 「 」 『 』

구술사료선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곽현모 날으는 교수팀25 ( : , 2018), 195 227 [215]; , , – 「 」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30 ( : , 1991), 352 355 [354].『 』 –

46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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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이 속한 각 기관에는 교육 센터가 설치되었다. . 

그 외에도 전국 개 의과대학과 국공립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14

설치되었다 보건사회부 장관 고재필 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 ( , 1913 2005)⾼在珌 –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사무실은 국책 연구기관인 가족계획연구원 건물에 , 

설치되었다.47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실행/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보건사회부 장관이 명의 후보를 선별했고 교육위원회가 . 125 , 

명을 최종 선발했다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첫 번째 단계인 이론 교육이 119 . 1975 5 19 23 , 

진행되었다 오전 오후에 걸쳐 인간 생식의 생물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세미나가 . ‘ ’

열렸다 강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많은 수의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강사진에 . . 

포함되었다는 점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신의 의학을 접할 좋은 , , 

기회였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같은 해 월 복강경의 기증과 함께 주간의 임상 훈련으로 . 10 , 2

구성된 두 번째 단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명씩 조를 나누어 진행된 훈련은 년 월에 . 15 1976 2

종료되었으며 곧이어 마지막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48 이는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였다 시범사업이 시행된 년부터 정식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년까지 . 1972 1975

개국에서 명의 의사가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년 한해에 참여한 인원만 따져도 62 325 , 1975

한국의 교육 인원은 전체의 이상이었다1/3 .49

47 JHPIEGO, First Annual Report 개 의과대학은 교육위원회 , Part 2, Section II, B, 1 2 [1]. 14–

위원을 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 더하여 계명대학교 전남대학교, , , , , ,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로 , , , , , , , 

추정된다 년 당시 전국에는 개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톨릭대학 의학부는 기관의 성격상 . 1975 15 ,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48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1, Section I, 15; Part 2, Section II, B, 1 2.–

49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I, A,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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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담당자들은 한국의 성공에 다시 한번 고무되었다 이들은 특히 이론 강의부터 임상 . 

강의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사업을 계획하던 이들은 교육을 .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추진 하길 원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비용 “ ” . . 

문제였다 미국에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 다량의 항공비와 체류비가 발생했고 이는 사업의 지속 . , 

가능성을 위협했다 또 다른 이유는 실습 기회의 부족 문제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의사에게 . . 

수술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각 수련 병원의 전공의 역시 수술 , 

기회를 빼앗긴다고 불평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수술이 실패했을 경우 법적인 절차가 .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 

않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구 조절을 터부시하는 국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 . “

반발 을 염려했던 사업 담당자들은 이러한 지역의 경우 돈이 들더라도 미국에서 교육을 ” , 

진행하도록 했다.50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해결한 한국의 사례는 매우  

모범적이면서도 예외적이었다 이후 한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 

인도네시아를 찾은 실사단이 한국식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타진 한다는 보고를 남겼을 “ ”

정도였다.51

이렇게 복강경은 냉전의 질서 속에서 대규모 인구 조절 사업에 적합한 도구로 개량되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이전되었다 앞서 절에서 다룬 복강경의 개량과 이번 . 3

절에서 다룬 복강경의 이전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작업이었다 이전하면서 개량하고 4 . 

개량하면서 이전할 정도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교육이 시작되던 초반에는 전기 , . 

소작 방식으로 작동하는 복강경이 이용되었지만 년부터는 팔로프 고리 방식이 집중 이수 , 1976 ‘ ’ 

되는 식이었다.52 그렇다면 이렇게 개량되고 이전된 복강경은 인구 조절 사업에 다시 어떠한  

50 Burnhill and Moulding, Evaluation of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Hohns Hopkins PIEGO, 26 28 [28, 27]; JHPIEGO, – First Annual Report, Part 2, 

이를테면 콜롬비아의 경우 추기경 등의 반대가 극심하여 대사관에서 여행 허가를 Section IV, 3. “ , 

내어주지 않았다고 명기되어 있다” .

51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 F, 1b, 1; Part 2, Section V, 7.

52 Robert G. Castadot, et al., “A Review of Ten Years’ Experience with Surgical Equip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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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을 . 

역으로 바꾸어놓은 과정을 돌아볼 차례이다.

가족계획 사업의 재편4.5. 

새로운 대안 기술의 가능성4.5.1. 

복강경이 이전되기 이전인 병원 가족계획 사업 초반만 하더라도 대다수는 난관 불임 수술이 

아닌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을 택했다.53 사업에 등록한 임산부에게도 사업을 실행하는  , 

의사에게도 기존의 개복 난관 불임 수술은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뜻 고르기 힘든 , , 

선택지였다 배를 열어야 했기에 수술에 뒤따르는 위험이 컸을뿐더러 수술 후 회복도 더디어 . , 

수일간의 입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탓이었다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병원 가족계획 . 3

시범사업이 시행되던 당시 난관 불임 수술의 비용은 도시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가까웠다. 

피임을 위해 지불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었다 그러한 결과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 . , 

건수는 년이 되어서도 한 해에 명 정도에 머물렀다 남성 대다수가 그리도 기피하던 1975 14,532 . 

정관 불임 수술의 시행 건수보다 적은 숫자였다.54

이러한 상황은 복강경의 도입을 계기로 달라졌다 난관 불임 수술은 부분 마취로 십 분이면 . 

완료되는 그리하여 수술 후 몇 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 되었다 인구협회는 , . 

난관 불임 수술을 일러 반창고 시술 이라고 썼다“ ”(Band-aid Procedure) .55 수술이라기보다는  

International Health Programs”, 53 60 [57 58].– –

53 조경식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1973), 56.『 』 

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 ( : , 1991), 117 118.『 』 –

55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Sterilization: Laparoscopic Sterilization, A New Technique”, Population Reports, Serie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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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에 가까우며 그러하기에 수술을 마치고 나서 반창고 한 장만 붙이면 그만이라는 의미였다, . 

이는 난관 불임 수술의 경제적 물리적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수술비는 크게 내려갔다 오래 , . . 

걸리지도 않고 입원도 필요 없으니 수술비가 비쌀 이유가 없었다 복강경이 본격적으로 , . 

확산하기 시작한 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월급을 꼬박 부어야 했던 난관 불임 1976 , 

수술의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원에서 원 사이가 되었다10,000 18,000 .56 난관 불임 수술에  

지급되던 기존의 정부 지원금이 원이었으니 실제 수술비는 원에서 원인 5,000 , 5,000 13,000

셈이었다.57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은 갑자기 배나 증가하여 년에는 건이  2.5 , 1976 35,719

되었다.58

물리적 문턱 역시 낮아졌다 난관 불임 수술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넘어 간단한 . 

수준의 처치실과 회복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한 수술이 되었고 이는 난관 불임 , 

수술의 물적 기반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병원 가족계획 . 3 , 

사업에 참여한 종합병원과 병원은 모두 개소로 한정되었다 개복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 75 . 

마취가 가능한 수술실과 입원실이 필수적인 탓이었다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상황은 달라졌다. .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는 시술 수준의 수술이라면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도 얼마든지 집도할 ‘ ’ , 

수 있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년 당시 한국에 존재하던 산부인과 전문의 명 . , 1976 901

모두가 난관 불임 수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59 병원 가족계획 사업에서 의원 가족계획  ‘ ’ ‘

이 표현은 윌리스의 논문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윌리스는 Number 1 (January, 1973), 1 16 [1]. . –

자신이 난관 불임 수술을 더욱더 간단하게 개량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수술 후 드레싱에는 반창고를 , “

사용하였다라고 썼다” . Wheeless, “Elimination of Second Incision in Laparoscopic Sterilization”, 

135 136 [134].–

56 복강경 피임 시술 전국 여성에 분이면 끝내고 즉시 활동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7 8 , , 1976 6 28 , 5 .〈 – 〉 《 》

57 고갑석 김병숙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사업효과 측정을 중심으로 한 요인분석 서울 , , : ( : 『 』 

가족계획연구원, 1977), 74.

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59 의료기관에 따른 산부인과 전문의의 분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년 당시 전국에 종합병원이  . 1976

개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특수병원을 제외한 병원이 개소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한 기관에 복수 43 , , 124 , 



제 장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개발과 확산 인구 조절을 위한 새로운 대안 4 : | 121

사업으로의 확장이었다’ .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읽어냈다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존에 . 2 , 

주로 이용되던 피임 기술은 부작용도 부작용이거니와 경제적인 면에서도 당장은 저렴할지 ,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선택지였다 나날이 먹어야 하는 경구피임약은 물론. , 

반영구적인 피임법이라 생각되었던 자궁내장치 역시 탈락률이 높아 지속적인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정관 불임 수술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지만 수용자의 거부와 정책 . , 

의지의 부재 탓에 그 역시 크게 확산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불임 . 

수술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저렴하고 쉬운 동시에 .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피임 기술의 등장을 의미했다.

또 한 번의 돌진적 보급4.5.2. 

가족계획 사업의 전환

난관 불임 수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을 대폭 , 

수정하였다 마침 년은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했다. 1977 4 5 .60 

등록된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 가운데 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수보다 901

의원에 근무하는 수가 더 많았으리라 추정된다 당시 면허를 신고한 의사 명 가운데 종합병원과 . 12,675

병원 의원에 등록된 수가 각각 명 명 명 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 3503 (27.6%), 440 (3.5%), 5584 (44.1%)

추정을 뒷받침한다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 : 1977 ( : , 1977), 26, 34 35.『 』 –

60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의 시안은 년 월에 완성되었다 보건사회부 가족계획과장  4 5 1973 12 . 『 』

장경식 경제기획원 투자 과장 이승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 1930 ), 3 ( , 1936 ), 張慶植 李升煥– –

권태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 1941 ), ( , 1933 ), 權泰煥 ⾦正根– –

안계춘 등이 여기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 1939 ) , . 安啓春 –

년의 전면 수정은 이러한 수정 보완 작업의 연장이었다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사업 제 차 1976 . , 4「

개년 계획 시안 가족계획연구5 , , 8 (1974),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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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기에 적합한 시점이었다 핵심은 사업 수단의 교체였다 가족계획연구원은 지난 . . 

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년을 준비하는 한국가족계획사업 장기전망 을 통해15 15 : 1977 1991 , 『 – 』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종래의 사업을 난관 불임 수술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 

상업망을 통한 민간 부문 사업으로 이관 하고 여기에 할당되었던 예산을 전용하여 정부 “ ” , “

부문에서는 불임 수술의 보급에 역점 을 두겠다는 내용이었다” .…… 61 물론 난관 불임 수술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소요하겠지만 영구적인 불임 기술인만큼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 

계산이었다.

난관 불임 수술의 전면화를 위해 여러 정책이 가동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재정 지원이었다, . .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가 꾸준히 이용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이었다 기존의 방법을 대신하려면 난관 불임 수술의 비용 역시 . , 

획기적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 

년부터 지급되던 원의 지원금은 년부터 원이 되었다1974 5,000 1977 15,000 .62 여기에 영세민의  

경우에는 수술받은 후에 일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고 쉬는 기간에 대한 생활비 보조로 “ 3

원 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했고 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이들 역시 때마침 3,000 ” , 500

시행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6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강경 수술의 비용이  

61 가족계획연구원 한국가족계획사업 장기전망 제 차 초안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1977 1991 ( 1 ) ( : , 1977), 『 – 』 

가족계획연구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하였다 다음 보고서와 논문이 대표적이다37, 39. . . 

이시백 이임전 자비 부담 가족계획 수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연구 시범 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 : 『 』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이임전 이시백 자비 부담 가족계획 수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연구 시범 ( : , 1978); , , : 『

연구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홍성열 홍문식 최정은 피임약제 기구의 ( : , 1979); , , 』 『

상업적 보급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홍문식 의약품 판매업소의 피임보급 ( : , 1979); , 』 「

기능 및 활동실태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족계획논집: , , 6 (1979), 20 35.」 『 』 –

62 문현상 한성현 김기호 한국여성불임술 수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 , 『 』 

1977), 12.

63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 9 , 97 3 , 1977 6 29 ; K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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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원 사이였으니 지원금을 고려하면 난관 불임 수술은 사실상 무료에 10,000 18,000 , 

가까웠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라질 예정이었으니 유일한 무료 . , 

피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 지원은 난관 불임 수술의 또 다른 축인 의사를 향하기도 했다. . 

특히나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줄을 이었다 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존재하던 . 1977

복강경은 대로 이 중 대는 외원의 지원으로 정부가 들여온 것이었지만 나머지 대는 313 , 72 241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산 것이었다.64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 따라서 복강경 수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먼저 복강경의 관리 유지비를 지원하였다 사실상의 반관반민 . . 

기관이었던 대한불임시술협회는 년부터 정부가 배정한 복강경을 점검하고 수리해왔는데1976 , 

년부터는 보수 사업의 범위를 민간 병의원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를 거치지 않고 1980 . 

개인이 직접 산 복강경도 무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65 이후 정부는 년 월부터  1982 7

복강경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 불임 수술에 대한 조세를 완화하기도 했다, .66

Chun Han, “Economic Perspectives”, Voluntary Sterilization: A Decade of Achievement,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untary Sterilization, eds. by Marilyn E. 

Schima and Ira Lubell (New York: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1980), 39 40.–

64 이용선 조남훈 이규식 년도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1977 ( : , 1977), 124.『 』 

65 배병주 외 엮음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서울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및  , (1975 1994) ( : 『 – 』 

논문간행추진위원회, 1998), 227 228.–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  , 30 , 298 299. 『 』 –

비하여 관세 감면이 늦어진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당시의 가족계획 사업이 경제개발 개년 계획에 , . 5

따라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책의 시행 역시 년에 시작될 제 차 경제사회발전 개년 , 1982 5 5

계획의 개시에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년 월과 월에 발표된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의 . 1981 5 11

인구 정책 기획안 역시 제 차 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년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경제기획원 5 5 1982 . 

기획관리실 제 차 경제사회발전 개년 계획 인구 부문 계획안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5 5 ( ) (1981.5.) ( : 「 」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 사업 제 차 개년 계획 제 차 시안 서울 가족계획연구원BA0143173); , 5 5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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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의 돌진적 보급

재정 지원이 정책의 전부는 아니었다 정부는 또 한 번 익숙한 방식을 가동하였다 목표량 . . 

제도였다 새로운 개년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복강경으로 사업 수단을 전환한 년 정부는 . 5 1977 , 

건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량은 건의 목표가 설정된 년을 제외하고181,000 . 313,000 1983 , 

년까지 만 건 내외로 유지되었다1988 20 .67 설정된 목표량은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경우가  

그러했듯 일선 현장에 그대로 하달되었다 한 달에 백 건의 수술을 받게 하라는 할당이 , . “ 2 …… 

대한 가족계획협회나 일개 병원에 내려 가는 식이었다[ ] ” .68 이번에도 근거는 부족했다 목표량을  . 

설정한 가족계획연구원조차도 연도별 투입 피임 방법 간의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가정의 “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연도별로 필요한 총 실적은 계산할 수 있어도 어떤 피임 ”, 

기술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썼을 정도였다.69

보건소나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소속된 현장 요원과 일선 병의원의 의사 역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정부의 강압과 자발적 참여가 뒤섞여 있었다 년 기준. . 1975 , 

현장 요원은 수술 실적을 한 건 올릴 때마다 원의 권장비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 역시 300 , 

정부에 원의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3,500 .70 복강경 수술에 뒤따르는 경제적 이득이  

이렇게 준비된 인구 정책은 년 월 이른바 개 시책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내무부와 1981). 1981 12 , ’49 ’ . 

국방부 보건사회부 등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대책이었으며 재무부 역시 불임 수술 수용자에 , , 

대한 우선 융자 조치에 더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복강경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 등을 내어놓았다 개 . ‘49

시책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최근의 인구증가억제대책평가 서울’ . , ( : 『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13 14.–

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부록 가족계획 사업 실적 년을  , 30 , 117 118. 2. : 1962 1989『 』 – –

참고하라.

68 현장 고발 복강경 수술 함께가는여성 : , , 14 (1988.10), 10 12 [11].〈 〉 《 》 –

69 권호연 외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목표량 설정 가족계획논집 , (1977 1986) , , 4 (1977), 29 54 [52]. 「 – 」 『 』 –

이는 다음 글을 통해 같은 해 제시된 피임 기술별 장기 목표량의 근거를 해명하는 논문이었다. 

가족계획연구원 한국 가족계획 사업 장기전망 제 차 초안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1977 1991 ( 1 ) ( : , 1977), 『 – 』 

표 가족계획사업 장기목표3-1. (1977 199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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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부추기면서 경쟁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 대상을 모집하기 , . 

위해 무료로 암 검사를 해 준다고 홍보해 봉고차로 사람들을 실어나르 기도 했다“ ” “ ” .71 환자  

유치는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전문 유치 직원을 고용하여 인접 지역은 물론. “ , …… 

원격 지역에까지 원정하여 긁어 모아오는 통에 환자를 뺏어온 의사와 빼앗긴 의사 사이에 ” , 

위화감 이 조성될 정도였다“ ” .72

정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사실상 방조했다 봉고차가 사업의 범위를 넓혀주면서 복강경 . ‘ ’ ,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을 농촌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년 월 . 1977 7

주부클럽연합회와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연구원이 참여한 좌담회 인구 정책 현황과 , ‘

앞으로의 방향에서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 소장 박보훈 은 시술 실적을 높이려는 일부 ’ , ( ) “朴寶薰

지정 의원에 있어서는 의료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 사실 이라며 [ ] ”

과열된 분위기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인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 ’ , 

그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난관 지정 병의원이 대부분 도시에 . “

편재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난관 보급에는 많은 지장이 있 었지만 지정 의원 자체에서 ” “ [ ]

동원된 기동력이 시술 실적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며 환자 유치 경쟁을 [ ] ” , …… 

긍정적으로 평가했다.73 현실 인식이 이러할진대 정부의 단속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 . 

부작용으로 얼룩진 난관 수술의 붐‘ ’

돌진적 보급은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사실 부작용은 불가피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 수술 . . 

기구와 수술법이 개량되었다고 하지만 여느 수술이 그러하듯 복강경 수술 또한 부작용이 ,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74 문제는 돌진적 보급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 

70 올해 가족계획 사업은 이렇게 가족계획소식 , , 9 (1975.2), 1.〈 〉 《 》

71 현장 고발 복강경 수술 : , 10 12 [11].〈 〉 –

72 배병주 불임시술의의 윤리 대한불임학회잡지 , , , 15-1 (1988), 35 39 [36].「 」 『 』 –

73 박보훈 가족계획 수행 상의 문제점 주부클럽연합회 인구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좌담회  , , , , 「 」 『 』

자료집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1977), 31 43 [40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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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었다 환자 유치가 과열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하루에 몇십 건에서 백 여건이 넘는 . , 

수술을 집도했다 이른바 국제 표준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각국의 불임 수술을 . ‘ ’ . 

지원하던 자발적 불임 수술의 발전을 위한 보건 기구 연합‘ ’(World Federation of Health 

은 Agencies for the Advancement of Voluntary Surgical Contraception, WFHAAVSC)

하루에 집도할 수 있는 난관 불임 수술의 수를 건에서 건으로 제한했다 그보다 많은 10 15 . 

수술을 시행할 경우 준비나 집도 과정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75 이러한  

권고에 비추어볼 때 권장량의 몇 배가 집도되는 한국의 상황은 분명 바람직하다 할 수 없었다, .

부작용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은 복강경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이유가 , . 

있었다 어떤 이들은 수술을 강요당했다 실적과 금전적 이득 앞에서 여러 의료기관은 반강제 . . , 

시술을 서슴지 않았다 주저하는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맡기게 하고 수술을 받은 후에야 . “

주민등록증을 내주는 식이었다” .76 때로는 완력이 동원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들어가는  . “

사람들마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수술받지 않겠노라며 ” “

병원을 나오려고 했 지만 간호원 서너 명이 양팔을 꽉 붙들고 수술실로 끌고 가는 통에 ” , “ ” …… 

강제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77 정부와 의료기관뿐만이 아니었다 기업 역시  . 

배꼽 수술 병원 확인서를 요구했다 임신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아보려는 심산이었다‘ ’ . .78 

74 복강경 수술을 활발하게 시행하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보고에 따르면 복강경  , 

수술의 기술적 완성도가 이미 일정 수준에 다다랐던 년 당시에도 피술자의 가 내부 장기의 화상 1977 2.2%

및 출혈 등을 겪었고 오심 및 구토 동통을 호소하는 이는 전체의 에 달했다 이수종 외, , 26.1% . , 

복강경불임술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물론 의학자 , , 20-8 (1977), 565 577. 「 」 『 』 –

대부분은 화상과 출혈과 같은 객관적 합병증이 아닌 동통과 같은 주관적 증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 ’ , ‘ ’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비롯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또는 진통제 정도로 . ,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경험을 정리한 논문 . 

대다수는 수술 후 동통 등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다음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장윤석. . , 

복강경불임수술의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권혁동 외 복강경 , , 17-5 (1974), 297 304; , 「 」 『 』 – 「

난관 불임수술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18-12 (1975), 971 980.    」 『 』 –

75 배병주 불임시술의의 윤리 , , 35 39 [46]. 「 」 –

76 현장 고발 복강경 수술 : , 10 12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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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졌던 이들에게 다른 선택은 가능하지 않았다. 

물론 자발적으로 수술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출산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 

기획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복강경 수술의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부작용이 . .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처음부터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수술에 앞서 , .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은 생략되곤 했다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 동의서를 . “

보여주면 마음이 변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수술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 . 

반드시 첨부해야 했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동의서를 마음대로 작성 하면 그만이었다, “ ” .79 

물론 알음알음 복강경 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기도 했다 년 . 1978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명 가운데 복강경 수술에 대한 , 2,929

부정적인 정보를 접한 이는 명에 달했다815 .80 그러나 복강경 수술이 간편하고 매우 안전한  “

방법 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상찬 앞에서 소문은 쉽게 힘을 잃었다” , .81 합병증을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년이 되어서야 인천 해님방의 주도로 비로소 공론화될 수 있었다1988 , ‘ ’ .82 

77 현장 고발 복강경 수술 함께가는여성 : 2 , , 15 (1988.11), 9.〈 〉 《 》

78 김둘순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 및 일가족 양립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방직을 중심으로 , - : K , 「 」

페미니즘 연구 , 7-2 (2007), 125 174 [143 146].『 』 – –

79 현장 고발 복강경 수술  : 2 , 9.〈 〉

80 박정순 박미령 피임방법의 부정적 정보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논집 , , , , 6 (1979), 62 80 [76]. 「 」 『 』 –

81 처방전 피임수술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 , 1978 6 21 , 5 . 〈 〉 《 》

산부인과학교실의 강신명이 쓴 것이다. 

82 해님방은 년 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활동한 여성 단체이다 홍미영 등  1986 6 . ( , 1955 ) 洪美英 –

네 명의 활동가가 운영한 공부방과 놀이방에서 시작하였다 동네 안 공중전화 설치 서명 초등학교 . ‘ DDD ’, ‘

앞길 신호등 설치를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년부터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후유증을 ’ , 1988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 간담회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학생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이 운영하던 열우물진료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조형 연구진 동암의원 이필환 신천연합의원 고경심 등과 해님방이 함께 ( , 1943 ) , , ( , 1957 ) 趙馨 ⾼敬⼼– –

진행한 실태조사는 한국 사회에 복강경 수술의 피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님방은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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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스로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을 선택한 이와 어쩔 수 없이 복강경을 

선택한 이 모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배은경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가족계획 . “

사업의 돌진성과 폭력성은 여성에게 자율성은커녕 신체적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출산 

조절을 보급했다.”83

정보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난관 불임 수술의 실적은 늘어만 갔다 년 , . 1976

건이었던 시행 건수는 년이 되어 명으로 늘어났다 한 해 만에 다섯 배가 35,719 1977 181,445 . 

넘게 늘어난 값이었다 한 번 궤도에 오른 난관 불임 수술의 증가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 건수는 년까지 꾸준히 만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년대 1981 10 , 1980

중반에는 최대 만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른 불임 기술과 비교하면 난관 불임 수술의 33 . , 

급증세는 더욱 분명했다 난관 불임 수술의 적게는 수준이던 정관 불임 수술은 말할 . 1/2, 1/7 

것도 없었고 년대 중반까지 시술 건수를 기준으로 부동의 일위였던 자궁내장치 역시 , 1970

년부터 난관 불임 수술과 엎치락뒤치락하기 시작하여 결국 년부터는 첫째 자리를 1979 , 1982

내어놓아야 했다.84 가족계획연구원은 이를 난관 수술의 붐 이라 평했다 “ ” .85 그러나 이는  

부작용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십정동 지역 주민사업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미영은 이후 인천 부평구를 , 

기점으로 시의원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을 지냈다 해님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충현, . . , 

교육과 실천 연대 활동으로 펼쳐온 주민 운동 인천 부평 빈민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엮음 마을공동체 , : , , 「 」 『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년대 민중의 마을 만들기 파주 한울: 1970 1990 ( : , 2017), 428 474 [431 446]; – 』 – –

박숙희 년 활동 정리하며 새로운 도약 꿈꾸는 인천 해님방 함께가는여성, 10 , , 107 (1996.7), 12 13. 〈 〉 《 》 –

해님방이 주도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다음에 수록되었다 실적 위주의 산아제한으로 파괴되는 모성. , 〈 〉

함께가는여성 , 26 (1989.10), 14 15.《 》 –

83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년대 출산 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 : 1960 70 ‘ ’ , 「 – 」

사회와역사 , 67 (2005), 260 299 [292].『 』 –

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부록 가족계획 사업 실적 년을  , 30 , 117 118. 2. : 1962 1989『 』 – –

참고하라.

85 이용선 조남훈 이규식 년도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 , 1977 , 8.『 』



제 장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개발과 확산 인구 조절을 위한 새로운 대안 4 : | 129

이처럼 년대 중후반 가족계획 사업은 복강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병원 1970 , . 

가족계획 사업이 시범 단계이던 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난관 불임 수술의 전망은 밝지 1970 , 

않았다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를 대신하기에 개복 수술은 지나치게 위험하고 고가였다. , . 

상황은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달라졌다 예전보다 난관 불임 수술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 

이에 비례하여 수술비 역시 낮아졌다 새로운 피임법에 기대를 건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 제 차 . 4

개년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에 예산을 집중했다 복강경 수술은 사실상 5 , . 

유일한 무료 피임법이 되었고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 역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새로운 기술의 확산에는 여성의 희생이 뒤따랐다 정부는 또 한 번 . . 

강압적인 목표량 제도를 시행하였고 의사들 역시 복강경 수술이 가져다주는 금전적 이익 , 

앞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고려를 내팽개쳤다 이와 같은 돌진적 보급의 결과 난관 불임 . ‘ ’ , 

수술은 불과 년 만에 도시 중산층에 국한된 특수한 피임 기술에서 대다수를 향한 보편적 피임 6

기술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소결4.6. 

복강경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조절이라는 국제 정치적 기획을 위하여 개량되고 보급되었다.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 정관 불임 수술이 저마다의 이유로 한계를 노출하는 가운데 일군의 , , 

산부인과 의사는 복강경이라는 오래된 기술에 주목했다 복강경을 이용한다면 작은 . 

절개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기에 개복 수술과 달리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도 또 병원 재원 , 

시간이 길지도 않으리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했다. 

하나는 복강경의 안전성이었다 세기 초에 개발된 복강경은 반세기 가까이 진단 목적으로만 . 20

사용되던 도구였다 스텝토가 복강경 수술의 가능성을 현실에 구현하고 윌리스가 이를 다시 . 

증명해 보였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복강경이 수술과 같은 침습적 처치에 사용되기에 , 

지나치게 위험한 도구라 주장했다 실제로 그러했다 스텝토가 사용하던 방식은 화상의 . .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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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전성의 미비는 확산을 가로막는 중대한 결함이었다, .

복강경 수술의 복잡성과 낮은 경제성 역시 문제였다 스텝토가 사용하던 방식은 분명 개복 . 

수술에 비해서는 간단했지만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확산하기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고가였다, .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에 개복 수술과 마찬가지로 며칠의 입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 

비용이 발생하는 탓이었다 복강경 기구 역시 값비싼 부품이 많아 구매와 관리가 까다로웠다. . 

난관 불임 수술이 지속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대안 기술로 

요청되었음을 고려할 때 비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다, .

낮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한계 앞에서 국제개발처로 대표되는 정부 기관과 포드 재단과 , 

같은 민간 재단 그리고 윌리스를 비롯한 여러 엘리트 의학자가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 . 

그리고 몇 년의 개량을 통해 복강경은 가볍고 관리가 용이하며 안전한 형태로 개량될 수 , 

있었다 세기 초반부터 존재하던 복강경이라는 오래된 기술은 인구 조절이라는 맥락에 . 20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대규모 인구 조절 사업에 적합한 도구로 거듭날 수 있었다, .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맞게 개량된 복강경은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이전되었다 재생산에 관련된 기초 이론이 , . 

교수되었고 이론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임상 교육 과정에 돌입하여 복강경 수술을 참관하고 , 

집도하였다 모든 과정을 거친 이들은 복강경 기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한국에서는 . . 

장윤석과 강신명 곽현모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많은 수의 산부인과 의사가 교육에 , , 

참여하였다.

한국으로 이전된 복강경은 가족계획 사업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급격하게 보급되었다 정부는 . 

지속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보급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복강경 난관 , 

불임 수술의 확산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였다 산부인과 의사 역시 복강경 수술에 열심이었다. . 

복강경의 도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난관 불임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산부인과 , 

의사는 복강경 수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은 수많은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다‘ ’ . 

제아무리 안전한 수술이라고 해도 환자가 아닌 목표량이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유증은 ,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수술을 강요받았던 이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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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피해자였다 이렇게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다시 한번 부작용으로 얼룩졌다 하나 . . 

복강경의 독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년대 후반 존스홉킨스대학교는 복강경을 대신할 . 1970 , 

새로운 기술에 눈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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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복강경과 미니랩의 경쟁 선진국의 기술과 적정성의 5 . : 

역전

도입5.1. 

윌리스를 비롯한 여러 의학자가 복강경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개량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유는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 . 

지적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어도 보급이 가능할 만큼 가격이 ,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작의 난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의사가 아니어도 . . 

복강경을 다룰 수 있다는 윌리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 

한계에도 복강경은 난관 불임 수술의 수단으로 부상하여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적어도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이 안전하고. , 

저렴하며 쉽기 때문이었다, .

년대 후반이 되면서 복강경의 아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1970 , . 

또 다른 방법인 최소개복술 이른바 미니랩 이 부상하면서였다 본론에서 , ‘ ’(mini-laparotomy) . 

후술하겠지만 미니랩은 복부를 작게 절개하고 그 틈으로 난관을 절제하거나 소작하는 수술 , 

기법이었다 이는 하나의 혁신이었다 부분 마취하에 외래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 . 

복강경의 모든 장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복강경과 달리 값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 

수술 방법 역시 직관적이라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었다 미니랩은 수술의 . 

기본을 익힌 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 집도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 .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압도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면서 복강경 보급을 주도하던 , 

존스홉킨스대학교는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복강경 사업을 접고 미니랩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하려고 했다 복강경 보급 사업을 지원하던 국제개발처 역시 재정 소모가 적은 . 

미니랩에서 또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니랩의 보급에 집중하고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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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처와 존스홉킨스대학교는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하여 방글라데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미니랩은 태국과 인도 등을 기점으로 , . 

빠르게 확산하였다.

한국은 어떠했을까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이리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 . , 

미니랩은 복강경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 건수는 . 

기껏해야 복강경 수술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산부인과 1/5 . 

의사의 욕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복강경과 미니랩이 어떠한 . 

의미였는지 알아야만 미니랩을 거부하고 복강경을 택한 연유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 . 

먼저 미니랩이라는 기술이 어떠한 맥락에서 개발되고 재조명되었는지 살핀다 그런 다음 . 

한국에서 미니랩이 확산하지 못한 이유를 조망하고 전체 논의를 정리한다, .

대안 기술의 등장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의 개발5.2. :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향한 여전한 우려5.2.1. 

복강경의 위험성과 비적정성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불임 수술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유는 , . 

다양했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었다 위스콘신대학교 의과대학의 허버트 샌드마이어. . (Herbert 

는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난관을 소작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F. Sandmire, 1929 2018) “–

많이 나고 렌즈에 김이 서리며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나 전기 장치에 결함이 생기기 쉽고, , , 

이산화탄소에 의해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기관 삽관이 필요하고 복원이 힘들 , , 

수도 또 불규칙과다월경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인배 등이 개발한 팔로프 고리와 같은 기술에 ( , 1936 2014) ‘ ’尹仁培 –

의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난관 출혈의 빈도나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여전하고 , “

고리에 의한 동통이 문제 라 지적하기도 했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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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도 있었다 많은 이들은 기술적인 한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복강경이 과연 . ,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산부인과 의사로 미국 국제개발처 . 

인구국에서 근무하던 조지프 스파이델 이 대표적이었다 그가 보기에 (J. Joseph Speidel) . 

복강경은 복잡하고 쉽게 고장 나며 비싼 장치 였고 그런 탓에 개발도상국의 환경에는 “ , , ” , 

적합하지 않았다.2 복강경 수술의 난도 역시 논란이었다 복강경을 옹호하던 이들은 보통의  . 

의료인 특히 의사가 아닌 의료인도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지만 모두가 ,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개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간단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 , 

또는 그 이상으로 배울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복강경 자체의 조작도 어렵거니와 배에 . , 

기체를 넣는 기복 장치 각종 장치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력 장치 등의 설정도 매우 ( ) , 氣腹

까다로웠다.3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인구국 국장을 맡던 라이머트 레이븐홀트 는 복강경 수술로 세계 (Reimert T. Ravenholt)

인구를 조절하려면 만 명의 윌리스 가 필요하다고 비꼬았다“50 ” .4

복강경을 향한 우려 속에 기술적인 논의와 기술적이지 않은 논의가 혼재되어 있었음에 

주목하자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둘러싼 논의는 의학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앞서 . . 

살핀 바와 같이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은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냉전의 맥락 , 

속에서 재조명된 기술이었다 그러하기에 제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활용하기 힘들다면 쓸모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없었다 임상의사로서 . 

1 Herbert F. Sandmire, “Minilaparotomy Tubal Steri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31 (1978), 453 459 [454, 456].–

2 J. Joseph Speidel, “The Future of Female Steriliz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4 (1976), 17 23 [17].–

3 Jordan Phillips and Louis Keith, “The Evolution of Laparoscopic Steri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4-1 (1976), 59 64 [60].–

4 Reimert T. Ravenholt, “Overview of the Offices of Population, A.I.D., on Sterilization”, Female 

Sterilization: Prognosis for Simplified Outpatient Procedures, eds. by Gordon W. Duncan, 

Richard D. Falb, and J. Joseph Speidel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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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학적 효과에 집중하던 샌드마이어와 달리 국제개발처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다루던 , 

스파이델과 레이븐홀트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이한 환경 에 주의를 기울인 까닭이었다“ ” .5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선진국의 병원에서야 의학적 효과만을 따지면 충분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의 운용 가능성 자체를 고민해야 했다.

복강경 개량 시도와 한계

물론 복강경을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맞게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장에서 살핀 . 4

바와 같이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클리퍼드 윌리스, (Clifford R. 

를 비롯한 여러 의학자는 복강경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Wheeless Jr., 1938 ) , –

다양한 대안을 내어놓았다 고가에다 관리가 쉽지 않은 렌즈 장치는 간단한 소아용 . 

구불창자내시경으로 대체되었고 부피가 큰 기복 장치와 전력 공급 장치 역시 이송이 , 

용이하도록 소형화되었다 또한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단극 겸자 전기 소작 방식은 전기의 . , 

흐름을 최소화하는 자납식 소작 양극 겸자 내응고 등의 방식이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클립, , , , 

링 등의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복강경을 아무리 간단하고 안전하게 만든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비용 .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윌리스가 전체 기구의 가격을 수준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줄이고 . 1/10 , 

줄인 달러의 비용이 버거운 국가도 적지 않았다 결국 대안은 복강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400 . 

기술이었다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피임 . 

효과를 가져다주면서도 긴 훈련과 값비싼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모든 문제를 , ,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5 Speidel, “The Future of Female Sterilization Technology”, 17 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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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의 개발과 부상5.2.2.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의 개발

답은 최소개복술 이른바 미니랩이었다 미니랩 수술은 복부를 절개하여 난관을 잘라 묶는다는 , ‘ ’ . 

점에서 기본적으로 개복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는 절개의 정도였다, . . 

최소개복술이라는 말에서도 보이듯 미니랩은 그림 과 같이 복부 치골 상부에 에서 5-1 2cm

의 작은 절개창을 내고 그 틈으로 난관을 꺼내어 조작하는 수술이었다 크게 절제하지 3cm , . 

않기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랐으며 따라서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개복 난관 불임 수술과 , 

달리 단기간의 입원 또는 외래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림 에서 보이듯 . 5-2

복강경 수술과 달리 복잡하고 값비싼 기계가 필요하지 않고 수술법이 직관적인 덕에 훈련에 ,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더욱더 적합한 기술이었다, .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을 처음 소개한 이는 일본의 우치다 하지메 였다( , 1921 1996) . 內⽥⼀ –

우치다 하지메는 이시카와현 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 )⽯川県

교토대학을 졸업하였고 이후 산부인과학을 전공하여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 .6 당시 일본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이 한창이었다 년 후생성 인구문제심의회에서 인구의 양적 조절에 관한 . 1954 「

6 Thomas F. Baskett, Eponyms and Names in Obstetrics and Gynaecology, 3rd ed. (Cambridge: 

우치다의 아들 역시 산부인과학을 전공하여 같은 병원을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33 434. –

운영하고 있다.

그림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5-1. .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Female Sterilization by Mini-Laparotomy”, Population Reports, Series C, Number 5 (November, 

1974), 53 5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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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에 필요한 도구 일람 대부분 산부인과 의사라면 갖추고 있는 도구이다5-2. . . J. 

Joseph Speidel and Margaret F. McCann, Mini-Laparotomy: A Fertility Control Technology of 

Increasing Importance (Miami, FL: International Fertility Research Program, 1976), “Voluntary 
Surgical Contraception (VSC) Guidelines Prepared by the VSC Task Force, Office of Population, 

AID”, Figure 1. Medical Kit Eight ‘Mini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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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발표하고 이듬해 도쿄에서 제 회 국제가족계획회의, 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

를 주최한 이래 냉전 질서와 결합한 신맬서스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Planned Parenthood) , 

결과였다.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산부인과 의사는 피임 기술의 연구에 나섰고 우치다  , 

하지메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에 자신감을 얻은 우치다 하지메는 년 . 196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 회 세계산부인과학회3 (World Congress of Obstetrics and 

에 참석하여 이른바 우치다 술식을 발표하였다Gynecology) , ‘ ’ .8

우치다의 발표 이후 개발도상국의 여러 의사가 미니랩을 수용하고 개선하였다 한국에서는 , . 

서울적십자병원 산부인과의 배병주 가 대표적이었다 배병주는 일본의 ( , 1922 2013) . 裵炳胄 –

연구를 접하고 년부터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1966 , 

두 가지를 개선하였다 하나는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이었다. . 

장점은 분명했다 하루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전신 마취와 달리 국소 마취는 입원할 필요가. , “ [ ] 

없이 시간 안와 하여 휴식을 취하고 불안감 현훈 토기 등이 가라앉고 맥박 호흡4 5 ( ) , , , , , 安臥–

체온 혈압에 이상이 없고 출혈이 없 다면 곧바로 퇴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9 대규모로  

시행해야 하는 가족계획 사업에 적합한 특성이었다.

또 하나는 자궁거상기 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우치다 술식은 자궁 경부를 통해 ( ) . ⼦宮擧上器

7 일본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자리 잡고 실행되는 국제 국내 정치적 맥락은 다음을 참고하라 후지메 유키 , . , 

성의 역사학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김경자 윤경원 옮김 서울 삼인: , , ( : , 2004), 323 360. 『 』 –

인구 담론이 유입되는 전후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ya Homei, “The Science of 

Population and Birth Control in Post-War Jap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the 

Modern Japanese Empire, eds. by David G. Wittner and Philip C. Brown (New York: Routledge, 

2016), 227 243.–

8 John L. Powell, “The Uchida Sterilization Techniques: Hajime Uchida, MD (1921 1996)”, –

Journal of Pelvic Surgery, 7-3 (2001), 128 129; Hajime Uchida, “Uchida’s Abdominal Sterilization –

Technique”, Proceedings: Third World Congress on Obstetrics and Gynecology (Vienna: Wiener 

Medizinische Akademie für Artzleiche Fortbildung, 1961), 26.

9 배병주 난관수술 대한의학협회지 , Mini-Laparotomy , , 20-3 (1977), 196 201 [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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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레트 를 삽입하여 자궁을 고정한 뒤 절개창으로 작은 갈고리를 넣어 난관을 밖으로 (curette) , 

꺼내고 그런 다음 난관을 잘라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갈고리를 넣어 , . 

난관을 꺼내는 두 번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병주는 이를 해결하기 . 

위해 그림 와 같이 자궁 경부에 끝이 구부러진 막대를 삽입하여 자궁을 들어 올림으로써 5-3

난관을 복벽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배 씨 자궁거상기를 이용한다면 구태여 . ‘ ’ , 

난관을 복부 깊은 곳에서 꺼낼 필요가 없었다 배병주는 이러한 방법을 명의 환자에게 . 25

시험해보았고 이후에도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난관 불임 수술을 집도하였다, .10 배병주  

이외에도 미국의 월터 선더스 와 로버트 먼식(Walter G. Saunders) (Robert A. Munsick), 

프랭크 스텁스 등이 미니랩을 연구하였으나 전신 마취를 하는 등 배병주의 (Frank Stubbs) , 

방식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1

10 배병주 복식소절개난관불임술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 , 18-5 (1975), 307 319.「 」 『 』 –

11 Walter G. Saunders and Robert A. Munsick, “Nonpuerperal Female Steriliza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40-3 (1972), 443 446;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

University, “Female Sterilization by Mini-Laparotomy”, Population Reports, Series C, Number 5 

(November, 1974), 53 59 [54].–

그림 자궁거상기5-3. .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Female 

Sterilization by Mini-Laparotomy”, Population Reports, Series C, Number 5 (November, 1974), 
53 5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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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의 관심과 미니랩의 부상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기술인 미니랩이 서구 사회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태국 

마히돌대학교 라마티보디병원에서 근무하는 비툰 오사타논즈 의 (Vitoon Osathanondh)

연구였다 기실 오사타논즈의 연구는 수술 방법이나 연구 설계 면에서 별반 새로운 점이 . 

없었다 먼저 수술의 술기 면에서 오사타논즈의 방법은 우치다 술식과 거의 같았다 유일한 . . 

차이는 자궁거상기를 사용하여 난관을 절개 부위 근처로 들어 올리는지 여부 정도였고, 

복강경을 사용하지 않고 복부에 작은 절개창을 내어 난관을 직접 잘라 묶는다는 핵심은 온전히 

동일했다 이는 우치다 이후 발표된 모든 미니랩 시술이 공유하는 바였다 게다가 자궁 거상기 . . 

역시 오사타논즈에 앞서 배병주가 먼저 시도한 방식이었다 오사타논즈가 내어놓은 수술법은 . 

사실상 이전의 방법과 다르지 않았고 그 자신도 미니랩 난관 절제술은 온전히 새로운 방법이 , “

아니 며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방법이라 이야기할 정도였다” , “ ” .12

오사타논즈가 도입한 가장 큰 변화인 국소 마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전신 또는 . “

부위 마취하에 진행되던 큰 수술이었던 난관 불임 수술 을 국소 마취로 가능한 작은 시술로 ”

개량하였다고 썼다.13 일본의 우치다나 미국 연구자의 방법과 비교한다면 틀리지 않은  

말이었다 그들은 전신 마취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병주를 셈에 . . 

넣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기한 바 배병주는 오사타논즈 이전부터 국소 마취로 미니랩을 . ,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연구 설계 또한 큰 의미는 없었다 오사타논즈는 명의 . . 300

임상례를 정리하여 발표했지만 우치다는 이미 명이 넘는 임상례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20,000 .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던 태국의 연구가 서구의 이목을 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언어였다 오사타논즈는 영어로 글을 썼고 피임 과 . . , (Contraception)『 』

같은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직접 게재하였다 우치다와 배병주는 아니었다 이들은 . . 

12 Vitoon Osathanondh, “Suprapubic Mini-laparotomy, Uterine Elevation Technique: Simple, 

Inexpensive, and Out-Patient Procedure for Interval Female Sterilization”, Contraception, 10-3 

(1974), 251 262 [260].–

13 Osathanondh, “Suprapubic Mini-laparotomy, Uterine Elevation Technique”, 251 26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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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와 한국어로 글을 썼다 배병주는 년부터 국소 마취 하에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을 . 1966

시행하였지만 영어는 커녕 한국어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년 오사타논즈의 연구가 , . 1974

발표된 이후 뒤늦게 논문을 발표하여 자신이 오사타논즈에 앞서 자궁거상기를 사용했다고 , 

주장했을 뿐이었다 그는 년에 복식소절개난관불임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 1975 「 」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에 논문을 게재하고 년에는 멕시코에서 열린 제 회 , 1976 8『 』

세계산부인과학회에 참가하여 이른바 배병주 술식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독창성을 ‘ ’ . 

인정해주는 이는 없었다.14

우치다 또한 그러했다 물론 그는 년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 1961

뉴욕 자카르타 등을 돌며 여러 차례 자신의 방법을 발표한 바 있었지만 논문으로 경험을 , , 

정리하지는 않았다 그런 탓에 우치다는 오사타논즈의 연구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 

이후 전사 내지 기원으로서 정리되거나 때로는 무시될 따름이었다, ( ) .前史 15 배병주와  

마찬가지로 우치다는 오사타논즈의 글이 발표된 이듬해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미국산부인과학회지 에 글을 투고했으나(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 』

이는 고유한 연구를 의미하는 원저 논문 이 아니라 임상 경험을 소개하는 ‘ ’(original article)

임상 의견 으로 분류되었다‘ ’(clinical opinion) .16 영어를 쓰는 서구인의 기준에서 미니랩은  

14 배병주 복식소절개난관불임술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 , 18-5 (1975), 307 319; Byoung Choo, Bai, 「 」 『 』 –

“Tubal Sterilization via Minilaparotomy Using a Newly Designed Uterine Elevator”, 

Abstracts: Eighth World Congres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Mexico City, 1976), no. 482. 

이는 아무도 배병주의 발표문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배병주는 미니랩 발전 과정에서의 .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자궁거상기의 실용신안제 호 년 월 일과 의장제 호 년 , ‘ ’ ( 12740 , 1976 1 8 ) ( 21280 , 1977

월 일을 등록하였다 배병주의 회갑을 기념하여 발행된 논문 모음집 앞면에는 실용신안등록증과 10 25 ) . 

의장등록증의 실물이 인쇄되어 있다 자궁거상기 발명에 대한 배병주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일면이다. . 

배병주 한천배병주박사회갑기념연구논총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산부인과동문회, ( : , 1982).『 』 

15 이를테면 스파이델이 정리한 미니랩의 역사에서 우치다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  J. Joseph Speidel 

and Margaret F. McCann, Mini-Laparotomy: A Fertility Control Technology of Increasing 

Importance (Miami, FL: International Fertility Research Program, 1976), 5 6.–

16 Hajime Uchida, “Uchida Tubal Steri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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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도 배병주도 아닌 오사타논즈의 기술이었다, .

오사타논즈의 연구에 서구의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이유는 논문이 발표된 시점이었다. 

배병주와 우치다는 아니었지만 오사타논즈의 발표 이전에도 소규모 임상 연구일지언정 영어로 , 

발표된 논문이 없지는 않았다 상기한 선더스와 먼식과 같은 이들의 연구가 대표적이었다. . 

그러나 이들 연구가 발표될 무렵은 복강경을 향한 기대가 팽배할 때였다 복강경이 개복 난관 . 

불임 수술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서구의 여러 연구자는 복강경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 

복강경을 단순하고 저렴하게 개선하는 방식을 모색했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고장이 . 

잦은 렌즈 장치를 빼고 소아용 구불창자내시경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강경의 단점인 , 

복잡성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17

오사타논즈의 연구가 발표된 시점은 달랐다 복강경의 보급이 개시되며 적지 않은 단점이 . 

드러나면서 복강경을 향한 열기는 가라앉고 어느덧 회의론이 힘을 얻고 있었다 오사타논즈는 , . 

이러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년에 발표한 논문의 서문에서 그는 저개발된 국가. 1974 “ , 

특히 농촌 지역의 상황 에 맞는 방법 즉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썼다” , “ ” . 

함의는 분명했다 태국의 상황에는 복강경이 아닌 미니랩이 적합하다는 주장이었다 몇 . . 

페이지에 걸쳐 미니랩의 적정성을 설명한 뒤 그는 복강경 불임 수술이 열대 국가의 환경에 , “

맞게 크게 간소화되었으나 장치의 가격과 복잡성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 탓에 한계가 , …… 

있다 고 썼다” .18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복강경 교육을 총괄했던 하워드 존스 (Howard W. 

역시도 복강경 난관 결찰보다 오사타논즈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 고 Jones Jr., 1910 2015) “ ”–

쓸 정도였다.19

121-2 (1975), 153 158.–

17 Clifford R. Wheeless Jr., “An Inexpensive Laparoscopy System for Female Steri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23-7 (1975), 727 733.–

18 Osathanondh, “Suprapubic Mini-laparotomy, Uterine Elevation Technique”, 251 262 [252, –

261].

19 Vitoon Osathanondh, “Suprapubic Mini-laparotomy, Uterine Elevation Technique: Simple, 

Inexpensive, and Out-Patient Procedure for Interval Female Sterilization”, Obstetr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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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니랩이라는 복강경의 대안은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개발되고 발전하였지만 서구 , 

사회가 원하는 시점에 그리고 서구 사회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력한 

방법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우치다와 배병주는 일찍이 간편하고도 수술적 침습이 적고 . “

부작용이 적은 저렴한 난관불임술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미니랩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고 ” ,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서구 사회의 연결망에 닿지 못했고 결국 존재를 인정받지 . , 

못하였다.20 당시 서구 학계는 대안 기술이 아닌 복강경의 개선 가능성에 몰두하고 있었고 ,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반면 오사타논즈는 서구 사회에서 . 

복강경을 향한 우려가 깊어지던 시점에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그로써 , 

미니랩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비롯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선진국의 기준을 . 

만족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고안되어 , 

실행되던 유력한 대안이 서구인의 눈에 든 이후에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였다.21

Gynecological Survey 이 글은 , 30-5 (1975), 319 321 [321, comment by Howard W. Jones]. –

피임 에 실린 오사타논즈의 논문을 두 쪽 분량으로 짤막하게 요약하고 여기에 편집자 하워드 존스의 , 『 』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20 배병주 복식소절개난관불임술 , , 307 319 [308].「 」 –

21 더 큰 아이러니는 한국의 엘리트 산부인과 의학자 역시 배병주의 연구를 연구사에서 누락하곤 했다는  

점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김승욱 이 발표한  복강경 및 미니랩에 . ( , 1930 ) ‘ ’⾦勝煜 – 「

의한 불임술의 비교가 대표적이었다 글의 서두에서 김승욱은 복강경과 미니랩의 개발사를 간단히 . 」

정리하는데 여기에 배병주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산부인과학계 역시 배병주가 아닌 , . 

서구 학계를 통해 비로소 미니랩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김승욱 복강경 및 미니랩에 의한 . , ‘ ’「

불임술의 비교 이용선 조남훈 이규식 년도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1977 ( : , 1977), 」 『 』 

103 118 [103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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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5.2.3. 

미니랩이라는 대안

하워드 존스의 긍정적인 평가에서도 보이듯 서구 사회는 미니랩이 복강경을 대신할 유력한 , 

대안이라 판단하였다 미니랩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하던 시기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는 . ,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이 계속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JHPIEGO) . 

맡은 이들은 또 다른 방법의 부상을 목도하며 앞으로의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복강경 , “

훈련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 고 썼다 복강경 교육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 “ , 

복강경 훈련과 제공 사업을 줄이고 미니랩 사업을 강화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 이라는 ”

판단이었다.22

이는 또 하나의 대안이었다 주지하듯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은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 

비용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었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영구적인 방법이 . 

아니었던 탓에 지속해서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다시 복강경의 차례였다. . 

영구 불임 기술이기에 장비를 마련하는 초기 단계에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에는 별다른 투자가 

필요치 않았지만 문제는 초기 비용이 적지 않다는 데 있었다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 . 

프로그램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비 구매에만 만 달러의 예산을 1975 7 1 1976 6 30 120

할당했다.23 미니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자궁거상기 정도만 사면 될 일이었다 , .

22 Michael S. Burnhill and Thomas S. Moulding, Evaluation of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Hohns Hopkins PIEGO (Washington, DC: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76), 24.

23 JHPIEGO,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Part 1 (Baltimore, MD: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1975), Section II,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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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실행과 미니랩의 확산

미국 국제개발처와 존스홉킨스대학교는 먼저 방글라데시에서 미니랩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던 존스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콜린 맥코드. (Colin 

가 자문을 맡았고 수도 다카에 있는 일차 의료 기관인 고노샤스타야 McCord) , 

켄드라 에서 불임 수술을 원하는 명을 대상으로 미니랩 난관 불임 (Gonoshasthaya Kendra) 600

수술을 시행하였다.24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수술의 효과도 분명했다 . , . 

복강경 사용이 불가능한 기초적인 설비만 있는 환경에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난관 “ ”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시금 증명되었다.25

더 나아가 방글라데시의 사례는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의료 인력 역시 , , 

미니랩을 집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문을 맡은 콜린 맥코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 

알맞은 의료를 연구하고 실천하던 이였고 그러하기에 의사 외의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 

탐색하는 데에도 열심이었다.26 고노샤스타야 켄드라에서의 시범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 

24 콜린 맥코드는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보건과 영양 가족계획을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 , 

활동의 일환으로 미니랩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Colin McCord, “Integration of Health, Nutrition, and 

Family Planning: The Companiganj Project in Bangladesh”, Food Research Institute Studies, 

16-2 (1977), 91 105.–

25 Susanne Chowdhury and Zafrullah Chowdhury, “Tubectomy by Paraprofessional Surgeons 

in Rural Bangladesh”, Lancet, 2-7935 (1975), 567 569 [568].–

26 콜린 맥코드에게 기술의 활용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 그 이상 을 의미했다 그것은 기술의 힘과  “ , ” . “

사회의 요구를 모두 이해하는 이들이 기술을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 도입한 기술을 ,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일 을 포괄했다, ” . Colin McCord, “Medical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Useful, Useless, or Harmful?”,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31-12 (1978), 

따라서 의사가 아닌 의료 인력을 향한 관심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를테면 그는 소아 2301 2313 [2311]. . –

설사와 폐렴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 등의 인력을 의사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해보기도 했다. Colin 

McCord, “A Successful Programme for Medical Auxiliaries Treating Childhood Diarrhoea and 

Pneumonia”, Tropical Doctor, 8 (1978), 2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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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개월 이상 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명의 인원이 모집되었고 이들은 주 정도의 6 14 , 6

훈련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명의 대상자 가운데 명이 이들에게 . 600 366

할당되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고노샤스타야 켄드라의 설립자이자 공중보건 활동가였던 . . 

자프룰라 차우두리 는 저명한 의학 학술지 란셋 에 (Zafrullah Chowdhury, 1941 ) (Lancet)– 『 』

투고한 논문에서 이들이 오히려 의사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썼다, .27

의사가 아니더라도 미니랩을 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장점이었다 인건비의 절감은 . 

물론이거니와 가족계획 사업의 수행을 다시 여성에게 돌려줌으로써 난관 불임 수술을 향한 , 

불안과 불신을 낮추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자프룰라 . 

차우두리는 여성 비의사 의료인이 사업의 대상자와 같은 지방에서 자란 덕에 공통의 관습과 “ [ ] 

문화에 모두 익숙 하며 따라서 여러 주민과 서양의학 사이에 놓인 믿음의 틈을 적절히 메울 ” , “

수 있다 고 평했다” .28 다시 말해 미니랩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남성 의사가 집도하고 여성 환자가 수술받는다는 젠더 구도를 타개함으로써 수용률을 ,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방글라데시의 시범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니랩은 빠르게 확산하였다 년 , . 1979

태국에서는 줄랑롱곤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활용한 미니랩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명의 간호사가 건이 넘는 미니랩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였고 인도 9 1,000 , 

킬파욱의과대학에서는 자궁거상기 없이 미니랩을 집도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비의사 의료인을 , 

포함한 의료진 여럿이 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보기도 했다500 .29 앞서 복강경에  

27 Chowdhury and Chowdhury, “Tubectomy by Paraprofessional Surgeons in Rural 

Bangladesh”, 567 569.–

28 Chowdhury and Chowdhury, “Tubectomy by Paraprofessional Surgeons in Rural 

Bangladesh”, 567 569 [569].–

29 Allan Rosenfield et al., “Thailand’s Family Planning Program: An Asian Success Story”,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8-2 (1982), 43 51; Bhuvaraghan Palaniappan, “A –

New Technique for Minilaparotomy”,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7 

태국에서는 간호사에게 미니랩 수술을 맡기는 한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1979), 260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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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평을 쏟아냈던 샌드마이어와 같은 이들은 복강경과 미니랩을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두 방법의 효과에 차이가 없음을 보이기도 했다.30 미니랩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었다 수많은  . 

자료가 미니랩이 복강경을 대신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니랩은 . 

어떠했을까 예상과 달리 미니랩은 복강경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

복강경의 승리 선진국을 향한 선망5.3. : 

미니랩 보급의 실패5.3.1. 

미니랩이 복강경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를 중심으로 , 

미니랩의 확산을 시도했다 문제의식은 동일했다 고가의 복강경 장비를 전국의 시술의사 . . “

이용하여 정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시험을 위해 줄랑롱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 . 

명이 우선 선발되었고 이들은 비뇨기과 교수의 참관하에 건의 수술을 집도한 다음 현장에 10 , 20

투입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고노샤스타야 켄드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학생은 오히려 . , 

의사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Nikorn Dusitsin, “Paramedic Training in Thailand”, Voluntary 

Sterilization: A Decade of Achievement,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untary Sterilization, eds. by Marilyn E. Schima and Ira Lubell (New York: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1980), 119 120.–

30 비슷한 연구는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Sandmire, “Minilaparotomy Tubal Sterilization”, 453 459. . –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A. T. Letchworth, et al., “Laparoscopy or Minilaparotomy for 

Sterilization of Women”, Obstetrics and Gynecology, 56-1 (1980), 119 121; Stephen D. Mumford, –

et al., “Laparoscopic and Minilaparotomy Female Sterilization Compared in 15,167 Cases”, 

Lancet, 316-8203 (1980), 1066 1070; World Health Organization, Task Force on Female –

Sterilization, Special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Research Training in Human 

Reproduction, “Minilaparotomy or Laparoscopy for Sterilization: A Multicenter, Multinational 

Randomized Stud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43 (1982), 645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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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가 구입하여 불임 시술을 실시토록 하는 것은 커다란 어려움이 있 기에 지방의 의사를 ” , “

대상으로 고가의 장비가 없이도 시술이 가능한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 

이유였다.31 년부터 미니랩 훈련 사업이 개시되어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1977 , ,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교육이 진행되었고 년부터는 국제불임시술협회의 지원으로 사업이 , 1978

확대되기도 했다 이전부터 미니랩을 연구하고 집도하던 배병주와 복강경의 대가로서 미국에서 . 

미니랩 수술을 새로 배워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곽현모( , 郭顯模

등이 여러 대학병원의 교원과 개원의에게 수술법을 교육하고 이들이 다시 교관이 1926 2014) , –

되어 희망자를 훈련하는 익숙한 방식이었다.32

그러나 미니랩의 등장에도 복강경의 확산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처음부터 미니랩은 . 

복강경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미니랩 수술이 시작된 년에는 전국에서 난관 불임 수술이 . 1977

모두 건 시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였고 미니랩 수술은 181,445 , 81.3%

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심해졌다 년에 18.2% . . 1978

시행된 난관 불임 수술 건 가운데 복강경 수술과 미니랩 수술은 각각 와 193,398 89.3%

였고 년에는 균형이 더 기울어져 복강경이 미니랩이 에 해당했다10.4% , 1979 92.3%, 7.4% .33 

전체 난관 불임 수술에서 복강경 이용 난관소작술과 윤인배 박사가 고안한 이 “ Yoon’s Ring

주류를 이루었고 일부 시설이 미비한 기관에서 배 씨 미니랩 술식이 이용 되는 형국이었다, ” .34 

복잡한 장비도 긴 훈련도 필요하지 않은 미니랩 수술이 고가의 장비와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31 배병주 외 엮음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서울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및  , (1975 1994) ( : 『 – 』 

논문간행추진위원회, 1998), 143.

32 곽현모 날으는 교수팀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 , 30 ( : , 1991), 352 355 「 」 『 』 –

배병주 외 엮음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354]; , (1975 1994) , 143 157.『 – 』 –

33 박찬무 황영환 우리나라 여성불임시술에 관한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 , , 23-7 (1980), 591 597 「 」 『 』 –

복강경과 미니랩 외에도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된 난관 불임 수술이 년부터 년까지 매년 [593]. ‘ ’ 1977 1979

존재하는데 이는 분만이나 제왕절개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된 개복 난관 0.5%, 0.3%, 0.3% , 

불임 수술로 추정된다.

34 배병주 외 엮음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 (1975 1994)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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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을 대체하지 못한 적정성의 역전이었다, .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기술5.3.2. 

선진국을 향한 선망

미니랩의 도입이 복강경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미니랩이 . 

복강경보다 늦게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복강경과 미니랩의 시차 가 없었다면 두 기술이 . ( ) , 時差

경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미니랩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부상한 이후. , 

존스홉킨스대학교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이들은 복강경을 향한 기대를 

거두었다 장비 구매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탓에 개발도상국에 적절하지 않았기 . 

때문이다 이는 미니랩이 먼저 보급되었다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복강경 기술이 . 

이전되지 않았을 것을 다시 말해 경쟁 자체가 없었을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사태의 , . 

전모를 해명해주지는 않는다 미니랩 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하여 별다른 훈련과 장비가 필요 . 

없는 방식이었고 그러하기에 복강경 수술에서 미니랩 수술로의 전환은 의지만 있다면 ,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미니랩이 복강경을 추월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미니랩의 적정성이 이렇다 할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서구의 여러 의학자는 피임 기술에 지리적 의미를 덧붙이곤 . 

했다 복강경이 등장하며 개복 난관 불임 수술과 복강경 수술은 각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 

기술이 되었고 이는 미니랩의 도입과 함께 선진국의 복강경과 개발도상국의 미니랩이라는 , 

구도로 다시 정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통계 자료에서도 . . 

보이듯 한국에는 이미 한 해에 만 건의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 20

있었다 당장 미니랩의 보급이 본격화된 년만 하더라도 최소 개 병의원에서 복강경 . 1977 , 232

수술이 가능했다.35 복강경 수술이 난관 불임 수술의 장벽을 낮춘 결과였다 복강경 수술의  . 

35 조남훈 이규식 년도 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정부가 시술을  , , 1977 ( : , 1978), 13. 『 』 

지정한 의료기관만을 따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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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 가까운 그러하기에 굳이 미니랩 , 

수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국가였다.

더 나아가 미니랩의 적정성은 오히려 도입을 가로막는 단점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의 여러 , . 

엘리트 의학자는 대개 유학이나 연수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의료를 경험한 

이들이었다 핵심은 미국중화의학기금회 와 . ( , China Medical Board)美國中華醫學基⾦會

미네소타 프로젝트 였다 미국중화의학기금회는 말 그대로 록펠러재단이 (Minnesota Project) . 

중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 이후 동아시아권 전역으로 . 

사업이 확장되었고 한국 역시 년부터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세브란스의과대학과 , 195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보건대학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 , , 

등이 미국중화의학기금회의 지원을 받았다.36 한편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  

대외활동본부 와의 계약으로 미네소타대학교가 시행한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교육 원조 사업으로 본디 미국중화의학기금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러 대학을 지원할 ,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년부터 년까지 서울대학교에 한정되어 실시되었다, 1954 1962 .37

이들 사업은 한국의 엘리트 의학자가 외국의 의료 및 의학 교육 체계를 경험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동하였다 세브란스의과대학 한곳에서만 년부터 년까지 . 1956 1974

미국중화의학기금회로부터 인당 적게는 달러 많게는 달러까지 지원을 받아 총 3,000 10,000

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총 명이 35 , 1955 1960 77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해외 연수 대상이 되었다.38 해외 연수가 가져온 효과는 분명했다 연수를  . 

마치고 귀국한 이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바에 따라 한국의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 체계를 

36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 CMB , , 18-1 (2015), 175 196 「 」 『 』 –

[178 179].–

37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주 김성은 , CMB , 175 196 [179, 11]; , 「 」 –

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미국 유학 선호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1950~60 : , 「 」

사회와 역사 , 122 (2019), 191 222 [199 200].『 』 – –

38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이왕준 미네소타  , CMB , 175 196 [185, 191]; , 「 」 – 『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 , 200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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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자 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이호왕 의 말처럼 . ( , 1928 )李鎬汪 –

기초교실의 실습과 교과과정은 완전히 미네소타 대학 교과과정으로 변화 하였고 임상 역시 “ [ ] ” , 

마찬가지였다.39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다 미국 연수를 통해 마주한 이상적인 환경은 한국에서 그대로 . 

재현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의 주근원 은 . ( , 1918 2012)朱槿源 –

미국에서 전립선 수술을 매일 건씩 시행 하였으나 귀국 직후에는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 ’ “ 6 7 ” “–

없었다 고 회고했다” .4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의 최억 역시  ( , 1923 2017) 崔檍 –

안과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 하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장비들이 없 었다고 술회했다“ ” “ ” .41 

임상의학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의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서 언급한 이호왕 연구진 역시 실험 . . 

장비의 부족으로 유행성 출혈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42 게다가 이러한 장비는 대개  

고가인 탓에 쉽게 결재를 받기도 힘들었다, .43 인적 자원의 성장을 의료 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44

이러한 현실에서 존스홉킨스대학교를 통한 복강경의 도입은 선진국에서 보고 배운 의료를 

무상으로 실현할 기회를 의미했다 한국의 여러 의학자는 이미 서구 의학계의 연구를 통해 . 

복강경이 진단과 치료에 폭넓게 쓰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외국의 학술지에서는 이미 . 

복강경을 이용한 진단과 불임 수술 등을 논의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극소수나마 이르게는 , 

년대 후반부터 복강경 진단을 시행해보던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1950 .45 복강경의 너른  

39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에서 재인용 , , 94 .『 』

40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에서 재인용 , , 93 94 .『 』 –

41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한국 안과학의 선구자 최억 연세의사학 , , , , 15-1 (2012), 103 118 [114].「 」 『 』 –

42 신미영 한국에서 국제적 연구자로 성장하기 이호왕의 유행성출혈열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의사학 , : , , 「 」 『 』

26-1 (2017), 95 123.–

43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한국 진단검사의학의 개척자 이삼열 연세의사학 , , , , 13-2 (2010), 89 141 「 」 『 』 –

[130 132].–

44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 , 183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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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은 난관 불임 수술에 국한된 미니랩의 협소한 활용도와 구별되는 분명한 장점이었다.46 

때마침 시행된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복강경을 공여받고 술기를 훈련할 

기회였다 여기에서 한국의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가능성을 . 

발견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과 치료에 전천후로 사용될 수 있는 선진국의 기술인 ‘ ’

복강경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기술인 미니랩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이들의 이상은 태국이 ‘ ’ . 

아닌 미국에 있었다 물론 비툰 오사타논즈처럼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역으로 이용하여 서구 . 

학계의 연결망에 편입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소위 선진 의학을 꿈꾸던 한국 , 

의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미 존스홉킨스대학교를 통하여 선진국의 기술과 장비를 . 

갖출 수 있었던 한국 의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수 , 

과정에서 보고 배운 미국의 의료를 한국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편이 더욱 유리한 전략이었다.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 회 . 1976 14

미국 가족계획 연맹 의사회 연례 회의에서 (Association of Planned Parenthood Physicians) 

한국의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도로시 글렌 은 미니랩을 향한 유인이 크지 (Dorothy N. Glenn)

않다고 진단하였다 대학원 수준의 보수 교육 과정 을 통하여 최상급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 “ ” “ ”

복강경과 달리 미니랩의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계산이었다 글렌의 예상은 , . 

적중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한국의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는 미니랩과 같은 . , 

45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의 고광도 가 대표적이다 소화기내과 교수였던 고광도는 일본에서  ( ) . ⾼侊道

복강경을 들여와 간과 담도의 종양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경험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 . 

당시만 해도 복강경은 매우 값비싼 도구였고 그런 탓에 대개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고광도의 , . 

논문을 제외하고 복강경의 사용을 보고한 이는 없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를 통해 복강경이 도입되기 , . 

전까지 복강경의 임상적 의의는 대개 가능성의 수준에서만 언급될 뿐이었다 고광도 복강경 검사에 의한 . , 「

간질환 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복강경검사의 임상적 , , 11-6 (1968), 498 504; 」 『 』 – 「

응용 대한의학협회지, , 12-11 (1969), 957 960.」 『 』 –

46 당대에는 예상하기 힘들었겠지만 실제로 복강경은 다른 재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 .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 장을 참고하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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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시술하는 한낱 밭갈이 말 보다 복강경이라는 선진국의 ‘ ’ “ ”(plow horse) ‘

기술을 실행하는 탁월한 사냥꾼 이 되려 했다’ “ ”(superb hunter) .47 요컨대 복강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의 기술이었기에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서 유행할 수 있었다, .

수술실의 확장과 서구 학계로의 편입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의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세계 의학계의 주류에 가까워지겠다는 한국 

엘리트 의학자의 전략은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졌다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 

미국과 한국 양국 의학자의 이해가 중첩된 결과였다 선진국의 여러 의학자는 복강경 난관 , . 

불임 수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임상례를 축적해야 했다 그러나 가족계획 사업의 , .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방법은 다른 사람의 . 

손을 빌린 수술실의 확장이었다 수술법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규격화된 양식으로 결과를 ‘ ’ . 

보고받을 수 있다면 손쉽게 증례를 확보하고 효과를 증명할 수 있었다 복강경의 확산을 위해 , . 

만 명의 윌리스가 필요하다는 레이븐홀트의 조소는 뒤집어 보면 복강경을 확산할 수만 ‘50 ’ , 

있다면 만 배의 증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50 .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시범 사업 단계부터 기술 이전 국가의 임상 자료를 수집하였다.48

한국의 의학자 역시 적지 않은 수확을 거두었다 복강경 수술의 표준화로 이어진 양국의 . 

연결망 속에서 한국의 의학자는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받는 동시에 막대한 임상례를 생산하는 , , 

자로서 권위를 누리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곽현모가 대표적이었다 곽현모는 . . 

47 Dorothy N. Glenn, “The History of the Korean VSC Effort”, J. Joseph Speidel and Margaret  

F. McCann, Mini-Laparotomy: A Fertility Control Technology of Increasing Importance (Miami, 

글렌은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뿐 FL: International Fertility Research Program, 1976), 33 39 [38]. –

아니라 일선 개원의 역시 선진국의 기술을 향한 선망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의사 특유의 , . “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망 탓에 미니랩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강경 수술에 쓰이는 값비싼 장치를 ”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리라는 예상이었다. Glenn, “The History of the Korean VSC Effort”, 33 39 –

[36].

48 JHPIEGO, First Annual Report, Part 2, Section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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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던 년 월 미국 네바다주 1975 11 ,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제 차 세계부인과내시경학회2 (International Congress of Gynecologic 

에 참석하여 윤인배 등이 발명한 팔로프 고리 에 대한 임상 연구를 Endoscopy) ‘ ’(Falope ring)

발표하였다 곽현모의 발표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아직 시험 . . 

단계였음에도 곽현모가 발표한 건의 실적은 전세계적으로 능가하는 기관이 없 을 , 3,044 “ ”…… 

정도로 많은 것이기 때문이었다.49 체계적으로 정리된 다량의 경험을 바탕으로 곽현모는 세계  , 

의학계의 이목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한국의 여러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는 국제개발처와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교수 요원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복강경 수술을 . 

교육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장윤석. ( , 張潤錫

을 에이시언 코디네이터 로 임명하고 유에스 엠버씨의 테이크 케어 아래 파푸아 1931 ) “ ” , “ [ ] ” “–

뉴기니아의 트레이닝 을 맡기는 식이었다[ ] ” .…… 50 곽현모 역시 병원장에게 왜 환자 안 보고  “

밖으로만 돌아다니냐 는 핀잔을 들을 만큼 에서 지원하는 펀드로 저개발국에 ” , “USAID …… 

가서 강연회를 하 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 ” .51 수많은 임상례를 바탕으로 복강경 수술의  

숙련도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한국은 한 해에만 적어도 만 건의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는 . 20

국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전받던 곳에서 그것을 다시 이전하는 곳으로 , 

바뀌었다 선진국의 기술을 채택하여 선진국에 가닿으려던 전략의 성공이었다. ‘ ’ .

한국의 엘리트 의학자들은 이 모든 결과를 미리 내다보았을까 다시 말해 그들은 . 

49 곽현모 복강경난관불임수술 대한의학협회지 같은 내용은  , , , 20-3 (1977), 190 195 [192]. 「 」 『 』 –

가족계획연구원의 이름으로 발간된 여성불임술 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문장의 유사성에 비추어볼 때. , 『 』

실제 집필을 곽현모가 담당했으리라 판단된다 가족계획연구원 여성불임술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 : , 『 』 

1978), 43.

50 장윤석 구술 장윤석 황진주 외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구술사료선집 과천 , : , , , , 25 ( : 「 」 『 』

국사편찬위원회, 2018), 195 227 [215 216].– –

51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산부인과학의 현대화에 헌신하다 곽현모 연세의사학 , , , , 14-2 (2011), 89 125 「 」 『 』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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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랩이라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이 아닌 복강경이라는 서구의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주류 , 

의학계의 연결망으로 편입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을까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시행한 국제교육 .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에는 이를 예견하거나 기대했던 사람과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뒤섞여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복강경의 가능성은 . , 

분명해졌다 곽현모의 발표는 개발도상국의 의학자라고 하여도 경험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 , 

얼마든지 주류 의학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미니랩을 선택할 이유는 . 

모두 소거되었다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하거나 세계 학계와 접속하기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 

응당 미니랩이 아닌 복강경을 선택해야 했다.

이처럼 복강경과 미니랩의 경쟁은 복강경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기술 자체로만 본다면 . 

미니랩은 개발도상국에 더없이 적합한 방법이었다 복강경 수술과 달리 미니랩 수술은 복잡한 .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굳이 의사가 집도할 필요도 없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 . 

특징은 별다른 장점이 아니었다 미니랩이 도입되던 시점에 이미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제반 .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난관 불임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산부인과 , 

의사들이 미니랩이 아닌 복강경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복강경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선진국의 . 

의료를 실현하고 주류 의학계의 연결망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고 그러한 잠재성 덕분에 , 

미니랩이라는 대안 기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널리 확산할 수 있었다.

소결5.4. 

미니랩은 개발도상국에 걸맞은 기술이었기에 획기적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하기에 , 

한국에서 확산하지 못했다 미니랩은 난관 불임 수술의 판도를 뒤바꿀 잠재력이 있는 . 

기술이었다 한 번의 수술로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난관 불임 수술 본연의 장점과 . 

입원 없이 외래로 집도할 수 있다는 복강경 수술의 장점에 더하여 별다른 장비나 훈련 없이도 , 

손쉽게 집도할 수 있다는 미증유의 특징을 지닌 덕분이었다.

이러한 모든 특징은 의료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부합하였다 미니랩이 . 

전후 일본에서 개발되어 한국과 태국에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제반 요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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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던 유럽과 미국 등지의 의학자가 개복 난관 불임 수술의 대안으로 복강경을 집어 들었다면, 

개복과 복강경 모두를 기대할 수 없었던 개발도상국의 우치다 하지메 배병주 비툰 , , 

오사타논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니랩은 처음부터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맞게 개발된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는 외려 한국에서의 확산을 가로막았다 한국의 여러 엘리트 의학자는 미니랩에 . 

덧씌워진 개발도상국의 흔적을 거부했다 유학과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의학을 경험한 이들은 . 

가능하다면 선진국에서 보고 배운 바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실현하고자 했다 존스홉킨스 .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욕망을 구현하는 통로였다 한국의 의학자들은 교육에 . 

참여함으로써 글로나 보던 복강경 기구를 얻고 익힐 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의학자와 직접 ,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미 복강경이 가져다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뜬 이들에게. , 

미니랩은 성에 차지 않는 기술이었다.

지금까지 난관 불임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갖추어지고 복강경이 냉전의 맥락 속에서 , 

인구 조절이라는 목적에 따라 개량되고 이전되며 미니랩이라는 또 다른 기술과 경쟁하여 , 

승리하는 과정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복강경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차례이다. . 

복강경은 가족계획 사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한국의 산부인과학계에 어떠한 , 

가능성을 열어주었을까.





제 부3

복강경의 영향 젠더 질서의 고착화와 기술 추격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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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젠더 질서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과 남성 6 . : 

주도권의 심화

도입6.1. 

지금까지 난관 불임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마련되고 냉전의 맥락에서 복강경 기술이 , 

재조명되고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한계는 새로운 피임 .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 병원 가족계획 사업은 난관 불임 , 

수술을 가능케 하는 물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복강경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알맞은 . 

형태로 개량되고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기술 이전의 동력이 갖추어지면서 복강경은 빠르게 , ,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가족계획 사업은 크게 변화하였다 눈에 뜨이는 가장 큰 특징은 피임 . 

기술의 비중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년대 초반까지 사업을 주도하던 자궁내장치와 . 1970

경구피임약의 비중은 줄고 복강경 수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복강경이 난관 불임 수술의 , . 

기술적 경제적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정부 지원이 집중된 결과였다 당대의 평가를 , , . 

빌리자면 병원 사업에 의해 이룩된 난관 수술의 붐 현상 이 우리나라 피임 수용의 유형을 , “ [ ] 

바꾸어 놓았다 고 요약할 수 있었다” .1

그러나 복강경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기술 간의 순위 변동에 그치지 않았다 피임 기술의 . 

전환은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년대 초반에 도입된 자궁내장치의 . 1960

사례는 시사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궁내장치의 도입은 가족계획 사업이 여성에게 . 

집중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마지 못해 정관 불임 수술을 선택하던 남성들은 자궁내장치라는 . 

대안이 등장하자마자 피임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였고 정부 역시 자궁내장치의 보급에 , 

1 가족계획연구원 년도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1977 ( : , 197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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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집중하였다 대안 기술의 존재가 사업의 대상 자체를 바꾸어낸 셈이었다. .

그렇다면 복강경의 도입과 확산은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을까. 

이 질문의 답을 위해 이어지는 절에서는 복강경이 미친 영향을 사업 대상과 수행자의 ,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절 난관과 정관 사업 대상의 고착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 2 ‘ : ’

확산함으로써 사업의 대상이 여성으로 고정되는 과정을 살피고 그런 다음 절 여성 요원과 , 3 ‘

남성 의사 사업 주도권의 강화에서는 여성의 몸에 개입하는 주체가 여성 요원에서 남성 : ’

의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돌아본다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이번 장의 내용을 정리한다. 4 .

난관과 정관 사업 대상의 고착6.2. :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6.2.1. 

여성이라는 대상

가족계획 사업은 줄곧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시범사업부터 그러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 

정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양재모 연구진과 서울대학교 ( , 1920 2018) 梁在謨 –

보건대학원 권이혁 연구진에 각각 농촌 시범사업과 도시 시범사업을 ( , 1923 2020) 權彛赫 –

의뢰하였다 향후 가족계획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범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 

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상은 여성을 위주로 운영되었다 먼저 년 경기도 고양군에서 시작된 , . 1962

농촌 시범사업을 살펴보자 시범사업 초반인 년부터 년까지는 이른바 재래식 . 1962 1964

피임법에 해당하는 콘돔이나 살정제 다이어프램 등을 나누어주거나 유일한 영구 , (diaphragm) , 

피임법이었던 정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던 단계였다 성교가 이루어질 때마다 남성과 여성이 .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래식 피임법은 모두의 계몽과 협조가 필요한 방법이었고 정관 불임 , 

수술은 말할 것도 없이 남성의 마음가짐이 중요했다 그러나 계몽은 대개 여성을 향했다. . 

계몽을 위한 소집단 지도 는 일차적으로 부인 을 위한 것이었고 남성들을 위한 계몽 지도의 “ ” “ ” , “

모임은 지도원 혹은 부락민들의 요청에 따라 가끔 현지 책임자에 의하여 개최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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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었다.2

자궁내장치의 도입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였다 자궁내장치가 시범사업에 도입된 . 

년부터 사업은 새로운 피임법의 보급에 집중되었다 양재모 연구진의 핵심이었던 1964 , . 

방숙 의 말을 빌리면 시범사업의 제 단계 가 재래식 피임법의 보급에 주력했다면( , 1923 ) “ 1 ” , ⽅叔 –

제 단계 는 농촌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궁내장치 서비스 방법을 제공 하는 과정이라고 “ 2 ” “ IUD [ ] ”

할 수 있었다.3 다시 말해 양재모 연구진에게 농촌 시범사업이란 곧 자궁내장치 보급사업에  

다름 아니었다 자궁내장치는 빠르게 보급되었다 제 단계가 시작되고 년 만에 사업 대상으로 . . 2 3

지정된 여성의 에 해당하는 명이 시술을 받았다31% 3,169 .4 반면 정관 불임 수술의 실적은  , 

저조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년부터 년까지 여러 피임법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1962 1965 , 

도입된 지 년이 채 되지 않은 자궁내장치가 의 수치를 기록한 반면 시범사업 내내 2 28% , 

실시되었던 정관 불임 수술은 고작 를 기록할 뿐이었다4% .5 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 차  1966 11

태평양 과학자 대회 에 참석한 양재모는 한국의 자궁내장치 보급 (Pacific Science Congress)

사업을 발표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실성이 있는 방법 이라 단언했다, “ ” .6

농촌뿐만이 아니었다 년에 시작된 권이혁 연구진의 도시 가족계획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 1964

2 양재모 한국 농촌에서의 출산력과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잡지 , , , 7-11 (1964), 619 627 「 」 『 』 –

[623].

3 방숙 농촌의 가족계획 고양군 가족계획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대한의학협회지 , : , , 9-6 (1966), 「 」 『 』

495 499 [495].–

4 Jae Mo Yang, et al., “Improving Access to the IUD: Experiments in Koyang”, Yonsei Medical 

Journal, 8 (1967), 53 63 [61 63].– –

5 Jae Mo Yang, “Measures for Greater Effectiveness in Family Planning”, Proceeding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PPF 양재모 우인 양재모 박사  (London: IPPF,, 1967) ( , 『

정년퇴임 기념 연구논문집 서울 연세대학교 인구및가족계획연구소 에 재수록( : , 1985), 71 83 ).』 –

6 Jae Mo Yang, “A Feasible Method of Fertility Control in Rural Korea”, Proceedings of the 

11th Pacific Science Congress 양재모 우인 양재모 박사  (Tokyo: Science Council of Japan, 1966) ( , 『

정년퇴임 기념 연구논문집 에 재수록, 52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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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장치를 보급하는 제 단계로 시작하였고 자궁내장치는 불과 년 만에 전체 피임 실천의 ‘ 2 ’ , 3

를 차지하였다 에 해당하는 정관 불임 수술의 다섯 배였다43.2% . 8.6% .7 농촌이건 도시건 간에 , 

시범사업은 가히 자궁내장치 보급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 

자연스럽게 사업의 현실적 대상으로 고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재모가 말한 현실성이란 ‘ ’ . ‘ ’

기실 만들어진 사실에 가까웠다 시범사업의 대상을 여성으로 설정하였기에 루프가 현실성이 ‘ ’ . ‘

있는 방법으로 부상한 것이지 반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 앞에서 ’ , . 

인과의 전후 관계는 아무래도 무관했다.

시범사업의 방향성은 이후에도 그대로였다 본사업에서도 사업의 대상은 여성이었다. . 

자궁내장치는 도입 당해인 년에만 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고 그다음 해의 만 1964 10 , 39

건을 지나 복강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년까지 줄곧 만 건 수준을 유지했다, 1975 30 . 

한편 정관 불임 수술의 경우 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만 건을 넘지 못했다 정관 불임 1970 2 . 

수술의 목표량 달성률은 에 가까웠지만 이는 눈속임에 가까웠다 장에서 살펴본 바와 90% , . 2

같이 애초에 목표량 자체가 낮게 설정된 탓이었다, .8 그만큼 가족계획 사업은 남성에게 별다른  

짐을 지우지 않았다 자궁내장치 이후에 도입된 경구피임약 역시 여성의 몫이었다 양재모 . . 

연구진과 권이혁 연구진은 년부터 경구피임약의 보급에 초점을 맞춘 제 단계 시범사업을 1966 ‘ 3 ’ 

진행하였다.9 정관 불임 수술을 확대하는 방안은 좀처럼 연구되지 않았다 .

물론 가족계획 사업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년 보건사회위원회에 . 1964

참석한 민주공화당 김성철 의원은 사업의 여성 편향성이 결국 사업을 ( , 1913 2004) ⾦聲喆 –

그르칠 것이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농촌 가정이라는 것이 남자 위주로 영위되고 있다고 . “

보는데 여성이 설령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남자 측에서 불응하면 효과를 못 …… 

7 권이혁 외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성동구 연구사업의 분석 평가 서울 문왕사 , : , ( : , 1967), 120.『 』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 ( : , 1991), 117 118.『 』 –

9 Jae Mo Yang, “Studies in Family Planning and Related Programs in Rural Korea”, Social 

Evalu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s and Research Activities in Korea (Seoul: Korea 

양재모 우인양재모박사정년퇴임기념연구논문집 에 Sociological Association, 1972), 1 25 ( , , 181 205– 『 』 –

재수록 권이혁 외 도시부인에 있어서 먹는 피임약 보급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논집); , , , 6 (1968), 3 4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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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것 이라는 이유였다 김성철은 오히려 남자를 먼저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몽한다고 ” . “ …… 

할까 지도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협조해주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실효를 거 둘 ”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성철의 지적에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윤석우 가 . ( , 1926 2011)尹錫宇 –

금년에는 정관절제술 목표 를 사만 명으로 잡고 있 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지만“ [ ] ” , 

거짓이었다.10 년의 목표는 만 명이 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그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1964 3 , .11

사업이 한창이던 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년 보건사회위원회에 참석한 1971 . 1971

신민당 김윤덕 의원은 가족계획의 대상이 꼭 여성이었 음을 지적하며 이는 ( , 1937 ) “ ” , ⾦胤德 –

여성으로서 걱정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 발언했다 년 동안에 여성은 만이 다 그 “ ” . “10 280

대상이 되었 는데 남성은 만 에 불과하니 이제라도 고루한 여성 위주의 가족계획에서 좀 ” “ 16 ” , “

방향을 바꾸어서 부작용이 적고 경비가 적게 드는 남성 상대의 가족계획 을 해야 한다는 ”

주장이었다 이에 보건사회부 차관 홍종관 은 정관 불임 수술은 다시 . ( , 1925 1997) “洪種寬 –

필요할 때 애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기에 다시 말해 완전한 불임을 유발하는 ” , 

수술이기에 확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자궁내장치는 미국에서도 쓰는 방법이라 , 

대답하였다.12 물론 이는 반절의 진실이었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안전성이 채  . 

증명되기도 전에 한국에 도입되었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아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 ‘ ’

난관 불임 수술은 이후 수십 만의 여성에게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윤덕의 지적은 끝끝내 .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편향성의 이유

그렇다면 가족계획 사업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박정희 . 

군사정권의 여러 관료가 가족계획 사업을 여성의 과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 

가족계획 사업이란 가정의 일이었고 가정은 마땅히 여성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먼저 , . 

10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 6 , 40 7 , 1964 2 6 , 13.『 』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12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 8 , 78 6 , 1971 9 28 , 13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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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조절 또는 피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가족계획으로 명명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 ‘ ’ ‘ ’ ,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처음부터 가정을 단위로 계획되었다 가족계획 사업에 따라붙는 .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이들은 가족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각종 피임법이 . 

보급되면 성적 방종이 따라오게 마련이라 주장하였다 가톨릭 교회가 대표적이었다 년 . . 1961

월 일 한국 가톨릭 주교단은 인구 문제와 산아제한이라는 공동 교서 를 발표하고9 26 , ( ) , 敎書「 」

인구 증가라는 문제 자체나 그 중요성을 무시할 의도 가 전혀 없 지만 가족계획 사업은 자칫 “ [ ] ” , 

사회적 타락과 야수적인 부도덕 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13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가정의 일로 국한함으로써 비난을 피해 가려 했다.14 

가족계획이 가져올 성도덕의 타락을 지적하는 이들도 부부간의 성관계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꽤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양재모 연구진과 권이혁 연구진의 , . 

시범사업은 언제나 기혼부인 이나 동거부부 를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의 본사업도 이미 “ ” “ ” , 

결혼한 이들만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15 배은경의 표현을 빌리면 출산 조절이 “ [ ] 

13 한국 주교단 공동 교서 인구 문제와 산아제한 경향잡지 , , , 53-11 (1961.11), 4 8 [4, 6].「 」 『 』 –

14 가족계획 사업에서 성생활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었는지 또는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었는지에  ,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진경이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해 부부간의 성생활이 자기 . “

관리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국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공개된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었다고 ”

주장한다면 배은경은 그 반대로 사적 영역으로 움츠러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둘의 주장은 현상의 , “ ” . 

다른 측면에 대한 서술일 뿐 실제로는 대립하지 않는다 사적 영역으로의 축소는 어디까지나 공적 , . 

영역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 가정은 정부의 요구에 , 

응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경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생체정치학 문화과학. , ‘ ’ , , 33 (2003), 「 」 『 』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년대 출산 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181 206 [188]; , : 1960 70– 「 –

여성과 근대 사회와역사‘ ’ , , 67 (2005), 260 299 [288].」 『 』 –

15 권이혁 외 도시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성동구 연구사업의 분석 평가 양재모 한국 농촌에서의  , : , , 6;  , 『 』 「

출산력과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이러한 흐름은 년대부터 달라졌다 가치관이 , 619 627 [620]. 1970 . 」 –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일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가족계획 , 

사업의 범위가 미혼 남녀를 넘어 청소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인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 ’ , 

실제 성행위에 대한 정보는 생략한 채로 진행되었다 여전히 성은 부부간의 내밀한 것이었다 배은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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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안에 그리고 성이 결혼 안에 밀봉 되면서 가톨릭 교회 역시 성생활의 문란을 ‘ ’ , [ ] ‘ ’ ” , 

더는 문제 삼지 않았다.16

이렇게 가정의 일로 국한된 가족계획 사업은 자연스럽게 주부의 몫이 되었다‘ ’ .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여성은 가정영역을 책임지는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자로서 가정관리자로서“ , , ” 

혁명에 참여하는 주체로 호명되었다.17 재건국민운동본부 에서 지도부장을  ( )再建國⺠運動本部

맡던 류덕천 은 여성지 여원 에 실은 여성의 애국심 이라는 글에서 여성 일반은 ( )柳德天 《 》 〈 〉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사회와 분리되어서 이루어질 수 없 음을 깨닫고 어머니와 “ ” , “

아내 로서 사회의 번영과 쇠퇴가 내 가정과 직접 관련된다는 진지한 생각과 깨달음이 있 어야 ” “ ”

한다고 썼다.18 사회의 명운이 가정에 달려있다는 말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인구조절이  ‘ ’

필요하다는 논리의 또 다른 반복이었다 여성은 산아제한을 포함한 생활을 혁명하는 . “ …… 

주부의 임무 를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19 이처럼 박정희 군사정권의 여러  

관료는 가족계획이란 가정의 일이며 가정의 일은 곧 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정했고, ‘ ’ , 

이에 따라 가정주부를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

관료뿐만이 아니었다 의사 집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족계획 사업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 . 

또 다른 이유였다 의사 집단은 관료 집단과 더불어 한국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하던 양대 . ,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 260 299 [289 290].「 」 – –

16 배은경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대신 가톨릭 교회는 가족계획 사업에 동원되던  , , 260 299 [288]. 「 」 –

여러 피임법의 비자연성을 문제 삼았다 가족계획 사업을 향한 가톨릭 교회의 태도와 피임법의 자연성을 ‘ ’ .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승만 천연한 자연과 완전한 자연 년대 중반 한국 . , : 1970「

가톨릭 가족계획 사업과 자연피임법의 경합 의사학, , 29-1 (2020), 81 120.」 『 』 –

17 신현옥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년대 마을부녀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 : 1960 70『 –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 1999), 45.』 

18 류덕천 여성의 애국심 여원 년 월 , , , 1962 8 , 72 75 [73 74].〈 〉 《 》 – –

19 정충량 애국에 통하는 생활자세 여원 년 월 당시 서울  , , , 1961 8 , 184 187 [184]. 〈 〉 《 》 –

일일신문 의 논설위원을 맡던 정충량 은 한국 최초의 여성 논설위원이었다( ) ( , 1916 1991) . ⽇⽇新聞 鄭忠良 –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숙명학원 이사 대한가족계획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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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하나였다 그런 측면에서 관료 집단이 여성을 사업의 대상자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의사 집단이 다른 목소리를 내어놓는다면 사업의 방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 집단 역시 관료 집단과 다르지 . . 

않게 가족계획 사업이 설계되던 시점부터 여성을 사업의 대상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구성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군사정변 이전부터 가족계획 . 5.16 

사업을 준비하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앞서 언급한 양재모가 주도하여 설립된 단체였다 보통 . 

가족계획 사업에 관련된 의학의 분과 학문으로는 인구를 다루는 예방의학에 더하여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부인과학과 비뇨기과학이 거론되지만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이사진 , 

구성은 이와 거리가 있었다 열아홉 명의 초대 이사진 가운데 예방의학을 전공한 이가 . 

양재모와 농촌위생연구소 이영춘 보건사회부의 윤석우 등 세 명이었다면( , 1903 1980), , 李永春 –

비뇨기과 의사는 하나도 없었고 산부인과 의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신한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유승헌( , 1919 1970), ( , 1922 ), 申漢秀 劉承憲– –

수도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한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 李漢珪

황태식 노경병 대한여의사회 부회장강주심 등 여섯 명에 ( ), ( , 1924 2003),   ( ) ⿈泰植 盧庚昞 姜珠⼼–

달했다.20비뇨기과 의사의 배제는 여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남성을 가족계획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관 불임 수술을 비중 . 

있게 다루었더라면 이사진에 비뇨기과 의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었다, .

물론 비뇨기과 의사의 배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의 . 

이학송 이희영 등이 정관 불임 수술의 효용을 내세우면서 ( , 1907 1981), ( , 1922 ) 李鶴松 李熙永– –

비뇨기과학의 입지를 넓혀나간 덕분이었다 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회 . 1962 5

아시아지역가족계획지도자세미나에 이희영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비뇨기과학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세미나에 파견된 이는 보건사회부 방역국장을 거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근무하던 방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박재일 안양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의사 강준상 그리고 ( , 1924 ), ( ), 朴在⼀ 姜駿相–

이희영이었다.21 예방의학과 산부인과학 비뇨기과학 등의 전공자가 고루 참석했다는 점 그리고  , , 

20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20 ( : , 1983),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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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건사회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는 

비뇨기과학이 가족계획 사업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22 이학송은 이듬해  

월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제 대 이사진에 합류하여 제 대 부회장과 제 대 부회장을 6 4 , 5 6

지내기도 했다.23

그러나 비뇨기과 의사의 합류에도 여성을 중심에 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정책 기조는 , 

변하지 않았다 비뇨기과 의사는 여전히 열세였고 산부인과 의사와 이들에게 우호적이었던 . , 

예방의학 전공자가 우위를 점했다 임원으로 참여한 비뇨기과 의사의 수는 산부인과 의사의 . 

그것과 달리 년대와 년대를 거쳐 한 명을 넘었던 적이 없었다, 1960 1970 .24 이희영이 이후  

이사진에 들어왔지만 때마침 이학송이 부회장 임기를 마치고 나간 이후였다 한편 초대 , . 

이사진을 산부인과 의사로 채우고 농촌 가족계획 시범사업을 사실상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 ,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던 양재모는 가족계획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년대와 년대 1960 1970

내내 이사장과 회장을 연달아 지내며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25 이렇게 구성된 조직에서 여성을  

21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희영은 세미나의 결과를 최신의학 에 다섯 번에 걸쳐 정리하여  2 , 『 』

게재하였다.

22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경비 지원은 이희영이 남긴 감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필에 앞서 금차  . “

에 방숙 박재일 강준상 제형과 같이 필자가 참석하는데 진력해주시고 보사부 장관 정희섭 박사Seminar , , , 

대한가족계획협회 이사장 양재모 교수 동 위원장 신한수 교수 및 동 이사 제선배께 , medical Committee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희영 가족계획과 의사 제 회 아세아지역가족계획 견문 제 편.” , : 5 seminar , 5 , 「 」

최신의학 , 6-1 (1963), 90 92, 112 [112].『 』 –

23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 20 , 246 247.『 』 –

24 이는 가족계획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비뇨기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도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 

인도에서는 영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비뇨기과 의사인 간가다르 마탄 파드케(Gangadhar Martand 

가 중앙 정부와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의 가족계획위원회 국제가족계획연맹 Phadke, 1901 1964) , –

과학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맡아 정관 불임 수술의 확대를 주도하였다 파트케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을 . 

참고하라. “Obituary Notices”, British Medical Journal, 2 (1964), 1204 1205 [1205]; Anita Patel, –

“Dr. G. M. Phadke: The First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Genitourologic Surgeons”, Indian 

Journal of Urology, 24-1 (200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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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을 강조하는 목소리보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관 불임 

수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클 수는 없었다.26

이처럼 소수의 비뇨기과 의사를 제외한다면 의사 집단은 처음부터 여성 피임 기술에 , 

경도되어 있었다 정부 관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의사 집단의 . . . 

입장은 정부 관료의 그것과 별개로 형성된 또 다른 흐름이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인 년 월 일에 설립되었으며 여러 행정 관료가 가족계획 사업을 1961 4 1 , 

가정주부의 일로 선언하기 이전부터 여성을 사업의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의사 집단의 ‘ ’ . 

의견과 관료 집단의 의견은 다르지 않았으며 가족계획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 

강화하였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사실상의 반관반민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 

맡았고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의 구분을 하기 어려울 만큼 보건사회부와 밀착하고 , “ [ ] ……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27 한국 가족계획 사업을 견인한 의사와 관료 양대  

집단의 의견이 한데 모인 가운데 여성은 가족계획 사업의 객체로 고정되었다, .

25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 20 , 246 248.『 』 –

26 비뇨기과학에 대한 산부인과학의 우위 또는 남성 피임법에 대한 여성 피임법의 우위는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도입 이후 년에 만들어진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정관 불임 1975 . 

수술과 난관 불임 수술을 시술하고 관리하는 조직인만큼 비뇨기과 의사인 이희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김세경 과 산부인과 의사인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박찬무( , 1920 ) ( , 1922 2002), ⾦世景 朴贊武– –

배병주 가 서로 번갈아 가며 회장을 맡았지만 실제 운영은 산부인과 의사가 ( , 1922 2013) , 裵炳胄 –

주도하였다 실적 면에서 난관 불임 수술이 정관 불임 수술을 적게는 세 배 많게는 일곱 배 이상 압도하는 . 

상황에서 비뇨기과 의사가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창립 이십 주년을 맞아 출간된 , .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의 역사 서술은 상징적이다 협회 창립 이전과 이후의 불임시술 변화를 . 『 』

개괄하는 몇 쪽의 글은 사실상 난관 불임 수술의 발전사이며 여기에서 정관 불임 수술에 대한 언급은 ,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배병주 외 엮음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 (1975 1994) , 39 42.『 – 』 –

27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0 , , 30 ( : , 「 」 『 』 

1991), 30 4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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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의 도입과 사업 대상의 고착6.2.2. 

변화의 가능성

년 초반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 집단과 관료 집단의 의견 통일에도 여성 1970 , . , 

피임 기술의 확산세는 영원하지 않았다 자궁내장치의 증가세는 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미 . 1960

주춤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신하던 경구피임약의 확산 역시 년대 초반이 되면서 , 1970

더디어졌다.28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목표량을 설정하여 사실상 반강제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 . 

많은 여성은 점점 이들 기술을 기피했다 신문 지상에도 안전도가 비교적 높은 루프의 . “

경우에도 통증 출혈 때문에 사용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 으며 피임약은 복용자들의 소화 [ ] , ” , “

장애 구토 출혈 두통 등 부작용 을 일으킨다는 기사가 실리곤 했다, , , ” .29 그뿐만이 아니었다 . 

낮은 경제성도 문제였다 높은 탈락율을 보이는 자궁내장치와 매일 같이 복용해야 하는 . 

경구피임약은 지속적인 비용을 유발했다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 방법이 계속 . , 

유지되기 힘든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대안은 다름 아닌 정관 불임 수술이었다 수술비가 적고 효과는 . , 

영구적이며 수술 방법 역시 간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구피임약이 한계를 드러내던 , . 

년대 초반 정부는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량을 늘여 잡기 시작했다 년까지 1970 , . 1973

건이던 목표량은 이듬해인 년 건으로 늘어났으며 년 건 년 20,000 1974 37,000 , 1975 46,600 , 1976

건 년 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50,900 , 1977 54,400 .30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군  

가족계획 사업이나 공영주택 입주 우선권 제도 새마을 취로 사업 우선권 제도 등이 , 

실시되기도 했다.31 물론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량은 여전히 만 건을 넘던 자궁내장치의  30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29 힘겨운 현지 가족계획 년 양적으로만 치우친 숱한 문제점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10 , , , 1972 5 10 , 7 .〈 〉 《 》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31 아파트 입주 우선권 이후 불임시술 바람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 1977 9 8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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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량이나 월 만 사이클에 달하던 경구피임약의 목표량보다는 한참 부족한 값이었다25 . 

하지만 남성에게도 드디어 피임이 강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년대 초반의 변화는 , 1970

중요했다.

복강경이라는 또 다른 대안

그러나 변화는 채 오 년을 가지 않았다 증가하던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량은 년을 . 1978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년에는 건이 되었다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 1979 30,000 . 

의지가 미약하며 새로이 나타난 기술이 미약한 의지마저 꺾어버렸다는 데에 있었다 정관 불임 , . 

수술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소수였다 그러한 탓에 정관 불임 수술은 다른 . 

기술이 모두 한계를 드러낼 때나 비로소 대안으로 조명받을 뿐이었고 겨우 시작된 정관 불임 , 

수술의 확산세는 다른 대안이 등장하면 곧 사그라들곤 했다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년대 . 2 , 1960

초반이 그러했다 정관 불임 수술을 제외하면 재래식 피임법을 대신할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인 . 

피임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량을 점차 늘려갔다 그러나 , . 

건에 가깝던 년의 목표량은 이듬해인 년 건으로 반 토막 났다30,000 1964 1965 15,000 . 

반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 자궁내장치가 도입된 결과였다 목표량이 줄자 실적 . 

역시 따라 감소했다 자궁내장치가 가족계획 사업에 정식 채택되면서 정관 불임 수술의 시행 . ,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32

년대 중반의 상황은 이와 판박이였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1970 . 

정관 불임 수술의 목표량이 잠깐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년부터 시작된 복강경 난관 , 1976

불임 수술의 확산과 함께 곧바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년도 가족계획 예산에서 정관 불임 . 1978

수술과 난관 불임 수술에 할당된 금액은 각각 억 원과 억 천만 원이었다4 25 1 .33 다시 한번 , 

정관 불임 수술을 향한 정책 의지는 대안 기술의 등장과 함께 꺾여버렸다 년 한 해의 . 1977

가족계획 사업을 정리한 평가 보고서에는 정관 수술의 실적이 부진하게 된 요인은 “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17 118.『 』 –

33 불임 목표를 배로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2 , , 1977 8 16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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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수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난관 수술의 성행 이라는 서술이 담겼다1975 ” .34 루프로도  “

충분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임을 우려하던 남편들 사이에서 수술을 향한 열의가 , 

줄어들었다 는 십여 년 전의 보고서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었다” .35 차이는 자궁내장치가 난관  ‘

수술로 바뀌었다는 점뿐이었다’ .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다 오래도록 정관 불임 수술의 확대를 주장해오던 . 

비뇨기과 의사 측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대한불임시술협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비뇨기과 이희영 은 가족계획 사업을 돌이켜보는 평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 , 1922 )李熙永 –

불임시술사업의 전망이라는 글을 발제하였다 난관 시술 증가에 따른 정관 수술 수용자의 . “「 」

감소에 대한 대책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그는 양보다는 질을 항시 염두에 두는 ” “

시술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불임 수술은 보다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 이라 지적했다 물론 이는 ” “ ” . 

난관 수술의 급진적 보급 을 에둘러 비판하는 말이었다 이희영은 지금껏 많이 언급되던 정관 “ ” . 

불임 수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복원 수술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 

남성의 가임 연령이 더 높으므로 수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관 불임 수술의 , 

확대를 주문하였다.36

여러 여성 국회의원 역시 난관 불임 수술의 확대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 

참여했던 유신정우회 이승복 의원은 가족계획 사업의 예산을 ( ) ( , 1923 2017) 維新政友會 李承福 –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면으로 보더라도 남자 세 사람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여자에게 , “

들어가 고 시술 과정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간단 하며 의학상의 부작용도 남자가 적다고 ” “ ” , “

보아도 과언이 아 니므로 굳이 연약한 여성만 자꾸 시술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남자의 ” , “ ” “

불임시술이 이상적 이라 주장하였다 이승복뿐만이 아니었다 년에도 이미 가족계획 ” . . 1971

사업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었던 신민당 김윤덕 의원 역시 왜 가냘픈 여성 배에다가 칼을 “

34 가족계획연구원 년도 병원가족계획사업평가 , 1977 , 34.『 』

35 Spurgeon M. Keeney, “Korea and Taiwan: The 1965 Story”, Studies in Family Planning, 1-10 

(1966), 1 6 [2].–

36 이희영 불임시술사업의 전망 난관 시술 증가에 따른 정관 수술 수용자의 감소에 대한 대책 , : , 「 」

가족계획연구원 년도 가족계획사업평가세미나 자료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1977 ( : , 1977), 3 15 [15,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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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택하고 권장해야 되느냐 며 전폭적으로 어떤 ” “

재고 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주장의 결은 다르지만 일부 남성 의원도 여성 의원의 ” . , 

발언에 동조의 뜻을 드러냈다 민주통일당의 박병배 의원은 선량한 . ( , 1917 2001) “朴炳培 –

동양적 부도 를 유지하려면 여자 알몸둥이는 자기 남편 하나 외에는 일생 안보이고 ( )婦道

산부인과도 안 가는 것이 좋 다는 이유를 들며 난관 불임 수술을 반대했다 여성의 건강을 ” , . 

고려하기보다는 가부장적인 부덕 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으나 선의 중진의원이 목소리를 ‘ ’( ) , 5婦德

보탰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37

야당과 여당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에 경도된 정부의 , 

의지는 굳건했다 여러 의원의 항의에도 보건사회부 장관 신현확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 “

가족계획에 있어서 어느 쪽을 중시한다는 구분은 하지 않고 있 으며 남자든 여자든 간에 ” “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족계획이 시행되고 있 다는 대답을 내어놓을 뿐이었다” .38 넉 달 뒤에  

열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김윤덕이 같은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신현확은 남자의 , “

진행성적이 좋지 않고 여성의 성적이 부쩍부쩍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 ”

시인하면서도 여자를 늘려야 되겠다 여자가 쉬우니까 그렇다든지 여자가 비용이 덜 든다든지, “ ”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자가 더 이해도가 빠르고 참여율이 높은 것이 사실 이기에 어쩔 수 , “ [ ] ”

없이 여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부연했다.39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여성의  . ‘

희망이 더 많기 때문에 가족계획 사업의 초점을 여성에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신현확의 ’

주장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교묘하게 뒤바꾼 궤변이었다 여성의 높은 이해도와 참여율은 . ‘ ’

오래도록 여성을 가족계획 사업에 동원한 결과일 따름이었다.

결국 복강경은 정관 불임 수술의 미약한 확산세를 정지시키고 난관 불임 수술을 

확산시킴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을 여성으로 다시 고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의 , . 

37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 9 , 97 3 , 1977 6 29 , 28, 42, 『 』

36.

38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 9 , 97 3 , 1977 6 29 , 53.『 』

39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제 회 제 차 회의 년 월 일 , 9 , 98 12 , 1977 10 26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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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개입하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한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을 가족계획 사업에서 

해방할 일말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야 했던 여러 정부 관료는 어쩔 . 

수 없이 정관 불임 수술의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 

기술인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이면서 모든 사업 역량은 다시 여성으로 

집중되었고 이는 다시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야만 사업이 성공한다는 확증 편향으로 이어졌다, . 

기술의 가능성이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이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환 , 

논리 속에서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은 여성으로 고착되었다 물론 복강경이 가져온 변화는 , .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복강경은 사업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도권을 바꾸어놓기도 했다. .

여성 요원과 남성 의사 사업 주도권의 강화6.3. : 

가족계획 사업의 주도권6.3.1. 

여성 출산 조절 운동의 가능성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성들은 출산 조절을 원했다 인공유산의 성행은 이를 .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였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예방의학교실 김인달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년부터 ( , 1915 1985) 1958⾦仁達 –

년까지 서울시 개 동에서 임의로 선정된 명의 여성 가운데 인공유산을 경험한 이는 1960 6 586

명으로 에 달하였다192 32.3% .40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 거리를 걸어 곧 눈에 많이 뜨이는  , “

것이 당구장 다방과 구멍가게 병원 그중에서도 산부인과 간판을 달은 하꼬방, , [ , 箱房…… 

40 김인달 인위억제조작이 인구증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논문집 , : , , 11 「 」 『 』

당시 형법은 제 조와 제 조를 두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1962), 26 45 [37 42]. 269 270 “– – 「 」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며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1 1 ” , “ , , ,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2 ” . 

형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제정 년 월 일 시행( 293 , 1953 9 18 , 1953 10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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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잣집 병원 이라는 말이 잡지에 실릴 정도였다] ” .41 비단 도시뿐만이 아니었다 병원을 찾기  . 

힘들었던 농촌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와 한약 간수 등이 이용되었다, .42 물론 이러한  

방법은 대개 안전하지 못했다 일간지에는 키니네를 과량 복용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도되기 . 

일쑤였고 병원에서 몰래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4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발적으로 산아 제한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에서 간략히 살핀 , . 2

바와 같이 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조지 워스 한국명 오천혜를 1954 (George C. Worth, )

비롯한 여러 선교사는 사재를 털어 가족계획 운동을 진행했고 년에는 농촌위생연구소 , 1957

이영춘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농촌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마찬가지의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학병원의 활동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신한수의 주도로 . .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44 그러나 이들 활동은 출산 조절을 향한 여성의 요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었다 예방의학자였던 이영춘에게 가족계획이란 , . 

급속한 인구변천 과 이에 수반하는 여러 문제 특히 보건 분야의 여러 문제 를 예방하고 “ ” “ ”

해결하는 방법이었으며 임상의학자였던 신한수의 관심 역시 가족계획을 둘러싼 의학적인 ,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45 특히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 이면에는 앞서 살펴본 냉전의 논리가  

놓여있기도 했다 가난의 구제를 매개로 하여 점점 침투해오는 공산주의 세력을 방어 하는 . “ ”

일이 기독교의 직접적인 사명 이기에 가족계획 운동을 통한 인구조절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 ” , 

41 이문호 피임을 어떻게 보편화시킬까 여원 , , , 4-5 (1958.5), 153 156 [155].〈 〉 《 》 –

42 김인달 인위억제조작이 인구증식에 미치는 영향 , , 26 45 [43].「 」 –

43 다음에 인용한 기사 외에도 적지 않은 글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도하였다 키니네 먹고 절명 , . , 〈 〉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낙태시키려다 키니네로 절명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1956 8 8 , 3 ; , , 1958 11 13 , 2 ; 《 》 〈 〉 《 》

낙태 수술하다 사망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낙태수술 잘못으로 여인 사망 동아일보, , 1957 8 12 , 3 ; , , 〈 〉 《 》 〈 〉 《 》

년 월 일 면1958 2 5 , 3 .

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72.『 』

45 이영춘 농민의 인구동태 대한의학협회지 이영춘의 삶과 활동에  , , , 9-6 (1966), 463 467 [467]. 「 」 『 』 –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윤재 년대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현실. , 1940 60 , , 72 「 – 」 『 』

(2009), 253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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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었다.46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출산 조절 운동은 대한어머니회의 조직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 

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미군정 초대 부녀국장을 지낸 고황경1957 ( , ⾼凰京

은 대한여자의사회를 방문하여 출산 조절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1909 2000) . –

강주심과 장문경 한소제 등이 뜻을 함께하여 단체 설립을 ( ), ( , 1899 1997) 張⽂卿 韓⼩濟 –

본격적으로 준비하였고 이후 대한조산협회 회장 구신명 언론인 황신덕, ( ), ( , 具新命 ⿈信德

가정학자 표경조 등이 힘을 보태며 년 월 강력한 1898 1983), ( , 1909 1972) , 1958 3 “表景祚– –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라는 구호 아래 대한어머니회가 창립되었다 정관상으로는 ” . 

여성 어머니 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을 향상 하는 여성 운동 일반을 포괄하는 “ ( ) , , ”

단체였지만 창립 과정에서도 보이듯 대한어머니회의 핵심 사업은 출산 조절 운동이었다, .47

대한어머니회는 창립 직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태화기독교사회관에 모성 보건 상담실을 ‘ ’

개설하였고 어머니 건강 진료실을 운영하여 가족계획 상담 영유아 건강 진단 및 예방접종 , ‘ ’ ,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첫해인 년에만 명이 진료실을 이용했고 이후에도 매년 적게는 . 1958 499 , 

여 명 많게는 여 명이 진료실을 찾았다 대한어머니회는 활동의 범위를 점차 300 , 1,600 . 

늘려나가 년에는 강주심 산부인과 장문경이 운영하던 정화의원 등 개 의원과 결연하여 , 1959 , 16

상담 활동을 확대하였고 년부터는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과 오늘날의 강동구 천호동에 , 1960

해당하는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곡교리 등지에서 가정 방문 형식으로 가족계획 계몽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산부 위생 가족계획 불임증 등의 주제를 강의하는 모성 보건 . ‘ ’, ‘ ’, ‘ ’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48

이와 같은 활동은 출산 조절을 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당대의 

46 오천혜 도병일 인구폭발과 인류의 장래 서울 한국기독교서회 한국에서 개진된  , , ( : , 1972), 50 51. 『 』 –

개신교 가족계획 사업의 배경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윤정란 국가 여성 종교. , , , : 「

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역사1960 1970 , , 8 (2008), 59 91.– 」 『 』 –

47 대한어머니회 대한어머니회 년사 서울 대한어머니회 , 40 : 1958 1998 ( : , 1998), 58 61.『 – 』 –

48 대한어머니회 대한어머니회 년사 , 40 , 74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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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계획 운동과 구분되었다 이영춘이나 오천혜에게 가족계획 운동이 인구 문제와 . 

여기에서 비롯한 국내 국제 정치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이었다면 배은경이 평가하듯 , , 

대한어머니회는 거시적인 목표를 내세우지 않 고 여성들을 산아제한 문제에 당면하게 하고 “ ” “

그들에게 믿을만한 지도를 제공 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어머니회는 아무런 ” . 

설명도 없이 가족계획의 당위를 강요하기보다는 여성을 문제 해결의 주체 로 존중하여 출산 “ ” , 

조절을 원하는 이유를 스스로 돌아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함께 탐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49

물론 한계가 없지는 않았다 피임 기구의 수입 생산이 금지되었던 년대 당시에는 . , 1950

주기법을 이용하거나 암시장에서 콘돔을 구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모두 , 

남성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하기에 대한어머니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 

겉으로는 남성을 가부장으로 추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강주심은 여원 에 . 《 》

기고한 글에서 출산 조절은 부부가 보조를 맞추어야 이루어지는 일이고 어느 한쪽이 “

거부하거나 혹은 비협력적이면 그 뜻은 하나의 공문서 가 되고 마니 가정의 ( )” , “空⽂書

리이더인 남성들이 가정의 행불행의 책임감을 느껴서 수태조절의 참뜻을 이해하고 ‘ ’ …… 

절대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겠 다고 당부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대의 제약에서 ” . 

비롯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사일 뿐이었다 대한어머니회의 방향성은 뚜렷했다. . 

강주심은 남성의 협조를 당부하기 전 이것이 여권 옹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자 여성이 , “ ” “

해방되고 나아가서는 모체의 건강을 유지 하는 방안이라고 분명하게 썼다” .50

이처럼 대한어머니회는 출산 조절 운동을 통해 여성적 특수이익을 매개로 하여 자발적인 , “

여성 운동이 발전될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51 이영춘이나 오천혜 신한수 등이 가족계획 운동을  , 

진행했지만 이들은 출산을 인구나 보건 경제 발전 반공 등의 틀로만 바라볼 뿐이었다, , , . 

대한어머니회는 달랐다 이들의 목적은 여권 옹호에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 ’ . . 

49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서울 시간여행 , : , , ( : , 2012), 59 67 [64 65].『 』 – –

50 강주심 피임과 남편의 협력 여원 , , , 4-5 (1958.5), 140 143 [140 141].〈 〉 《 》 – –

51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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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여성이었던 대한어머니회의 활동에서 사업의 수행자와 대상자는 그리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출산 조절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었고 그러하기에 여성에 의한 . ‘ ’ ‘ ’ , 

운동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위한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발적인 여성 . ‘

운동의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발족이 가져온 ’ . 

결과였다.

남성 의사의 주도권 장악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족하면서 상황은 온전히 달라졌다 발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 

국제가족계획연맹 총회 의장과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낸 조지 캐드버리 의 방한이었다 년 한국을 (George W. Cadbury) . 1960

찾은 캐드버리는 국립의료원 원장이었던 이종진 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 , 1916 1994)李宗珍 –

양재모를 만나 가족계획 사업에 공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모아 달라고 , 

부탁했다 여러 인사가 한데 모인 회의에서 그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설립을 . 

권하며 매해 천 달러 내외의 운영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3 . 

김학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신한수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 , 1916-2001), , ⾦學默

윤석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황태식 등이 몇 달간 뜻을 모았고 마침내 , , 

년 월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1961 4 .52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창립과 함께 가족계획 운동은 사실상 새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찾은 , . 

캐드버리가 대한어머니회의 고황경이나 강주심이 아닌 이종진과 양재모를 찾았다는 사실은 

시사적이었다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는 캐드버리로 . . 

대표되는 선진국의 관심이 여성의 권리보다는 냉전 질서에 따른 공산주의 저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립 당시만 하더라도 출산 조절에 초점을 맞춘 단체였던 국제가족계획연맹은 . 

신맬서스주의 인구 조절 운동과 결합하며 인구 폭발에 따른 자유 진영의 위험을 저지하기 ‘ ’ ‘ ’

52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20 , 65 67 [67]; 30 ( : , 1991), 『 』 – 『 』 

가족계획은 이렇게 동아일보 년 월 일 면108 112; , , 1960 11 24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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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단체로 변모하였고 심지어 마거릿 생어 역시 이러한 , (Margaret Sanger, 1879 1966) –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53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인도 지부에서 연구원과 사서로  

일하고 이후 연맹의 편년사를 집필한 베릴 수이터스 단잘 는 (Beryl Suitters Dhanjal)

가족계획이 과잉 인구에서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긴장과 이에 따른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 , 

데에 필수적인 수단 이라 썼다” .54

국제 정치뿐만이 아니었다 군사정변 역시 가족계획 운동의 불연속성을 강화했다. 5.16 .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엿새가 지난 년 월 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든 정당 1961 5 22 , “

사회단체는 단기 년 월 일을 기하여 이를 해체 하며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4294 5 23 ” , “ ,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별도 허가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 

의하여 재등록을 단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라 는 포고 제 호를 발표하였다4294 5 31 ” 6 .55 출산  

조절 운동을 주도하던 대한어머니회는 해산 후 사회단체가 아닌 여성단체로 등록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가족계획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대한여자의사회는 의사 단체가 둘일 수는 없다는 , 

이유로 법인 등록 자체를 허가받지 못했다.56 여성이 주도하는 출산 조절 운동의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소거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가족계획 사업의 주도권이 남성 정확하게는 남성 의사 집단으로 이전되었음을 , 

53 Sandra Whitworth,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Gender in Interstate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London: MacMillan Press, 1997), 

80 118.–

54 Beryl Suitters, Be Brave and Angry: Chronicles of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London: IPPF, 1973), 72 Whitworth,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에서 , 88

재인용).

55 관보 제 호 년 월 일 , 2862 , 1961 5 22 , 1.『 』

56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년에 해체된 대한여자의사회는 년 다시  , , 65 66. 1961 1972『 』 –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다만 해체된 단체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한국여자의사회로 . , 

명칭을 개정해야만 했다 한국여자의사회편찬위원회 한국여자의사 년 서울 한국여자의사회. , 90 ( : , 1986), 『 』 

7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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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했다 새로 출범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설립 취지 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및 기술적 . “「 」

지도 를 수행한다고 선언하였다” .57 여기에서 지도를 맡은 이들은 대부분 남성 의사였다 ‘ ’ . 

비뇨기과 의사의 배제에 이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이사진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초대 이사진 . 

명 가운데 남성 의사는 이사장 양재모를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한 신한수 노경병 이영춘19 , , , 

이한규 유승헌 윤석우 이종진 등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 이사진이 종교계 재계 등에서 고루 , , , . , 

선발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단일 직군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남성 의사 집단이 사실상 , 

이사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의사가 아닌 나머지 이사진 역시 모두 . 

남성이었다 대한여의사회 부회장의 자격으로 참여한 강주심만이 유일한 예외였다. .58

회장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제 대 보건사회부 장관의 임기를 마치고 초대 회장으로 . 6

취임한 민주당 민의원 나용균 이후 회장직은 대체로 남성 의사의 ( , 1895 1984) 羅容均 –

몫이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명선 이 년부터 년까지 제. ( , 1897 1982) 1961 1967 2, ⾦鳴善 –

대 회장을 지냈고 같은 학교의 양재모가 년부터 년까지 제 대부터 제 대 3, 4 , 1971 1980 7 11

회장을 내리 연임하였다.59 유일한 예외는 년부터 년까지 제 대 회장을 지낸  1967 1971 6, 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류달영 이었는데 이는 당시에도 의사가 아닌 ( , 1911 2004) , “柳達永 –

사람이 가협의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화젯거리가 되어 신문지 상에 오 를 정도로 드문 ”

사례였다.60 물론 류달영 역시 여성은 아니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여성은 회장이 되지  . 

못했다 초대 부회장을 지낸 고황경과 제 대 부회장을 역임한 구신명을 비롯해서 . 2

57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가족계획십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 : , 1975), 193 194 [194].『 』 –

58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 20 , 246.『 』

59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역대 임원 명단은 문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 20 , 246 248. . 『 』 –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나온 문헌만 하더라도 한국가족계획십년사와 가협 년사 가협 년사 의 20 , 30『 』 『 』 『 』

기록이 모두 다르다 여기에서는 임원진 명단이 가장 자세하게 명기된 가협 년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20 .『 』

60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류달영 역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 30 , 328. 『 』

운영되었다고 회고했다 양재모 이종진 김용완 등 선견지명의 의학자 몇 분이 중심이 되 었고 일반 . “ , , ” , “

저명인사들로서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기만 했 다는 술회였다 대한가족계획협회” . , 

가협 년사30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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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활란 이나 김옥길 등이 맡았던 부회장직이 ( , 1899 1970) ( , 1921 1990) ⾦活蘭 ⾦⽟吉– –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지위였다 그마저도 목소리를 내면 . 

즉각 해임되기 일쑤였다 양재모의 회고에 따르면 고황경이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 , 

대한가족계획협회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해야 “

한다는 다른 의견을 보 였기 때문이었다” .61

남성 의사의 주도권은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군사 정변 이후 . 5.16 

회장 김명선은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위원이 되었고 이사장 양재모 역시 기획위원과 , 

전문위원이 되었다 양재모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가족계획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 , 

보건사회부의 또 다른 의사 출신 관료이자 세브란스 동문이었던 윤석우와 방숙의 검토를 거쳐 

년 월 일 제 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통과되었다1961 11 13 69 .62 사업의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년 월에 시작된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의 농촌 . 1962 3

가족계획 시범사업과 년 월에 착수된 서울시 성동구의 도시 가족계획 시범사업은 각각 1964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양재모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권이혁이 책임을 맡았다 가족계획 . 

사업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남성 의사의 몫이었다.

주도권의 변화는 물론 사업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창립과 함께 . 

가족계획 사업은 급격히 의료화되었다 양재모와 권이혁이 주도하던 경기도 고양군과 서울시 . 

성동구의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사업의 주는 콘돔이나 다이어프램 자궁내장치 등의 효과적인 , , 

보급에 있었다 사업 대상자의 지식 수준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는 . , 

어디까지나 피임 기구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지식 정도의 의미였다 사업을 주도하던 . 

이들에게 가족계획 사업은 곧 의료적 개입의 확산이었고 여성은 의료적 개입을 수용하는 , 

수동적인 객체일 뿐이었다.63 단순히 피임의 방법을 보급하기보다는 여성을 출산 조절의  , 

61 양재모 사랑의 빚만 지고 서울 큐라인 , ( : , 2001), 307 308.『 』 –

62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 제 호 년  , 30 , 112 115; , 69 , 1961『 』 – 『 』

월 일11 13 , 2.

63 이를테면 방숙 농촌의 가족계획 고양군 가족계획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대한의학협회지 , : , , 9-6 「 」 『 』

를 보라 농촌의 가족계획이라는 일반 명사에 가까운 제목이 붙었지만 논문에서는 (1966), 495 499 . ‘ ’ , –



제 장 젠더 질서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과 남성 주도권의 심화 6 : | 183

주체로 대했던 대한어머니회와 대조적이었다.64

주도권 전환의 배경

그렇다면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면서 남성 의사로 주도권이 이동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 

다시 말해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왜 남성 의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체의 조직을 원했으며, 

이렇게 등장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어떻게 국책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을까 가장 단순한 답은 . 

대한어머니회와 대한여자의사회의 배제이다 여성 운동의 가능성이 소거되었기 때문에 빈 곳을 . , 

남성이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충분히 해명해주지 않는다 여성의 배제는 . . 

되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주도권을 차지한 결과였던 탓이다 다시 말해 진실은 여성의 빈 . 

자리를 남성이 차지했다기보다는 남성이 여성을 밀어낸 상황에 가까웠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은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이 냉전의 논리에 따른 국제 . , “

인구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족 엘리트 집단 이기 때문이었다” .65 년대에  1960

농촌의 시술 서비스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실험한 결과만이 “ IUD ”

다루어졌다.

64 가족계획 사업의 의료화는 이후 여러 연구자의 비판에 마주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장에서 살펴본 바  ‘ ’ . 2

있는 한국사회학회의 한국 가족계획 연구 활동의 사회학적 평가 세미나였다 김진균‘ ’ . ( , 1937 2004), ⾦晋均 –

이만갑 한완상 등이 참석한 년의 세미나에서 여러 사회학자는 ( , 1921 2010), ( , 1936 ) 1972李萬甲 韓完相– –

한국 가족계획이 당면한 큰 문제들은 의료서비스적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사회학적 지식을 “

동원해야만 하는 문제 이지만 과거 년 동안의 가족계획 사업은 의료 서비스 중심적 이었다고 평하며 ” , “ 10 [ ] ”

앞으로의 가족계획 사업은 사회과학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성이 가족계획 “ ” . 

사업을 주도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의 이효재. ( , 李效再

를 제외하면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장경식 외 주제 정부 가족계획 사업의 1924 ) , . , 1: – 「

평가 한국사회학회 한국 가족계획 연구활동의 사회학적 평가 서울 한국사회학회, , ( : , 1972), 147 150 」 『 』 –

[148, 149].

65 물론 조은주의 지적처럼 민족 엘리트 집단 에는 의사가 아닌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건사회부 및  “ ” . 

경제기획원 통계국 관료 가족계획연구원 및 인구문제연구소 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사업관리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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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인구 조절 정책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인구협회나 , 

국제가족계획연맹과 같은 여러 단체는 선진국과 한국을 연결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도맡아 

진행할 이를 필요로 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미국 유학을 경험한 남성 의사 집단이었다. . . 

흔치 않던 유학의 기회는 대개 남성 의사에게 집중되었고 미국에서 보낸 수년의 세월을 통해 , 

인구 이론을 포함한 예방의학 지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국제 사회와 한국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부상하였다.66 캐드버리와 양재모 , 

이종진의 일화는 한국을 찾은 선진국의 가족계획 담당자가 미국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한 현지 

남성 의사를 만나 사업의 진행을 부탁하고 후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상징적이었다, .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민족 엘리트 집단이 높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족계획 사업에 ‘ ’

관련된 민관 요직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좁게는 미국 유학파 의사 넓게는 의사라는 정체성으로 . , 

이어진 이들은 중앙부처인 보건사회부와 지방부처인 보건사회국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과 산부인과학교실에서 요직을 두루 차지했고 가족계획 사업은 자연히 , 

이들이 독점하는 영역이 되었다.67 농촌 가족계획 시범사업을 담당한 양재모와 보건사회부의  

역시 인구협회나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하지만 규모나 아래 문단에서 서술한 . 

동질성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부각된 것은 의사들이었다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 “ ” . , : 『

문제가 되었나 파주 창비( : , 2018), 160 166 [161, 162].』 –

66 미국 유학의 기회는 처음부터 남성 의사의 몫이었다 한국의 공중보건 체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 

선정했던 미군정은 해방 직후 열 명의 의사를 선발하여 하버드대학교와 존스홉킨스대학교 미시간대학교 , , 

보건대학원에 연수를 보냈다 미군정 한국의사 시찰단 미국 파견 국민보 년 월 일 선정된 . , , 1945 11 7 , 2. 「 」 『 』

이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최명룡 윤유선 백행인( ), ( , 1910 1987), ( 1915 ), 崔命⿓ 尹裕善 ⽩⾏寅– –

최창순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한범석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송형래( ), ( ), ( ), 崔昌順 韓凡錫 宋亨來

주인호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황용운 중국 상하이 ( , 1919 2000), ( ), 朱仁鎬 ⿈⿓雲–

세인트존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동철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 ), ⾦東喆

최제창 이었다 최제창 한미의학사 의사의 길 년을 돌아보며 서울 영림카디널( , 1906 2004) . , : 60 ( : , 崔濟昌 – 『 』 

이후 한미재단 세계보건기구 미국중화의학기금회1996), 170 173. ( ), , ( , 韓美財團 美國中華醫學基⾦會–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이 후원한 유학 과정 역시 남성 China Medical Board), (Minnesota Project) 

의사에게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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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우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를 취득한 

인물이었고 가족계획 사업의 실무를 맡은 보건사회부의 방숙과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 

국립보건원 원장 윤유선 역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를 받은 바 있었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영춘 유승헌 황태식 노경병 . . , , , 

등은 세브란스 학맥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같은 대학이 아니었던 이종진과 권이혁 신한수 등도 , , 

다른 이들과 미국 유학파 의사라는 정체성을 공유했다.68

남성 의사가 유학 경험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인적 연결망을 장악하는 동안 여성 , 

의사는 이 모두에서 배제되었다 의사 사회에서 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남성에게 열세였다. . 

인원부터 그러했다 가족계획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년 당시 전국 의사 명 가운데 . 1963 , 9,052

남성은 명 여성은 명이었다7,644 , 1,408 .69 여성의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적합한 일은 따로 있다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다 기회 역시 불균등했다, . . 

교원으로 남을 가능성은 작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아니면 수련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 

경우가 허다했다.70 실제로 년까지 전국 의대 교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에 지나지  1980 11.9%

67 양재모 열정을 쏟았던 세 분야 권이혁 외 보건학과 나 서울 신원문화사 , , , ( : , 2008), 298 308 [306].「 」 『 』 –

68 방숙과 양재모 윤석우를 비롯한 이들의 간략한 이력은 다음을 참고했다 연세의대 졸업생활동  , . 

편찬위원회 제중원 세브란스인의 사회공헌 연세의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공간, , : ( : , 2016); 『 』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헌정록 서울 대한의학회 이종진 중앙일보 인물정보 , : 2009-2019 ( : , 2019); ‘ ’, 『 』 

년 월 일 접속[2020 3 11 ].

69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 : 1964 ( : , 1964), 12 13.『 』 –

70 김정기 전문직 여성차별에 관한 연구 의사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 ( , 『 』 

사회학과 임선영 외 한국 근대화와 여의사들의 역사적 발자취 대한의사협회지, 1984), 57 70; , , , 61-2 – 「 」 『 』

이러한 현상은 오래 지속되어 년 기준 전체 여자 의사 명 가운데 산부인과와 (2018), 90 95. 1986 , 1,445–

소아과를 전공한 이가 각각 명과 명으로 도합 에 달했다 그다음은 내과 명 안과 329 330 45.6% . 137 (9.5%), 

명 마취과 명 순이었다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자의사 년 제 대 101 (7.0%), 95 (6.6%) . , 90 , 142 143. 15『 』 –

한국여자의사회 회장과 제 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박양실 은 당시를 이렇게 27 ( , 1935 )朴孃實 –

기억했다 남녀차별 그런 차별을 그래도 안 받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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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71 대한어머니회의 창립 회원으로 출산 조절 운동을 주도했던 강주심이 평생을 개원의로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유학이나 연수의 기회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학비나 생활비 지원 없이는 외국에 나가기 . 

힘들었고 소수의 기회마저도 대개는 이미 교원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가기 마련이었다, .72 

어렵사리 유학을 다녀온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많지 않았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공고한 인적 , . ‘ ’ 

연결망에 접속하려면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를 온몸으로 뚫어내야 했다 결국 교원 , . 

선발의 기회도 유학의 기회도 누릴 수 없었던 여성 의사는 국제 인구 정책에 반응할 수 있 는 “ ”

소수의 고학력 엘리트 집단 에 속할 수 없었다 의사 집단은 학맥과 유학파 의사라는 공통의 “ ” .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만의 리그일 뿐이었다, .

요컨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조직과 함께 한국 가족계획 사업의 주도권은 여성에서 남성 더 , , 

정확하게는 남성 엘리트 의사로 이전되었다 미국으로의 유학 기회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여러 . 

남성 의사는 서구 세계의 인구 이론을 학습하여 돌아온 뒤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양 인구 , 

조절의 필요와 당위를 역설하였다 유학파 넓게는 의사라는 정체성을 함께 했던 이들은 민관의 . 

그러면서도 그중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았죠 뭘 받았는가 하면 인턴을 들어가는데 년 동안 결혼을 안 . , 5

하겠다는 각서를 쓰래 그때 그랬어요 각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레지던트 들어갈 때는 자기가 . . . …… 

전공하는 과목을 자기가 정하는 건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전부 산부인과 아니면 소아과야 다른 . . ……

외과계에서 뽑아 주지도 않아 남자들만 뽑아주지 박양실 구술 박양실 전경옥 박선애 정기은. .” , : , , , , 「 」

한국여성인물사 한국여성근현대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 1945 1980 ( : , 2005), 313 377 『 』 – –

[331 332].–

71 김상현 한국 의료제도 내의 성별구조와 여성의사의 지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 , 『 』 

사회학과, 2004), 19.

72 양재모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양재모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유럽을 시찰하던 도중  . 

국제가족계획연맹 사무실에 들르게 되면서 가족계획 사업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 

같은 학교 선배인 보건사회부 차관 이병학 이 마련해준 기회였다 이는 훗날 캐드버리가 양재모의 ( ) . 李炳學

연락처를 입수하는 경로가 되었다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가족계획운동의 대부 양재모 연세의사학. , , , , 「 」 『 』

14-1 (2011), 88 10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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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을 두루 차지했고 이러한 공고한 인적 연결망 속에서 보건사회부와 ,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의 구분을 하기 어려울 만큼 밀착하고  “ ……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73 그러나 여전히 남성 의사가 장악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 사업의 공급 측면 다시 말해 실제로 사람들과 부대끼며 피임에 관련된 정보나 도구를 . , 

전하는 차원에서 이들은 오히려 뒷전에 있었다.

복강경의 도입과 사업 주도권의 강화6.3.2. 

여성 현장 요원의 역할

가족계획 사업의 설계와 관리가 남성 의사에게 맡겨졌다면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실천하는 , 

일은 의사가 아닌 여성 인력의 몫이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초기부터 정부는 현장 요원으로 . 

여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년 월 일에 열린 제 회 제 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 1964 1 15 39 6

회의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박주병 은 상대가 여자이니까 될 수 있으면 ( , 1902 1985) “朴柱秉 –

여자를 쓰는 것이 좋 다고 발언하였다” .74개발도상국의 가족계획을 기획하고 조정하던 선진국의  

의학자나 인구학자의 판단도 같았다 이들은 가부장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동아시아에서는 . 

여성이 남성 의사의 진료를 저어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들은 이로부터 정관 불임 수술이 “ ” .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지만 이미 여성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한국의 관료와 , 

의사 집단에 이는 남성 의사가 아닌 여성 요원을 활용해야 하는 근거가 되었다.75

73 김택일 가족계획사업 년 회고 , 30 , 30 48 [47].「 」 –

74 국회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 회 제 차 년 월 일 박주병은 년  , 39 6 , 1964 1 15 , 5. 1922「 」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와 만주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을 연구한 인물로 해방 , 

이후에는 사회부 보건국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장 해군의무감 등을 지내고 국립의료원장과 , , ,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결핵협회 . ,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박주병은 가족계획 사업이 설계되고 시행되던 당시 민관을 모두 장악하던 의사 . , 

인력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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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활동했던 인력의 형태는 다양했다 가장 먼저 투입된 이들은 보건소에 소속된 . 

가족계획지도원이었다 가족계획지도원이 되려면 간호원 또는 조산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 ‘ ’ ‘ ’

했으며 소정의 훈련을 거쳐 선발된 이들은 일반지도원을 거쳐 선임지도원으로 승진할 수 , 

있었다.76 년 월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개 도시에서 첫 훈련이  1961 11 , 9

시작되었고 이틀간의 훈련을 거친 이들은 가족계획지도원 자격증을 받고 전국 주요 도시의 , ‘ ’

보건소에 파견되었다.77 이들은 지도원이라는 말 그대로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읍면동 현장 출장은 물론이거니와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후술할 . 

가족계획계몽원을 지도 감독하는 일 모두가 가족계획지도원의 몫이었다.78 년 월에는  1962 3

보건소법 의 개정과 함께 전국 개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실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의 운영 98 , 「 」

역시 가족계획지도원의 담당이었다.79

75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Vasectomy, Old and New Techniques”, Population Reports, Series D, Number 1 (December, 

1973), 1 19 [1].–

76 전라남도 장흥군 기획실 가족계획요원 관리규정 시달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1974.3.) ( : BA0044331), 「 」 

간호사와 조산사의 명칭은 해방 이후 두 차례 변화하였다 년 국민의료법의 제정과 함께 1 2. . 1951–

간호부 와 조산부 를 간호원과 조산원으로 변경하였고 년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 ) ( ) , 1987看護婦 助産婦

이를 다시 간호사와 조산사로 바꾸었다 아래에서는 시대의 맥락을 살릴 필요가 없다면 간호사와 조산사로 . 

표기한다 국민의료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제정 년 월 일 시행 의료법 법률 . ( 221 , 1951 9 25 , 1951 12 25 ); (「 」 「 」 

제 호 년 월 일 일부개정 년 월 일 시행3948 , 1987 11 28 , 1988 3 29 ).

77 가족계획지도요원 훈련 실시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각지에 파견 경향신문 , , 1961 11 6 , 3 ; , , 〈 〉 《 》 〈 〉 《 》

년 월 일 면1961 12 4 , 3 .

78 전라남도 장흥군 기획실 가족계획요원 관리규정 시달 , , 2 3.「 」 –

79 개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보건소법의 개정 사항 중 하나는  98 , , 1962 2 21 , 3 . 〈 〉 《 》

보건소의 업무를 명기한 제 조에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보건소에 4 “ ” . 

가족계획상담실을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보건소법 법률 제 호 년 월 일 . ( 1160 , 1962 9 24「 」 

전부개정 년 월 일 시행, 196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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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지도원이 시와 군 구 단위에서 지역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 

년부터 배치된 대한가족계획협회 소속의 가족계획계몽원은 읍과 면 동 단위에서 지역의 1964 , 

주민을 찾아다니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가족계획계몽원 역시 . 

가족계획지도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또는 조산사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 조건만 만족시킨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 

임시직인 탓에 면허를 가진 인력만으로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년을 기준으로 , . 1965

가족계획계몽원으로 활동하던 인력 명 가운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는 에 2,207 31%

불과했다.80 경향신문 에 소개된 강임자의 사례는 전형적이었다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에  . 《 》

거주했던 강임자는 간호사도 조산사도 아니었지만 경기도청에서 강습을 받고 , “ …… 

가족계획계몽원으로 나섰다 우물가에 모여든 아낙네들에게 차근차근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 

설명해주고 또 약제와 루프 시술을 전 하기 위함이었다” .81 이러한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년 오늘날의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간호보조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개월의 훈련을 1966 , 9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82

마지막은 가족계획어머니회의 회원이었다 정부와 혼연일체를 이룬 반관반민 단체였던 . ‘ ’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년에 들어서면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 조직을 1968 , 

구상하였다 도합 몇천 명에 지나지 않는 가족계획지도원이나 가족계획계몽원으로는 몇백 만의 . 

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 30 , 108 112.『 』 –

81 어느 생활 가족계획계몽원 강임자양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 , 1968 2 26 , 5 .〈 〉 《 》

82 년 월 일 일부개정된 의료보조원법시행령의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의료보조원의 종별을  1966 7 25 「 」

명기한 제 조에 간호보조원이 추가된 것이다 업무범위를 규정한 제 조 항에 따르면 간호보조원은 1 . 2 7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 조에 따라 중학교 이상의 ” , 5 “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과거 년 이상 2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세 이상의 여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8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족계획계몽원이라면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었다 의료보조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 2665 , 「 」 

년 월 일 일부개정 년 월 일 시행1966 7 25 , 1966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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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조직 을 . “ ”

구성한다면 시간과 노력은 덜 들고 성과는 클 것 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 [ ] ” , 

지역사회 기반의 보급소가 되어 가족계획요원들의 보급사업을 보충 하는 지역 조직이 “ ”

구성되었다.83 먼저 년 월 보건소장이나 군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1968 5

간사가 선발되었고 명의 간사는 각 군 단위에 파견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 139 ( ) 郡

역할을 맡았다.84 가족계획어머니회는 빠르게 세를 불려갔다 이사장 양재모가 인구협회를 통해  . 

마련한 미국 국제개발처 자금 달러를 바탕으로 간사가 파견된 지 두 달 여 만에 228,000 , 

개 동과 리에 명의 회원을 둔 거대 조직이 갖추어졌다16,868 194,614 .85

이들 현장 요원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사업 홍보와 피임법 교육이었다. . 

사람들은 대개 피임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었다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과 . . 

같은 기술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임 기구의 수입과 , 

국내 생산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부재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 . 

가족계획 사업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일로 한정되었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 교육은 ,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요원의 계몽 활동은 피임법을 습득하는 거의 유일한 . 

통로였다 가족계획지도원과 계몽원은 가정이나 회사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피임법을 . , 

교육하였고 가족계획어머니회의 여러 회원 역시 가정 방문에 적극적이었다 계몽 활동의 , .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지도원과 계몽원의 경우에는 한 달에 나가야 할 최소 출장 횟수가 , 

정해져 있기도 했다.86

83 류덕천 가족계획과 사회개발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사업평가 세미나보고서 서울 , , , ( : 「 」 『 』 

가족계획연구원 강봉수 한국가족계획 어머니회의 연혁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31 34 [32]; , , , – 「 」

지역사회개발과 가족계획에 관한 여성지도자 국제훈련교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 1987), 57 74 [61].『 』 –

84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가족계획십년사 , , 88 92 [88].『 』 –

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다른 문헌에서는 달러라는 수치를 제시한다 , 30 , 82. 211,066 . 『 』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가족계획십년사 가족계획어머니회는 계속해서 조직을 확대하여, , 88 92 [91]. , 『 』 –

년에는 명의 회원을 둔 거대조직이 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1976 749,647 . , 30 ( : 『 』 

대한가족계획협회, 1991), 138 14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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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개입 역시 현장 요원의 업무였다 경구피임약의 보급이 대표적이었다. . 

가족계획어머니회의 설립과 경구피임약 보급 사업의 개시가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 번 시술하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궁내장치와 달리. , 

경구피임약은 먹는 날짜를 제대로 지켜야 하는 문제 와 매월 정기적인 보급의 문제 가 “ ” “ ”

있었다 정해진 시간을 어기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졌고 끊임없이 복용해야만 피임 효과를 . , 

기대할 수 있는 탓이었다 가족계획어머니회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내어놓은 해결책이었다 각 . . 

마을을 중심으로 조직된 보급망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자주 모임으로써 상호 규칙적인 복용을 , “

독려 지도하고 약품을 끊임없이 보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 .87 일부 가족계획요원은  

자궁내장치를 시술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가족계획요원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년 . , 1970

당시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술의 가 이들 12 13%–

가족계획요원의 손으로 진행되었다.88 이러한 비율은 더 늘어나 년의 조사에서는 전체  1977

대상자의 가 의사가 아닌 가족계획요원에게 자궁내장치를 시술받았다고 보고되었다42.9% .89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는 녹록하지 않았다 현장 요원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자식 복은 . . “

오복의 하나 제 복 은 제가 타온다 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가족계획을 전파하는 이들은 ”, “ [ ] ”

86 출장 교육의 요구량은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계획지도원과 계몽원을 구분하지 않고  . 

월 회 이상 출장하여 가정방문한다 고 규정한 문건이 있는 한편 지도원은 월 일 이상 읍면동에 “ 18 ” , “ 15

출장 현지 지도계몽하고 계몽원은 월 일 이상 가정방문 계몽지도한다고 규정한 문건도 있다 강희두 ” “ 20 ” . 

외 도시보건소 가족계획요원 기초훈련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전라남도 , ( : , 1979), 13; 『 』 

장흥군 기획실 가족계획요원 관리규정 시달, , 2 3.「 」 –

87 대한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어머니회 연구 부녀조직 구성 및 관리지침서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 ( : , 『 』 

1987), 7 27 [8].–

88 김태룡 전국자궁내피임보고 서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자궁내장치 시술은  , ( : , 1970), 28. 『 』 

가족계획요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규정상 가족계획요원의 업무는 자궁내장치를 권장하고 . 

지정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데에 한정되었다 강희두 외 도시보건소 가족계획요원 기초훈련을 위한 ‘ ’ . , 『

교육과정개발 , 20 21.』 –

89 고갑석 외 년도 피임수용자 확인 및 추구조사 보고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1976 1977 ( : , 1977),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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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에서 손가락질은 예사고 호통을 듣기가 일쑤 였다“ ” .90 속으로는 출산 조절을 원하던  

여성들도 집안 어른의 호통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언론도 현장 요원의 고생담을 보도하며‘ ’ . ,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 사람들도 가족계획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

까마득히 모르고 있으니 딱한 노릇 이라 지적하곤 했다” .91 목표량 제도 역시 문제였다 장에서  . 2

살핀 바와 같이 가족계획요원에게는 보건소를 통해 한 해의 목표량이 시달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 간사에게 목표량이 전달되면 이는 다시 각 동리 . ( ) , 郡

단위의 가족계획어머니회에 분배되었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언제건 옷을 벗어야 했으니. , 

사실상 강제 할당량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을 향한 반감 속에서 어떻게든 목표를 채워야 하는 . 

현장 업무는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다.

업무의 고단함에도 가족계획요원이 되거나 가족계획어머니회에 가입하려던 여성은 적지 , 

않았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 , 

가족계획지도원의 경우 년을 기준으로 달마다 원 가량의 수당을 수령하였다1962 3,000 .92 

년 말단 봉급생활자 의 월급이 원에서 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많은 금액은 1963 “ ” 4,000 5,000 , 

아니었다.93 그러나 당시의 경제 상태와 여성의 취업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은 돈이라고 할  , 

수도 없었다 임시직인 가족계획계몽원은 더 박한 돈을 받았지만 지도원과 그리 차이가 나지는 . , 

않았다 년 당시 선임지도원과 일반지도원 계몽원의 월급은 각각 원과 원. 1976 , 47,400 42,800 , 

원이었다39,500 .94 이는 당시 급 갑에서 급 을 오늘날의 급에서 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4 4 , 6 7

수준이었다.95 또한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계몽원에서 지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없지  , 

않았다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갖추고 계몽원으로 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나 조산사가 . 2

90 지방공무원 애환과 영욕의 허실 가족계획요원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 1977 10 6 , 5 .〈 〉 《 》

91 울고 간 가족요원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64 5 28 , 7 .〈 〉 《 》

92 서울의 신종직업 가족계획 지도원 조선일보 년 월 일 면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은  : , , 1962 9 12 , 6 . 〈 〉 《 》

원에서 원 아리랑 담대 한 갑은 원이었다 김광중 강범준 지표로 본 서울 변천 주요 통계와 20 30 , 25 . , , : 『

동향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2003), 44, 46.』 

93 쌀 타령 박봉의 호구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 1963 7 19 , 7 .〈 〉 《 》

94 가족계획요원 급료 전국적으로 일원화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 1976 3 17 ,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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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일반지도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다.96

가족계획어머니회에 참여한 여러 여성 역시 가족계획 사업 속에서 경제 활동의 기회를 

발견하였다 마을금고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각 동리 단위의 가족계획어머니회는 . .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지급한 소액의 지원금을 모으고 이를 종잣돈으로 삼아 가축을 , 

사육하거나 구판장 을 운영하여 목돈을 만들었다 동기는 뚜렷했다 열악한 사회적 ( ) . . 購販場

지위에서 탈피하려면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어야 할 것 이며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함부로 “ ” “

하덜 못헐 것 이라는 기대였다 이렇게 모인 돈은 물론 다시 아궁이 개량이나 개수대 및 ” . 

조리대 설치 등 힘을 함께 한 여성을 위해 사용되었다.97 이들에게 수태조절 과 생활개선 은  “ ” “ ”

동떨어진 목표가 아니었다 가족계획 운동이 잘살아 보자는 운동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 “ , 

푼돈을 저축하여 경제력이 있어야 하 기 때문이었다” .98

이처럼 가족계획 사업에서 여성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업의 설계와 관리가 남성 . 

의사의 영역이었다면 사람들을 마주하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여성 현장 요원의 , 

영역이었다 현장 요원은 사업을 홍보하고 피임법을 계몽하는 일을 도맡는 한편 여성의 몸에 . , 

대한 의학적 개입을 수행하기도 했다 경구피임약의 배분과 복약 상담 때로는 자궁내장치의 . , 

시술까지 이들의 손에 맡겨졌다 한편 가족계획 사업의 현장은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 , 

거듭나는 곳이기도 했다 사업 수행의 대가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여러 . ,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경제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서로를 위해 연대할 수 , 

95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 호 년 월 일 일부개정 년 월 일 시행 별표  ( 8360 , 1976 12 31 , 1977 1 1 ), 2 「 」 

급 내지 급 공무원의 직무급표‘1 5 ’.

96 전라남도 장흥군 기획실 가족계획요원 관리규정 시달 , , 1.「 」

97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농촌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은 마을금고  , , 124 129 [127 128]. 『 』 – –

운영에 앞서 년대부터 계 모임과 같은 여성 소모임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년대에 나타난 , 1950 . 1950

자율적 소모임과 년대에 조직된 가족계획어머니회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1960

있다 강수연 년대 농촌 마을 부녀회의 조직과 성격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 1960 1960 ( , 『 – 』 

국사학과, 2015).

98 본보기 어머니회를 찾아서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전리 가정의벗 : ,  , 25 (1970.8), 15 17 [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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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여성 현장 요원의 영역은 곧 크게 줄어들었다 복강경 도입이 가져온 결과였다. . .

복강경의 도입과 남성의 주도권 강화

난관 불임 수술의 유행과 함께 여성 현장 요원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은 , . 

콘돔이나 자궁내장치 경구피임약과 다르게 오직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물론 , . 

간호사에게 수술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장에서 보았듯 클리퍼드 윌리스. 4 , (Clifford R. 

는 복강경 수술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의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고 Wheeless, Jr.) , 

강변했다 간호사도 소정의 훈련만 받으면 얼마든지 복강경을 이용하여 난관 불임 수술을 . , 

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99 그러나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와 대척점에 있던  . 

라이머트 레이븐홀트 와 같은 이들은 복강경 수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Reimert T. Ravenholt) , 

의사 중에서도 매우 숙련된 이에게만 복강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100 결국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의사 그중에서도 공인된 산부인과 의사 또는 외과 , “

의사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호사에게는 수술이 아닌 장비를 관리하고 소독하며 ” . “

유지하는 역할이 부여될 뿐이었다” .101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의 몫이 되었다 규정과 . . 

무관하게 자궁내장치를 시술하곤 했던 가족계획요원도 복강경 수술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여러 .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훈련의 문제였다 한국에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도입하는 통로였던 . . 

99 Cliifford R. Wheeless Jr., “A Rapid, Inexpensive, and Effective Method of Surgical 

Sterilization by Laparoscop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3-5 (1969), 255-259

100 Reimert T. Ravenholt, “Overview of the Offices of Population, A.I.D., on Sterilization”, 

Female Sterilization: Prognosis for Simplified Outpatient Procedures, eds. by Gordon W. Duncan, 

Richard D. Falb, and John Joseph Speidel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1 3.–

101 Department of Medical and Public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Laparoscopic Sterilization: A New Technique”, Population Reports, Series C, Number 1 

(January, 1973), 1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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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프로그램이 훈련의 대상을 의사로 한정함에 따라 그 외의 직군은 수술 기법을 , 

교육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육 과정에 다량의 임상 실습 시간이 배정된 데에서도 알 수 . 

있듯 복강경 수술을 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현장 훈련이 필수적이었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 .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복강경 수술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 

없었다 또 하나는 장비의 문제였다 자궁내장치 삽입에는 별다른 기구가 필요치 않았지만. . , 

복강경 수술은 아니었다 복강경은 물론이거니와 기체를 주입하는 장치 여기에 수술에 . , 

사용되는 여러 도구가 모두 갖추어져야 했다 의사가 아닌 이는 이러한 장비를 구하기도. ,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다른 요인도 있었다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장에서 살핀 . . 4

바와 같이 당시 복강경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의 큰 수입원이었다 보건소 지정병원이 되면 , . 

수술을 받기 위해 하루에 열 사람 이상의 환자 가 찾아왔다“ ” .102 돈이 된다는 소식에 따로  

훈련을 받지 않은 의사가 장비만 가져다가 수술을 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103 경쟁도 없지  

않았다 복강경이 난관 불임 수술의 난도를 낮추면서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 . , 

있었기 때문이다 형편이 이러할진대 복강경 수술이 간호사나 조산사에게 확대되는 일은 . , 

기대할 수 없었다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술은 공유의 대상이 아닌. , 

독점의 대상이었다.

의사가 복강경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복강경 수술이 확산함에 따라 경구피임약과 , 

자궁내장치와 같은 다른 피임 기술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이를 담당하던 현장 요원의 역할 , 

역시 덩달아 줄어들었다 년대 초반에 개복 난관 불임 수술이 시작되고 년대 중반에 . 1970 , 1970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대규모로 시행되면서 현장 요원이 담당하던 자궁내장치와 , 

경구피임약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가족계획 사업의 변화는 이러한 감소세를 부채질했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복강경 수술의 성공에 고무된 정부는 제 차 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4 5

년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개인이 1977 , . 

102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삼일병원 설립자 유승헌 연세의사학 , , , , 12-2 (2009), 59 103 [80].「 」 『 』 –

103 휴지통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지방공무원 애환과 영욕의 허실 가족계획요원 , , 1979 6 9 , 7 ;  : , 〈 〉 《 》 〈 〉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1977 10 6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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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하도록 하고 여기에 투입되었던 예산은 복강경 수술에 , 

할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요원이 경구피임약을 배급하고 복약을 지도하던 그리고 때로 . , 

자궁내장치를 시술하기도 했던 시절은 가고 있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른 . 

복강경 수술에서 가족계획요원이 맡은 역할은 지정 병원 안내와 정부 지원금 쿠폰 발행 수술 , 

보조 정도였다.104

그리고 이렇게 가족계획 요원에서 의사로 현장의 주도권이 이동하면서 사업의 젠더 질서는 , 

더욱 공고해졌다 직군의 구분이 성별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 . 

여성이었던 가족계획요원과 가족계획어머니회와 달리 산부인과 의사는 대개 남성이었다 앞서 , . 

언급한 바와 같이 산부인과는 그나마 여성에게 문호를 열어둔 분야였지만 인공유산과 난관 , 

불임 수술 등의 증가로 산부인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나며 남성 지원자가 몰린 탓이었다. 

실제로 년만 하더라도 전체 산부인과 의사 명 가운데 에 해당하는 명이 1965 308 30.5% 94

여성이었지만 이 비율은 점차 낮아져 년에는 명 중 인 명 년에는 , 1970 439 28.0% 123 , 1983

명 중 인 명만이 여성이었다 년부터 년까지 매년 명의 남성이 1,245 19.9% 248 . 1970 1983 52.4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다면 같은 시기 같은 자격증을 받은 여성은 매년 명에 , 9.6

불과했다.105

물론 여성 의사가 복강경 수술에서 온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경기도 안양시의 . 

신영순 병원이나 인천시의 이길여 산부인과 등은 일찍이 ( , 1936 2019) ( , 1932 ) 申英順 李吉⼥– –

복강경을 도입하여 가족계획 사업에 참여하였다.106 개인뿐만이 아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 

104 Kee Chun Han, “Economic Perspectives”, Voluntary Sterilization: A Decade of Achievement,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untary Sterilization, eds. by Marilyn E. 

Schima and Ira Lubell (New York: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1980), 39 40.–

105 최보문 신영순 한국 여의사의 현황과 미래의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 , , , 38-12 (1995), 1444 1456.「 」 『 』 –

106 병원탐방 신영순병원 대한병원협회지 이길여 아름다운 바람개비 : , , 18-10 (1989), 66 69; , : 「 」 『 』 – 『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의 공익경영 십계명 서울 메디치미디어 신영순은 제 대 ( : , 2012), 81 82. 13』 –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한국여자의사회 제 대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7 . 

이길여는 이후 산부인과를 확장하여 길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가천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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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서 가족계획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한국여자의사회는 국제가족계획후원회(Family 

의 지원을 받아 년에는 경구피임약의 배포를Planning International Assistance, FPIA) , 1976 , 

그리고 년에는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여전히 1978 . 

제한적이었다 년부터 년까지 한국여자의사회를 통해 집도된 난관 불임 시술은 모두 . 1978 1980

건으로 이는 해당 시기 전체 시술 건수 건의 에 지나지 않았다14,150 , 567,762 2.5% .107 개인의  

참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년을 전후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의 . , 1980

를 조금 상회하던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더 많은 난관 불임 수술을 했을 20%

가능성은 작았다 이러한 면에서 복강경 수술은 의사 더 정확하게는 남성 의사의 기술이었고. , , 

따라서 복강경 수술의 확산은 남성 의사의 주도권 획득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남성 의사는 사업의 전 , 

영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성 의사는 가족계획 . 1970 , 

사업의 설계와 관리를 휘어잡았을 뿐 현장까지 장악하지는 못했다 사람을 마주하고 피임 , . 

기술을 공급하는 영역은 여성 현장 요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복강경이 도입되고 확산하면서. , 

상황은 변화하였다 여성 현장 요원이 맡던 역할은 줄고 남성 의사의 비중은 늘어났다. , . 

복강경의 도입이 가져온 변화는 기술적인 차원에 한정되지 않았다 복강경은 여성의 몸에 . 

개입하는 행위자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결과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불평등을 더욱 , 

심화하였다.

한국여자의사회 제 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13 .

107 한국여자의사회편찬위원회 한국여자의사 년 서울 한국여자의사회 또한 , 90 ( : , 1986), 87 104. , 『 』 –

한국여자의사회가 집도한 건의 난관 불임 수술 모두가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라고 볼 수도 14,150

없었다 여성 산부인과 의사 대부분은 개원가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복강경 .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원 역시 복강경보다 미니랩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70 . 

실제로 국제가족계획후원회는 복강경은 단 두 대만을 기증한 반면 미니랩에 필요한 기구는 도합 , 

세트를 지원하였다 여성 의사는 기술 지원의 면에서도 불리함을 감내해야 했다300 . .



198 복강경의 기술사 년대 한국의 복강경 기술 도입과 보급 영향 | : 1970 80 , –

소결6.4. 

가족계획 사업은 언제나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업을 주도하던 양대 세력인 정부 관료와 . 

의사 집단이 의견을 함께한 결과였다 관료 집단이 보기에 가족계획 사업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 

관리하는 주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의사 집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관 불임 수술의 ‘ ’ . . 

확산에 힘쓰던 비뇨기과 의사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가족계획 사업을 설계하고 , . 

감독하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산부인과 의사와 예방의학자가 주도하는 단체였고 이들은 정관 , 

불임 수술보다는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의 보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관료와 의사의 . 

합의 속에서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고정되었다.

대상뿐만이 아니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주도권 역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년대 . . 1950

말까지만 해도 출산 조절은 여성이 이끌던 여성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대한어머니회로 , . 

대표되던 움직임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명맥을 다하였다 군사정권은 여성단체의 참여를 1960 . 

허가하지 않았고 국제가족계획연맹으로 대표되는 국제 사회의 흐름 역시 여성이 자기 뜻에 , 

따라 출산을 조절할 권리보다는 냉전 질서에 따른 인구 조절에 관심을 기울였다 상황의 . 

변화와 함께 사업의 주도권은 남성 의사 집단으로 이전되었다 해외 유학을 통해 인구 이론을 . 

포함한 예방의학 지식과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던 이들은 국제 사회와 한국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부상하였고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관 요직을 장악했다, .

복강경은 이와 같은 젠더 질서의 불평등을 강화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 기술인 .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도입된 지 십 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지속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탓에 경제성이 낮았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 .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일말의 가능성이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 

불투명해지면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던 관료와 의사 집단은 정관 불임 수술의 , 

목표량을 늘려 잡기 시작했다 하나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사업은 다시 여성으로 집중되었다. . 

복강경이 난관 불임 수술의 높은 기술적 경제적 장벽을 크게 낮춤에 따라 정관 불임 수술을 , , 

향한 정책 의지가 함께 줄어든 탓이었다.

복강경은 또한 가족계획 사업의 남성 주도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남성 의사 집단이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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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감독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현장만큼은 여성의 몫이었다 가족계획지도원과 계몽원, . , 

가족계획어머니회의 회원은 사업의 홍보와 계몽에 더하여 자궁내장치의 시술과 경구피임약의 

복약 지도를 담당하기도 했다 상황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과 함께 달라졌다 복강경 . . 

수술의 가능성에 고무된 정부는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에 할당되었던 예산을 난관 불임 

수술로 돌리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현장 요원의 업무는 새로운 대안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 

정도로 축소되었고 남성이 다수이던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의 몸에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가 , 

되었다.

요컨대 복강경의 도입은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불평등을 강화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복강경은 기술적 경제적 한계 탓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없었던 난관 불임 수술을 비교적 , 

저렴하고 간단한 수술로 탈바꿈시켰다 이로 인해 사업의 대상은 다시 한번 여성으로 . 

고정되었고 남성 의사 집단은 사업의 설계와 감독 실행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복강경이 , , . 

가져온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복강경은 선진국 미국과 개발도상국 한국 사이의 기술 . 

이전 연결망이 형성되는 계기였고 이렇게 형성된 연결망은 난관 복원 수술과 체외 수정이라는 , 

또 다른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추격하는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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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복강경과 기술 추격 난관 복원 수술과 체외수정 기7 . : 

술의 도입

도입7.1. 

복강경이 가족계획 사업의 젠더 질서에 미친 영향에 이어 이번 장에서는 복강경이 한국의 , 

의학 기술에 미친 영향을 돌아본다 장과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여러 산부인과 . 4 5 , 

의사에게 복강경이란 단순히 또 하나의 재생산 기술이 아니었다 복강경은 선진국의 의학을 . 

한국에 구현할 그리고 산부인과학의 세계적인 조류에 합류할 가능성이었다 국제개발처가 , . 

후원하고 존스홉킨스대학교가 시행한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기회였다 이후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또 다른 방법인 미니랩이 도입되었음에도 . 

복강경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복강경을 매개로 선진 의학에 접속한 . 

이들이 개발도상국의 기술인 미니랩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복강경의 도입 이후에도 한국의 여러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마주했다. 

하나는 미세수술에 쓰이는 수술 현미경이었다 년대 후반부터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외과 . 1950 , , 

등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된 수술 현미경은 년대 후반부터 산부인과 영역에서 이용되기 1970

시작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체외수정이었다 년대 초반 . . 1970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 수정란의 배양에 성공한 이후 세계의 여러 산부인과 의사는 체외수정을 , 

통한 임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년 월 일 세계 최초의 . 1978 7 25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면서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연구 결과는‘ ’ , “ [ ] ……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생식내분비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 .”1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홍수 속에서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강경을 들여온 것처럼 수술 , 

1 박두혁 낙세 노경병 산부인과를 사랑한 의사 서울 큐라인 ,  : ( : , 2007),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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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과 체외수정 기술도 들여오려고 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들의 노력은 성공을 . , 

거두었다 어떻게 그러했을까 복강경의 예에서 보았듯 기술은 그저 이전되지 않는다 기술 . . . 

이전에 앞서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복강경이 수술 현미경과 . 

체외수정 기술이 도입되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창출해낸 기반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으로 수술 현미경과 체외수정 기술을 향한 

수요가 성장하였고 복강경을 이전했던 연결망이 다시금 가동되어 새로운 기술의 이전을 , 

매개하였음을 살핀다.

수술 현미경과 난관 복원 수술의 도입7.2. 

현미경 난관 복원 수술의 발전7.2.1. 

난관 복원 수술에 대한 요구

복강경이 도입되고 확산한 년대 말 출산 문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1970 ,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 불임 수술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난관을 복원하려는 수요가 , 

증가하고 있었다 수술 당시에는 다른 마음이었겠지만 재혼한다거나 자녀를 다시 원한다거나. , , , 

또는 수술 이후 심한 부작용을 겪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생식능력의 회복을 원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야로슬라프 훌카 는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 (Jaroslav F. Hulka, 1930 2014)–

유행하던 년 매년 만 명의 여성이 수술을 받고 그중에서 가 훗날 복원을 원한다면 1975 , “ 60 1%

매년 천 명의 여성이 복원을 원하는 셈 이라며 난관 복원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고 6 ” , 

주장했다.2 근거 없는 추정은 아니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불임 수술을  . , 

받은 여성의 가 복원을 원했다1.1% .3

2 Jaroslav F. Hulka, “Current Status of Elective Ster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Fertility and 

Sterility, 28-5 (1977), 515 520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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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난관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은 의지에 따라 장치를 . 

제거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는 식으로 원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복강경 수술은 , 

아니었다 복강경으로 잘라낸 난관은 별도의 수술을 통해서만 복원될 수 있었다 수술 자체도 . . 

쉽지 않았다 전기로 태운 난관의 단면은 깔끔하지 않았고 정확한 문합 은 더욱더 . , ( )吻合

힘들었다 영구 피임이 가능하다는 난관 수술의 장점은 외려 복원의 성공률을 낮추는 단점이 . 

되었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향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기민하게 . , 

반응했다 난관 불임 수술을 후회하는 이들이 늘어나던 년의 봄 미국 뉴욕시 시의회는 . 1977 , 

수술 전 일의 숙려 기간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30 .4 이러한 정치적 비판을 방어 하기  “ ”

위해서라도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5

수술 현미경과 난관 복원 수술의 발전

난관 복원 수술의 가능성은 일찍이 세기 초부터 논의되었다 난관 불임 수술 때문이 아니라20 . , 

난관 자체의 해부학적 이상에서 비롯한 불임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골반염 등으로 인해 난관 . 

주변이 유착되거나 난관이 폐쇄되면 정자나 수정란의 이동에 지장이 생겨 불임이 될 수 ,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년에 폐쇄된 난관을 다시 개통하는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1913 , 

이후 같은 종류의 수술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6 물론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는 그리 많지  

3 Datta B. Pai, “The Need for Sterilization Reversal in India”, Reversal of Sterilization: 

Proceedings of a Workshop on Reversal of Sterilization, eds. by John J. Sciarra, Gerald I. 

Zatuchni, and J. Joseph Spiedel (Hagerstown, MD: Harper and Row, 1978), 264 273.–

4 “New York City Health Dept. Opposes Measure on Sterilization Control”, New York Times, 

March 25, 1977, 23.

5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Population Reports, Series C, Number 8 (September, 1980), 97 124 [117].–

6 이는 학계에 발표된 최초의 성공 사례였다 대상은 세 여성 환자였으며 임신에 성공하였다고  . 29 , 

보고되었다. S. L. Christian and E. L. Sanderson, “A New Method of Anastomosing the Ovarian 

Tube or Vas Deferen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61-24 (19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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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난관 복원 수술은 전 세계의 모든 증례를 다 합쳐도 . 1950

건이 되지 않는 드문 수술이었다 성공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 성공률을 보고한 이도 100 . . 67%

없지 않았지만 증례가 명뿐이라 무의미한 값이었고 대개는 언저리를 맴돌았다3 , 30% .7

난관 복원 수술은 수술 현미경의 도입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난관의 지름은 . 

에서 정도로 수술 현미경이 없어도 복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5mm 12mm , 

성공률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나안 수술의 성공률은 높지 않았고 이에 여러 산부인과 . ( ) , 裸眼

의사는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탐색했다 년 독일의 볼프강 발츠 를 . 1959 (Wolfgang Walz)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이비인후과와 안과 신경외과 등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던 수술 , 

현미경을 집어 들었다.8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성공률은 가까운 값으로 확연히 올라갔다 . 60% .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은 성공을 위한 최고의 방법 으로 자리 잡았다“ ” .9

수요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며 난관 복원 수술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년대 , . 1970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건에 달하는 , , , , 560

증례가 발표될 정도였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시행하던 이들은 이제 난관 불임 수술의 . “

복원 이라는 제목의 학회를 열었다 년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이 ” . 1978

주최한 이 학회에는 전 세계 개국에서 온 명의 의료진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19 90 .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난관 복원의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불임 수술 과정에서 최대한 난관을 ,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복원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토론하였다.10 이처럼 난관 복원 수술은  

7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97 124 [98 100].– –

8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97 124 [98 100].– –

9 Victor Gomel, “Microsurgical Reversal of Female Sterilization: A Reappraisal”, Fertility and 

Sterility, 33-6 (1980), 587 597 [595].–

10 이 과정에서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훌카 클립과 윤인배 고리 ‘ ’ ‘ ’ 

등의 방식은 복원 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올려주는 기술로 재해석되었다. Alvin M. Siegler and Vasilios 

Kontopoulos, “Reversal of Tubal Sterilization: Implications, Techniques, and Results”,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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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 년 만에 질병으로 인한 난관의 손상을 복원하던 낮은 성공률 의 수술에서 높은 “ ” “

성공률로 난관 불임 수술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배경에는 복강경 난관 불임 ” , 

수술의 확산과 수술 현미경의 도입이 있었다.11

복강경 연결망의 재가동7.2.2. 

난관 복원 센터의 필요성

눈여겨볼 지점은 년의 학회에서 난관 복원 센터의 설립이 제안되었다는 사실이다1978 , ‘ ’ . 

학회에 참석한 이들은 불임 수술을 복원하려는 잠재적 수요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 , 

수요 를 고려할 때 다수의 복원 센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하였다” , .12 왜였을까 복원  .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현미경 기술을 이전하고 사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 . 

문제는 수술 현미경의 사용법이었다 좁은 수술 범위에 눈과 손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아무리 . “

숙련된 집도의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훈련을 받을 필요 가 있었다” .13 물론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이전이라는 좋은 선례 덕분이었다 난관 복원 센터를 . . ‘ ’

제안한 이들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 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선진국의 의사가 ‘ ’ . 

개발도상국의 의사에게 기구와 기술을 전수하고 새로 마련된 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다시 기술을 전수한다면 난관 복원의 확산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 “

것 이었다” .14

of Sterilization, 134 142.–

11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97 124 [100].–

12 J. Joseph Speidel and Reimert T. Ravenholt, “The Potential of Reversible Sterilizat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s”, Reversal of Sterilization, 260 263 [263].–

13 Gerald I. Zatuchni and John J. Sciarra, “Reversal of Sterilization in the Male and Female 

Report of a Workshop”, Contraception, 17-5 (1978), 435 441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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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 이전과 현미경 수술 이전의 공통점은 센터라는 형식뿐만이 아니었다 두 가지 . 

기술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복강경에는 수술실의 확장을 통해 임상례를 손쉽게 축적하려는 선진국 의학자의 의도와 기술 ‘ ’

이전을 바탕으로 세계 의학계의 주류에 가까워지겠다는 개발도상국 의학자의 의도가 중첩되어 

있었다 현미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수요가 클 것이라는 . . ‘ ’

추정에서도 보이듯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대규모로 시행된 개발도상국은 또한 현미경 난관 , 

복원 수술이 대규모로 시행될 곳이기도 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막대한 . 

수의 임상례를 확보할 가능성을 의미했다 난관 복원 센터가 설립된 이후 존스홉킨스대학교의 . , 

여러 의료진은 센터의 설립 목적이 각국에서 현미경 수술의 시행과 훈련을 가능케 하고“ , 

현미경 수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를 수집 하는 데 있다고 명기하였다 교육을 통해 수술 ” . 

과정을 규격화하고 이렇게 마련된 통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미경 수술을 비교 연구 할 수 , “ ”

있다는 말도 함께였다.15

선진국의 여러 의학자는 복원 수술의 확산에서 난관 불임 수술의 임상례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읽어내기도 했다 국제개발처 인구국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의사 조지프 스파이델. (J. 

과 인구국 국장 라이머트 레이븐홀트 는 앞서 언급한 Joseph Speidel) (Reimert T. Ravenholt)

난관 불임 수술의 복원 학회에서 가역적인 불임 수술이 가능하다면 개발도상국에서 억 ‘ ’ , “ , 1

쌍의 남녀가 수술을 받을 것 이라 발표했다” .16 복원 수술이 불임 수술을 향한 두려움을  

덜어준다는 이유였다 더 나아가 이렇게 불임 수술이 확대된다면 이는 다시 복원 수술의 . , 

수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원 수술이 불임 수술로 이어지고 불임 수술이 복원 수술로 . , 

이어지는 순환 속에서 선진국의 수술실은 더욱더 넓게 확장될 수 있었다, .

14 Speidel and Ravenholt, “The Potential of Reversible Sterilizat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s”, 260 263 [263].–

15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97 124 [118].–

16 Speidel and Ravenholt, “The Potential of Reversible Sterilizat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s”, 260 263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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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의학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복강경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현미경 수술도 . , 

재빨리 익히길 원했다 난관 복원 수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였다. . . 

사태의 핵심은 현미경 수술이 산부인과학의 최신 조류라는 데 있었다 년에 . 1979

미세수술 과 같은 학술지가 새로 창간될 정도로 현미경 수술은 급격히 (Microsurgery) , 『 』

부상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은 난관 복원을 넘어 부인과 수술 전반에 현미경을 활용할 방안을 . 

모색했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17 세계적 조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몇 년 전  , 

복강경을 배웠던 것처럼 현미경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술기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 “

열정은 복강경을 향한 그것과 비슷한 것 이었다” .…… 18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인 또한 현미경 수술의 확산을 환영했다 난관 복원 수술의 . 

시행이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을 촉진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장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 4

복강경 수술에는 종교적인 반발 등이 뒤따르곤 했고 이는 기술의 확산을 가로막는 커다란 , 

장애물이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었다 상기한 뉴욕시 시의회의 결정처럼 미국 내에서도 . . , 

영구성과 비가역성을 이유로 복강경 수술의 시행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복원 수술이 . 

확산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현미경 수술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로 인해 불임 수술의 . “

확산을 선택하는 국가 는 증가하고 비가역적 피임 기술을 향한 여러 종교 지도자의 우려는 ” , “

감소 하리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19 더 많은 불임 수술을 위해서라도 복원 수술은 확산해야  , 

했다.

17 Victor Gomel, “The Impact of Microsurgery in Gynecology”, Clinical Obstetrics and 

Gynecology, 23-4 (1980), 1301 1310.–

18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97 124 [117].–

19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Reversing Female Sterilization”, 

97 12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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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재가동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학자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난관 복원 센터는 빠르게 , 

준비되었다 복강경의 확산 당시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을 맡았던 존스홉킨스대학교가 다시 . 

교육을 담당하였고 미국 국제개발처가 이번에도 재정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을 총괄을 맡은 , . 

산부인과학의 대가 하워드 존스 와 현미경 수술의 권위자 (Howard W. Jones Jr., 1910 2015)–

존 록 교수 등을 주축으로 존스홉킨스대학교 부속병원에 교육 센터가 (John A. Rock) 

설치되었고 일차적으로 전 세계 개국에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교육 대상으로 , 15 16

선발되었다.20 복원 수술의 확산을 위해 복강경 연결망이 재가동된 셈이었다 .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모인 명의 산부인과 의사 가운데에는 한국의 장윤석16 ( , 張潤錫

이 있었다 한국의 여러 엘리트 의학자는 수술 현미경의 도입과 훈련을 바라마지 1931 ) . –

않았다 년대 말 당시 한국에서 수술 현미경을 사용해 본 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1970

비뇨기과학교실의 이희영 뿐이었다 정관 불임 수술의 복원을 위해 ( , 1922 ) . 李熙永 –

국제불임시술협회(International Project of the Association for Voluntary Sterilization, 

의 지원으로 년에 도입된 것이었다IPAVS) 1978 .21 이희영은 수술 현미경 덕분에 수술의  

성공률이 크게 올랐다고 썼다 년대 중반기까지는 육안 내지 두 배 크게 보이는 확대경 을 . “60 ”

써서 통로 재개율이 를 상회 하는 정도였는데 년대 초반까지는 배나 크게 하는 “ [ ] 70% ” , “70 4 6–

20 John A. Rock, et al., “An 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Assessment of Tubal Anastomosis 

by Microsurgical Techniqu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Microsurgery, 2 (1980), 63 66 –

경구피임약의 개발에 관여한 존 록 과는 다른 인물이다[63]. (John Rock, 1890 1984) . –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듀크대학교에서 산부인과학을 전공한 뒤,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자궁내막증 여성기 선천 기형 미세수술 등을 연구하였다, , . 

미국생식의학회 회장과 생식외과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Society of 

회장 등을 역임할 정도로 저명한 인사였다Reproductive Surgeons) . William C. Andrews, “Special 

Contributions: John A. Rock, M.D.”, Fertility and Sterility, 66-6 (1996), 887 888.–

21 배병주 외 엮음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서울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이십년사 및  , (1975 1994) ( : 『 – 』 

논문간행추진위원회, 199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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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을 쓸 수 있 게되어 성공률이 를 넘었으며 이후 현미경의 도입으로 배의 ” “ 80% ”, “20 40–

확대된 조건 하에서 복원수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어 가까이” “ [ ] 90% ” 

되었다는 설명이었다.22

산부인과 의사들의 처지는 달랐다 수술 현미경을 사용해 본 이는 전무했고 난관 복원의 . , 

경험 역시 많지 않았다 정관 불임 수술의 경우에는 가족계획 사업 초기부터 시행되었기에 . 

복원 수술의 증례가 많이 누적될 수 있었지만 난관 불임 수술은 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 1970

본격적으로 확산하였기 때문이었다.23 배병주 라는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 , 1922 2013) . 裵炳胄 –

배병주는 년에 이미 여성불임증의 수술요법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어떤 경우에 수술이 1972 「 」

가능한지 고찰한 바 있었고 실제로 이를 시행에 옮기기도 했다, .24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였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유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희영의 정관 복원 . 

수술에 비하면 증례가 부족했고 수술 현미경을 활용한 것도 아니었다 난관 복원 수술의 , . 

기술과 경험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존스홉킨스대학교의 교육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다, .

교육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습 기술 이전의 세 단계로 , 

진행되었다 시간의 이론 과정에서는 난관의 생리학과 병리학 복원 수술의 대상 선정 등이 . 25 , 

다루어졌고 시간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쥐와 토끼 돼지를 대상으로 자궁 문합과 난관 문합 , 60 , 

실습이 진행되었다 교육의 말미에는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세 명의 감독관에게 숙련도를 . , 

인정받아야만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명의 의사는 년 월 . 16 1978 7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차적으로 주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한국의 장윤석은 년 1 1980 6 30 2 . 1980

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에 참여하였다3 .25

22 현미경 수술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79 2 21 , 5 .〈 〉 《 》

23 이희영은 년부터 년까지 모두 건의 정관 복원 수술을 집도했다 이희영 남성불임술의  1961 1981 584 . , 「

임상적 고찰 서울의대학술지, , 23-2 (1982), 143 164 [155].」 『 』 –

24 배병주 여성불임증의 수술요법 대한의학협회지 , , , 15-10 (1972), 55 59.「 」 『 』 –

25 Rock, et al., “An 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Assessment of Tubal Anastomosis by 

서울대병원 여성불임시술 복원 센터 개설 영구피임 복원 Microsurgical Technique”, 63 66 [64 65]; ‘ ’ : – – 〈

가능하다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장윤석 구술 장윤석 황진주 외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 , 1980 6 6 , 5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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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습 이후는 각국에 센터를 설치하고 장비를 이전하는 과정이었다 미국 , . 

국제개발처와 존스홉킨스대학교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세계 개국에 , , , , 15

여성 불임 시술 복원 센터를 설치하고 수술 현미경과 미세 가위 포셉 지침기‘ ’ , , , (needle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holder) .26 당시 수술 현미경의 가격이 천 달러에서 만 천 달러 8 1 2 , 

현미경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가 백에서 백 달러 정도였음을 고려한다면 작지 않은 규모의 6 8 , 

지원이었다.27 한국에서는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난관 복원 센터가  1980 6 1

설치되었고 개소와 함께 교육을 총괄하던 존 록이 내한하여 일간 머물며 센터의 운영과 , 5

기술적인 면을 돌아보았다.28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난관 복원 센터는 다시 다른 의사에게  

현미경 수술을 전수하는 교육 센터의 기능을 겸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윤석을 비롯한 각 대학의 엘리트 의학자는 다시 한번 

산부인과학의 세계적 조류에 합류하게 되었다 먼저 그들은 복강경에 이어 수술 현미경이라는 . 

값비싼 선진국의 도구를 무상으로 공여받았고 아울러 존 록과 같은 석학에게 직접 사용법을 ‘ ’ , 

전수받았다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수술이 비단 난관 복원 수술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한창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국의 산부인과 , 

의사들이 집도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선진국 . 

의학자의 예측처럼 한국에서도 복원 수술을 향한 수요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현미경의 , 

도입은 많은 증례를 바탕으로 세계 산부인과학계에 이름을 날릴 기회이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는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의미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여러 . . 

의학자는 프로그램을 거쳐 간 교육 대상자와 연락을 유지했다 교육을 받은 이들 대다수가 . 

산부인과의 역사 구술사료선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5 ( : , 2018), 195 227 [212].』 –

26 Rock, et al., “An 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Assessment of Tubal Anastomosis by 

Microsurgical Technique”, 63 66 [65 66].– –

27 Zatuchni and Sciarra, “Reversal of Sterilization in the Male and Female Report of a 

Workshop”, 435 441 [441].–

28 서울대병원 여성불임시술 복원 센터 개설 영구피임 복원 가능하다 경향신문 년 월 일 ‘ ’ : , , 1980 6 6 , 〈 〉 《 》

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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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가족계획 사업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복강경 난관 불임 , 

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생산하는 자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 

의학자에게도 이는 크나큰 기회였다 산부인과학을 선도하던 이들과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 

앞으로도 세계적 조류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양국 의학자의 이해가 또 한 번 . 

겹치며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난관 복원 수술은 빠르게 확산하였다, .

복강경과 수술 현미경

이처럼 복강경은 수술 현미경의 도입을 필요케 한 요인이자 가능케 한 요인이었다 먼저 , . 

복강경은 난관 복원 수술이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복강경 난관 불임 . 

수술의 유행은 난관 복원 수술이 발전하고 확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영구적이지 않은 . 

피임 기술인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에서 영구적인 피임 기술인 난관 불임 수술로의 전환이 

없었다면 난관 복원 수술의 수요는 크지 않았을 것이었다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난관 복원 , . 

수술의 발전 또한 일정 부분 이러한 수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을 온전히 . 

사회적 수요에 따른 결과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후자가 전자를 촉진하는 한 가지 동인임은 ,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강경은 난관 복원 수술이 도입되는 연결망을 구성하기도 했다 난관 복원 수술의 . 

기구와 술기가 이전되던 한국과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연결망은 복강경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축되었다 복강경 기술의 이전을 위해 구성된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 

한국과 미국의 엘리트 의학자가 기술과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망이 되었고 이는 년대 , 1970

말엽에 들어서면서 난관 복원 수술의 빠른 도입을 가능케 하는 통로로 변모하였다 이처럼 . 

난관 복원 수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복강경의 이전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였다.29 

29 이러한 연결망에서 벗어난 예도 있었다 가톨릭대학 의학부였다 가톨릭대학 의학부는 기관의 방침으로  . .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이후의 난관 복원 수술 교육 ,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불임시술관리협회가 시행한 난관 복원 수술 시범 사업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존스홉킨스대학교와의 연결망에 진입할 수 없었던 가톨릭대학 의학부는 벨기에 루뱅대학교 등 서구의 

다른 가톨릭계 대학교와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난관 복원 수술을 도입하였다 결찰난관복원 신기술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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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었다 난관 복원 수술이 도입되고 채 몇 년이 지나기도 전 이와 유사한 . , 

연결망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술이 수입되었다.

복강경 기술과 시험관 아기의 시작7.3. 

체외수정의 성공과 한국의 반응7.3.1. 

체외수정의 성공

복강경 연결망을 통해 이전된 기술은 난관 복원 수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큰 논란을 . 

일으키던 체외수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 년 월 일 패트릭 . 1978 7 25 , 

스텝토 와 로버트 에드워즈(Patrick C. Steptoe, 1913 1988) (Robert G. Edwards, –

진 퍼디 연구진은 시험관 아기 루이스 1925 2013), (Jean M. Purdy, 1945 1985) ‘ ’ – –

브라운 의 탄생을 발표하였다(Louise Brown, 1978 ) .– 30 산모는 난관 복원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양측의 난관 폐쇄로 년 스텝토에게 의뢰된 사람이었다 스텝토 연구진은 년 , 1976 . 1977

월에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을 진행하였고 세포기까지 배양한 수정란을 다시 11 , 8

자궁 내로 이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식된 수정란이 착상에 성공하면서 주 일이 되던 . , 38 5

날 제왕절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게 되었다 그전에도 년 호주 모나쉬대학교의 칼 . 1973

우드 연구진이 체외수정으로 배양한 수정란을 자궁으로 (Edwin Carlyle Wood, 1929 2011) –

이식한 선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임신이 유지되어 출생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 

처음이었다.31

가톨릭의대 이진우 교수 가톨릭신문 년 월 일 면, , 1991 4 7 , 23 .〉 《 》

30 학계에는 월에 발표되었다 8 . Patrick C. Steptoe and Robert G. Edwards, “Birth After the 

Reimplantation of a Human Embryo”, Lancet, 312-8085 (1978), 366.

31 Carl Wood, “Transfer of a Human Zygote”, Lancet, 302-7831 (1973), 72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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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공 소식 이후 세계 각지에서 경쟁이 벌어졌다 성공에 근접했다 멀어졌던 호주 , . 

모나쉬대학교에서 년에 시험관 아기의 탄생을 보고했고 이듬해에는 미국 1980 , 

이스턴버지니아의과대학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또 다른 성공을 , 

보고하였다.32 경쟁은 각국의 언론에 의해 자국의 승리로 포장되면서 더욱 가열되었다 ‘ ’ , .33 

이후에도 난자 채취를 위해 난소를 자극할 것인지 자극한다면 어떤 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또 , , 

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채취하고 이렇게 채취한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수정시킬 것인지, , 

그리고 수정란은 어떻게 배양하며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자궁 내로 이식할 것인지 등을 , 

둘러싸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며 체외수정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34 이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프랑스의 장 코언 은 훗날 이를 열정이 열병처럼 (Jean Cohen) “

번지던 시기라 회고했다” .35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망

체외수정이 성공했다는 소식 앞에서 한국의 의학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시험관 아기의 , . ‘ ’

탄생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불과 년 전이었던 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 4 1974 , 

생물학과의 조완규 는 시험관 베이비는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 , 1928 ) “ ?”趙完圭 –

오늘날의 지식과 기술로는 착상 전의 초기 발생 과정에 한해서 시험관 내 배양이 가능할 뿐 “

32 Jean Cohen, et al., “The Early Days of IVF Outside the UK”, Human Reproduction Update, 

11-5 (2005), 439 459.–

33 Katharine Dow, “‘The Men Who Made the Breakthrough’: How the British Press 

Represented Patrick Steptoe and Robert Edwards in 1978”, Reproductive Biomedicine and 

Society Online, 4 (2017), 59 67.–

34 Yuval Or et al., “Journey of Human Gametes in Vitro: 1978 to 2018”, In Vitro Fertilization: 

A Textbook of Current and Emerging Methods and Devices, eds. by Zsolt Peter Nagy et al., 2nd 

ed. (Cham: Springer, 2019), 1 6.–

35 Jean Cohen, et al., “The Early Days of IVF Outside the UK”, 439 45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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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발생까지를 연장시킨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 이라 단언하였다” .36 근거 없는 전망은  

아니었다 성숙한 난자를 얻고 이를 정자와 수정시키는 일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설령 여기에 . , , 

성공하더라도 수정란이 착상에 성공하여 태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조완규가 이러한 글을 쓰던 당시에는 에드워드와 스텝토 퍼디 연구진 역시 착상에 , 

성공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당혹감은 곧 포기로 이어졌다 그 누구도 한국에서 체외수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일병원을 운영하던 노경병 은 호주나 ( , 1924 2003) “盧庚昞 –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최첨단 의학으로 받아들 였다고 회고했다” .37 과거 영국에서 더글러스 베비스 (Douglas 

가 시험관 아기의 성공을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Bevis, 1919 1994) .– 38 서울대학교  

장윤석은 과학적 개가가 될망정 인간 존엄성을 파괴 할 위험성이 있으니 특수한 경우를 “ [ ] ” “

제외하고는 이런 일은 학문적인 흥미에 그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고 썼다” .39 훗날 그가  

한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주역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술 추격의 가능성을 , 

상상할 수 없던 상황에서 신 포도를 바라보는 여우의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 .

그러나 포기는 곧 도전으로 바뀌었다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생식내분비학에 집중 된 . “ , , ”

세계적인 조류 앞에서 한국의 엘리트 의학자는 또 다른 기술 추격의 가능성을 꿈꿨다, .40 훗날  

36 조완규 시험관 베이비는 가능한가 대한불임학회잡지 , ? , , 1-1 (1974), 25 30 [29].「 」 『 』 –

37 박두혁 낙세 노경병 ,  , 145.『 』

38 더글러스 베비스의 발표는 여전히 진위를 의심받는다 체외수정으로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 

주장했으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탄생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 

때문이다 베비스를 향한 의심은 당대의 언론에도 그대로 담겨있었다. . “Human Births Reported From 

Eggs Fertilized in Lab”, New York Times, Jul 16, 1974, 8; “The Winner Will be a Brave New 

Baby Conceived in a Test tube and Then Planted in a Womb”, ‐ New York Times, Sept 15, 

1974, 16.

39 시험관 아기 탄생 유감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1974 7 19 , 5 .〈 〉 《 》

40 박두혁 낙세 노경병 ,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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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은 당시 여기저기에서 시험관 시술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해야 할 “ ‘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고 노경병 역시 함께 제일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 , 

이동희 가 미국산부인과학회에 다녀와서는 우리도 한 번 해볼 만한 게 ( , 1924 1996) “李東熙 –

아닌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체외수정 연구를 종용했다고 , ”

기억했다.41 불가능하리라 생각되던 체외수정은 어느덧 이른 시일 내에 따라잡아야 할 기술이  

되었다 언론 보도 역시 이를 부추겼다 체외수정의 성공은 세기 의학의 최대 기적. . “20 ”, 

양자론과 상대성 원리로 상징되는 세기의 이른바 제 차 과학혁명의 또 하나의 이정표“ 20 2 ” 

등으로 보도되었다.42

마침 수요도 적지 않았다 불임을 고민하던 많은 이들은 루이스 브라운의 탄생 소식에서 .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여러 대학병원의 . ,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에는 시험관 아기의 가능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다.43 루이스  

브라운의 예에서도 보이듯 현미경 난관 복원 수술이 실패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체외수정이 ,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수요 가운데 일부는 현미경 . 

난관 복원 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유행한 결과이기도 했다, . 

서론에서 소개한바 비록 착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체외수정의 , 

대상은 복강경 수술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부부였다.44 이는 복강경 수술의 확산이 체외수정의  

41 첫 시험관 아기 임신 성공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장윤석 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 : 〈

털어놓은 국내 최초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 비화 서울스트리트저널 년 월 일 박두혁 낙세 , , 2017 1 23 ; , 〉 《 》 『

노경병 , 145.』

42 세기 의학의 최대 기적 시험관 아기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과학과 인류의 미래 20 , , 1978 7 27 , 3 ; , 〈 〉 《 》 〈 〉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1978 7 27 , 3 .《 》

43 시험관 아기 국내서도 시도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 1982 9 14 , 1 .〈 〉 《 》

44 년 월 일 산부인과를 개원한 조인제 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 회 아시아  1983 9 8 , ( , 1938 ) 9趙仁濟 –

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회 에 참석하여(Asian &Oceanic Congress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 

수정란을 세포기까지 분열 시켜 자궁에 이식했음을 발표하였다 다만 착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4 . , 

당시 발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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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였다 기술 추격을 향한 의지와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 

결합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일은 외국으로 나가 체외수정을 배워오는 일뿐이었다, .

복강경이라는 기술 추격의 기반7.3.2. 

기술적 기반 체외수정 도구로서의 복강경: 

체외수정 기술을 도입하는 노정에서 한국의 의학자는 앞선 출발점에 있었다 체외수정 과정에 , . 

복강경이 중요하게 쓰이는 덕분이었다 루이스 브라운의 탄생에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대가 . 

스텝토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복강경은 체외수정의 다양한 .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체외수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난자와 . .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이다 시험관 아기라는 별칭에서도 보이듯 체외수정은 말 그대로 ‘ ’ . ‘ ’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키는 방법이기에 두 가지를 몸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 , 

필수적이다 그런 다음에는 난자와 정자를 수정 시켜 배양하고 수정란을 다시 자궁으로 . , 

이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45 이렇게 착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은 자연적인 임신과 다르지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계속하였다 우리나라 시험관 아기 멀지 않다 동아일보. , , 〈 〉 《 》

년 월 일 면1983 9 12 , 7 .

45 다만 첫 번째 단계에 앞서 난소의 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기와  . 

무관하게 정자를 배출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주기에 따라 하나씩의 난자만이 배출되고 주기 역시 , , 

불규칙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 개의 난자를 원하는 때에 얻기 위해 부작용을 무릅쓰고 클로미펜 . , 

시트르산염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과배란을 유도하는 까닭이다(clomiphene citrate) . Or et al., 

물론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난자를 얻을 수 있다면 배란 “Journey of Human Gametes in Vitro”, 1 6. , –

유도는 생략될 수 있다 에드워드와 스텝토 역시 결과적으로는 자연 배란으로 얻은 난자로 최초의 . 

체외수정에 성공하였다 자연 배란과 사람융모생식선자극호르몬.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을 사용한 과배란 유도를 모두 시도했으나 모든 것이 처음인 탓에 호르몬 주입량이나 시기 방법 HCG) , , 

등에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다. Robert Edwards et al., “Establishing Full-Term Human Pregnancies 

Using Cleaving Embryos Grown In Vitro”,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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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복강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용된다 하나는 난자의 채취이다 정자는 . . 

수음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난자는 그렇지 않다 난자의 배란이 체내에서 이루어지기 , . 

때문이다 따라서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몸 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식생리학자 에드워드가 . . 

복강경의 대가 스텝토에게 합류를 요청했던 이유였다 년 에드워드는 먼저 스텝토에게 . 1967

전화를 걸어 복강경을 이용한 난자의 채취 가능성을 물었고 이듬해 열린 왕립의학협회, (Royal 

모임에서 재차 스텝토의 합류 의사를 확인하였다 곧바로 연구에 참여한 Society of Medicine) . 

스텝토는 복강경을 이용한 난자의 흡인을 제안하였다.46 집게로 난소를 고정한 다음 흡인기로  

배란된 난자를 채취하는 방법이었다.47 이는 이후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활발히 이용되었다.48

복강경이 맡은 또 하나의 역할은 체외수정의 대상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불임의 원인은 . 

다양하고 그중에는 체외수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요인도 많았다 게다가 , . 

체외수정은 여전히 시행 초기인 탓에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았고 다른 방법에 비하여 , 

(1980), 737 756.–

46 Robert Edwards and Patrick Steptoe, A Matter of Life: The Story of a Medical 

Breakthrough 에드워드는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75 77, 87 89. – –

스텝토 이전에도 난자 채취를 위해 복강경 수술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바로 . 

존스홉킨스대학교의 하워드 존스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에드워드는 영국으로 . , 

돌아가 스텝토와 다시 연구를 진행했다. Jean Cohen et al., “The Early Days of IVF Outside the UK”, 

439 459 [445 449].– –

47 Robert Edwards et al., “Establishing Full-Term Human Pregnancies Using Cleaving Embryos 

Grown In Vitro”, 737 756 [740 741].– –

48 미국에서 처음으로 체외수정에 성공한  Or et al., “Journey of Human Gametes in Vitro”, 1 6 [3]. –

하워드 존스 연구진 역시 복강경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난자를 채취하였다. Howard W. Jones, 

et al., “A Technique for the Aspiration of Oocytes from Human Ovarian Follicles”, Fertility 

and Sterility, 37-1 (1982), 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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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에 가하는 부담도 컸다 그러하기에 체외수정이란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에나 .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다.49 문제는 신체의 상태를 알아내는 방법이었다 복원 수술로  . 

가능한지 아니면 체외수정을 시도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 

필요했다 답은 복강경이었다 장에서 살핀바 기실 복강경은 진단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였다. . 4 , . 

불임의 원인을 밝히고 체외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데에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복강경만 한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체외수정을 둘러싼 윤리 논쟁이 격화되면서. , 

복강경을 이용한 대상 선별은 더욱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50

이는 한국의 여러 엘리트 의학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다년간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 

시행하며 핵심 술기를 모두 익혔기 때문이었다 장윤석의 말처럼 시험관 아기를 처음 시작할 , . “

적 은 벌써 복강경 기술이 우리 손에 착착 다 익었을 때 였다 미리 복강경 기술이 ” “ [ ] ” . “

없었다면 그것도 새로 또 도입해서 같이 해야 했었는데 그만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 

상태에서 시험관 아기를 시작 하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 , 

술회였다.51 이처럼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유행은 체외수정을 들여오는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

49 이러한 이유에서 에드워드와 스텝토 퍼디 역시 체외수정에 참여한 모든 여성이 불임 치료를  , “

받았다 는 문구를 논문에 삽입하곤 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불임에 무리하여 체외수정을 ” . 

시도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함이었다. Robert G. Edwards, Patrick C. Steptoe, Jean M. Purdy, 

“Establishing Full-Term Human Pregnancies Using Cleaving Embryos Grown In Vitro”, 737 756 –

[738].

50 이를테면 미국생식학회 는 년에 공표한 체외수정에 관한 윤리 성명 (American Fertility Society) 1984 「 」 

제 조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임인 경우 체외수정은 윤리적이다 라고 썼다1 “ , ” . American 

Fertility Society, “Ethical Statement on In Vitro Fertilization”, Fertility and Sterility, 41-1 (1984), 

12.

51 하정옥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박사학위논문 , : (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에서 재인용, 2006), 46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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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기반 변형된 복강경 연결망: 

복강경은 또한 체외수정을 들여오는 인적 연결망을 구성하기도 했다 체외수정 과정의 핵심 . 

기술인 복강경 조작을 이미 손에 익힌 상황에서 한국의 엘리트 의학자는 체외수정 기술을 , 

직접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탐색했다 방법은 분명했다 외국으로의 연수였다 복강경 난관 . . . 

불임 수술과 현미경 난관 복원 수술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밝혀진 , 

방법이었다 몇 주 몇 달의 연수로 복강경과 현미경을 배워온 것처럼 이미 체외수정을 성공한 . , 

대학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면 한국의 병원에서도 오래지 않아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킬 수 ‘ ’

있다는 전망이 많은 이를 사로잡았다 이와 같은 희망이 없었다면 우리도 빨리 해야 할 텐데. , “ ”, 

우리도 한 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와 같은 도전 의식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 .

그러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과 현미경 난관 복원 수술의 경우 .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연수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지만 체외수정의 경우는 아니었다 이유는 여러 , . 

가지였다 하나는 공적 지원의 부재였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조절 사업을 향한 미국 . . 1980 , 

정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레이건. (Ronald W. Reagan, 1911 2004) –

행정부 는 지난날의 인구 조절 사업을 년대와 년대의 인구학적 과잉 (1981 1989) “1960 1970–

반응 으로 규정하고 이십 년 전과는 다른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 하다고 발표했다” , “ ” .52 과잉  ‘

반응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이듯 이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했다’ , .

영원할 것 같던 냉전의 인구 담론이 무너진 배경에는 인구 조절 사업을 향한 거센 비판이 

있었다 비판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먼저 인권 단체와 여성 단체는 사업의 강제성과 이면의 . . 

인종주의를 지적하였다 년대와 년대의 사례를 돌이켜보았을 때 사실상 백인 국가가 . 1960 1970 , ‘ ’

비백인 국가의 출산을 폭압적으로 통제하려 든다는 주장이었다 냉전의 논리를 확대 ‘ ’ . 

재생산하던 공화당 진영도 사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산아제한은 종교적 죄악이라는 기독교 . 

세력의 주장이 힘을 얻었고 여기에 줄리언 사이먼 과 같은 여러 , (Julian L. Simon, 1932 1998)–

5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81 1988– , Vol. XLI, Global Issues II, ed. by 

Alexander O. Poste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7), 

Document 286 ‘Paper Prepared in the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National Security Council’, 

801 808 [803,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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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학자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인구 조절 사업에서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 

읽어냈고 방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의 힘을 신뢰해야 하듯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 . , 

그대로 둔다면 결국 기술 혁신이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전망이었다 이는 인구 조절 . 

사업의 이론적 기반 자체를 와해했다.53

인구 조절 사업의 이론적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부정은 국제개발처의 지원 중단으로 , 

이어졌다 레이건 행정부는 년 국제가족계획연맹. 1984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였고 년 뒤에는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Federation, IPPF) , 2 (UNFPA, 

을 향한 원조를 끊었다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54 이러한 상황에서 , 

53 Marcos Cueto, Theodore M. Brown, and Elizabeth Fe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 

History 년 사이먼은 인구 증가와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63 166. 1980–

자원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한 대표적인 인물인 폴 에얼릭 과 공개적으로 내기를 (Paul R. Ehrlich, 1932 )–

걸었다 대상은 구리와 크롬 니켈 주석 텅스텐의 가격이었다 자원 부족 문제가 허구라고 생각한 . , , , . 

사이먼은 가격 상승에 돈을 걸었고 에얼릭은 하락에 돈을 걸었다 그리고 년이 지난 년 에얼릭은 , . 10 1990 , 

사이먼에게 달러의 수표를 보냈다 물론 이것이 사이먼의 지적 승리 또는 에얼릭의 억울한 패배를 576.07 . 

의미할 수는 없었다 환경사학자 폴 세이빈은 내기의 대상이 되었던 금속의 가격은 인구 외에도 수많은 .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인구 담론의 진릿값을 결정지을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그는 , . 

환경주의를 대변하는 에얼릭의 주장과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사이먼의 주장 모두 일부는 옳고 일부는 

그르다고 평가한다 에얼릭은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데 성공했고. , 

사이먼은 인간과 시장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실재하는 위기를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이유이다. Paul Sabin, 

The Bet: Paul Ehrlich, Julian Simon, and Our Gamble over Earth’s Futur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3). 

54 Marshall Green, “The Evolution of US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1965-92: A 

Chronological Accou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이는 기구의 , 19-2 (1993), 303 321. –

운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변화였다 년부터 년까지 미국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 예산의 . 1980 1985

를 담당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국제가족계획연맹의 경우에는 대략 정도로 25.7 27.3% . , 1/6 –

추정된다. Luisa Blanchfield, The U.N. Population Fund: Background and the U.S. Funding Debat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No. RL32703 (2010), 8; Larry Nowel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The “Mexico City”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No. RL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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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향한 대규모 연수 프로그램은 가동될 수 없었다 인구 증가에 대한 공포를 . 

바탕으로 운영되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이전 연결망은 이렇게 동력을 상실하였다. 

공적 프로그램이 부재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국 의학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과 현미경 난관 . , 

복원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실의 확장을 통해 임상례를 확보하려는 선진국 의학자와 선진국의 ‘ ’ ‘

기술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 의학자의 이해관계가 중첩하였다 불임 수술의 수요는 인구 ’ . 

문제가 불거진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하기에 선진국 의학자는 자국에서 ,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과정을 표준화하여 개발도상국에 보급함으로써 임상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의사 역시 복강경이나 수술 현미경과 같은 고가의 장비를 . 

얻고 작동법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 .

체외수정의 경우는 달랐다 체외수정은 누가 더 많은 임상례를 확보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 

누가 먼저 성공하냐가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렇다면 과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하는 수술실의 . ‘

확장은 세계 최초를 향한 경쟁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는 인적 ’ . 

교류를 막아 기술의 누출을 틀어막을 다시 말해 실험실의 경계를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는 시사적이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는 . 

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로그램 구성을 다각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난관 미세수술을 1980 . ‘ ’

포함하여 불임 부부의 관리 가족 건강과 가족계획 사업 관리 의과대학 교원을 위한 연구 , ‘ ’, ‘ ’, ‘

방법론 성병의 진단과 관리 등이 교육 과정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 ’ .55 중요한 점은 여기에  

고급 기술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도 체외수정이 활발하게 . 

연구되고 있었지만 이는 국제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

이는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복강경의 경우에는 먼저 기술을 익힌 엘리트 의학자가 . 

(2001), 7.

55 Robert G. Castadot, et al., “A Review of Ten Years’ Experience with Surgical Equipment in 

International Health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24-1 (1986), 

53 6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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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의 다른 산부인과 의사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확산하였다 수술 현미경도 . 

마찬가지였다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는 장윤석 하나뿐이었지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설치된 난관 복원 센터가 교육 센터의 기능을 겸하며 현미경 

난관 복원 수술을 확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체외수정은 달랐다 외국과 . .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가 문제였다 경쟁 구도 속에서는 누가 새로운 , . 

기술을 배워온다고 해도 이것이 예전처럼 확산할 가능성이 영에 가까웠다 예전과 같은 기술 , . 

이전 연결망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연결망도 한국 내를 잇는 연결망도 모두 . ,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복강경을 통해 구축된 인적 연결망만큼은 . 

그대로였고 한국의 여러 엘리트 의학자는 이를 바탕으로 연수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장윤석의 , . 

예는 상징적이었다 그는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총괄하던 . 

하워드 존스와 깊은 인연을 형성하였고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갔다 처음에는 그 역시도 ‘ ’ , . 

복강경을 교육받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아시아 지역을 도맡아 복강경 사용을 가르치는 교수 , 

요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덕분이었다 이후 존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 

체외수정에 성공하면서 장윤석은 그에게 임용을 앞둔 문신용 의 연수를 , ( , 1948 )⽂信容 –

부탁하였다 이를 계기로 문신용은 존스홉킨스대학교를 떠나 이스턴버지니아의과대학로 자리를 . 

옮긴 존스에게 일 년간 필요한 술기를 배우고 돌아왔다.56

물론 모든 이가 존스홉킨스대학교와의 인연을 활용할 수는 없었다 장윤석과 같은 관계를 . 

56 장윤석은 존스와의 인연을 연수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미국에서 시험관시술 최초로 한  . “

곳이 버지니아주 노폭시에 있는 동버지니아대학 안의 노폭센터잖아요 노폭센터의 하워드 존스 박사가 . 

지금 세에요 지금도 출퇴근한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아직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에게 보내주십니다103 . . ( ) . 

제가 그분과 인연이 깊어요 년대였어요 그 양반이 존스홉킨스의대병원에 계실 때 제가 그곳에서 . 1970 .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존스홉킨스의대를 관두고 노폭 시험관센터로 가신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 쪽 . . 

학회장을 할 때 그분을 네 번 서울로 초청했었죠 그 인연으로 우리 쪽에서 기술 배우러 노폭센터로 보낼 . 

수 있었어요 첫 시험관 아기 임신 성공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장윤석 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 , : 〈

교수가 털어놓은 국내 최초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 비화 서울스트리트저널 년 월 일, , 2017 1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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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지도 못했을뿐더러 무엇보다 연수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존스 역시도 , . 

지원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장윤석의 부탁을 거절했다 결국 다른 이들은 새로운 . , 

연수처를 알아보아야만 했다 해결책은 넓은 의미의 복강경 연결망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 . 

같이 복강경은 한국의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가 세계 의학계의 조류에 합류한 계기였다 복강경 , . 

이후 많은 이들은 해외학회나 연수에 참여하여 선진국의 의학자와 두루 인맥을 형성했다, . 

그렇다면 복강경이 구축한 인적 연결망은 비단 존스홉킨스대학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었다. 

넓은 의미에서 복강경 연결망은 국제학회의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교류가 시작된 선진국의 

의학자 모두를 포괄했다.

이러한 예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구병삼 이 ( , 1936 2008)丘秉參 –

대표적이었다 구병삼은 년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여러 . 1974 , 

차례 국제학회와 단기 연수를 경험하며 인적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 

호주에서 처음으로 체외수정에 성공한 모나쉬대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수받았다.57 다른  

이들도 저마다의 존스를 확보했다 제일병원의 노성일 은 아버지 노경병과 ‘ ’ . ( , 1952 )盧聖⼀ –

공동설립자 이동희가 학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 하여 구축한 인적 연결망과 세브란스 동문인 “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김문현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연수를 떠날 수 있었다, .58

연수는 성공적이었다 장윤석 연구진은 년에 동물 실험을 년에 인간을 대상으로 . 1983 , 1984

한 시술을 시작하였고 몇 차례의 실패 후 년 월 일 시험관 아기 쌍둥이를 , 1985 10 12 ‘ ’ 

탄생시켰다.59 영국에서 최초의 체외수정이 성공한 지 년 만이었다 그 후에도 성공 소식은  7 . 

줄을 이었다 이듬해 월 일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두 번째 시험관 아기가 . 3 26 ‘ ’

탄생하였고 같은 해 월 일에는 구병삼이 있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혜화병원에서 년 , 6 28 , 1987

월 일에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8 19 .60 체외수정은 빠르게  

57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사 서울 고려대학교  , ( : 『 』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서담 구병삼 교수 인터뷰 의협신문 년 월 일, 1999), 95; , , 2001 9 20 .〈 〉 《 》

58 박두혁 낙세 노경병 ,  , 142 148.『 』 –

59 시험관 아기 국내서도 첫울음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장윤석 외 인간 난자의  ‘ ’ , , 1985 10 12 , 1 ; , 〈 〉 《 》 「

체외수정 및 태아의 자궁내 이식에 의한 임신 및 분만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29-3 (1986), 354 3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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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였다 차병원 한 곳에서만 년부터 년까지 명에게 시술하여 명에게 . 1985 1988 430 103

성공을 거둘 정도였다.61 언론의 표현처럼 체외수정은 불과 몇 년 만에 연구 단계를 넘어 실용  “

단계 에 이르렀다” .62

복강경과 체외수정

수술 현미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강경은 체외수정 기술이 도입되는 기반이 되었다 먼저 , . 

복강경은 체외수정의 기술적 기반이었다 불임 수술의 수단이던 복강경은 시간이 지나며 불임 . 

치료의 수단이 되었다 대상자를 선별하고 난자를 채취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복강경은 . 

체외수정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이는 한국의 의학자가 체외수정을 도입하는 데 유리하게 . 

작용하였다 십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쉽게 익히기 어려운 복강경 술기를 연마했기에 다른 . , 

60 두 번째 시험관 아기 탄생 서울의대 체외수정팀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냉동 정액  : , , 1986 3 26 , 7 ; 〈 〉 《 》 〈

시험관 아기 국내 첫 탄생 고대 의대팀 부부 불임증 동시 해결 동아일보 년 월 일 면: , , , 1986 6 28 , 7 ; 〉 《 》

시험관 아기 세쌍둥이 국내 최초 부산서 탄생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 1987 8 19 , 11 .〈 〉 《 》

61 체외수정에 여러 기관이 뛰어든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존재하였다 의료보험이 점차 확대되면서 . , 

의료기관이 수입에 도움이 되는 비급여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장윤석은 .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낯 뜨거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불임 관계의 의료가 상당히 발달됐죠 딴 . “ . 

나라에 비해서 보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산부인과 의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보험이 안 되는 걸 . . ……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임증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때는 불임 다 ( ) . 

했잖아요 장윤석 구술 장윤석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종헌.” , : , 195 227 [224]. . , 「 」 –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 , 『 』 

대학원 사회학과, 2008), 96 124.–

62 시험관 아기 연구 단계 넘어섰다 경향신문 년 월 일 면 시험관 아기의 탄생을 영국의  , , 1988 3 23 , 7 . ‘〈 〉 《 》

승리 프랑스의 승리 등으로 표현했던 외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 역시 이를 한국의 기술적 ’, ‘ ’ , 

개가로 상찬했다 이를테면 다음의 기사를 보라 국내 시험관 아기 시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 . “ . 

세계 첨단과의 간격을 년 미만으로 줄였다 더 이상 불임은 없다 국내 의학 현황 조선일보2 .” : , , …… 〈 〉 《 》

년 월 일 면1997 6 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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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보다 앞선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복강경의 도입과 확산은 . 

체외수정 기술의 이전을 촉진한 기반이었다.

더 나아가 복강경은 체외수정이 도입되는 인적 기반을 형성하기도 했다 물론 복강경 난관 , . 

불임 수술이 도입되던 당시와 달리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연수는 존재하지 , 

않았다 불임 수술이 수술실의 확장을 통해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유리한 기술이라면. ‘ ’ , 

체외수정은 도리어 경계를 단속함으로써 확산을 통제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존스홉킨스대학교와의 인적 연결망 더 , 

나아가 국제학회의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갖추게 된 세계 학자와의 인적 연결망은 한국의 

엘리트 의학자가 저마다의 연수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복강경의 도입은 . 

체외수정의 도입을 가능케한 인적 기반이기도 했다.

소결7.4. 

복강경은 한국의 산부인과학계가 수술 현미경과 체외수정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이로써 , 

선진국을 추격하는 기반이었다 먼저 복강경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 

창출했다 복강경의 확산은 생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여성의 증가를 의미했고 이는 다시 . , 

생식능력을 복원하려는 수요의 증가를 뜻했다 복강경의 개발과 확산을 주도하던 훌카와 같은 . 

이들은 난관 불임 수술을 받은 여성의 가 복원을 원한다고 추산하였다 숫자만 떼놓고 보면 1% . 

작은 비율이지만 난관 불임 수술이 시행되는 규모를 고려하면 복원의 수요는 작다고 할 수 , 

없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한 해에만 몇십 만 명 단위로 난관 불임 수술이 진행되었고. . , 

이는 한 해에 적어도 몇천 명이 생식능력의 복원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은 . 

난관을 다시 잇는 복원 수술과 외부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하여 수정란을 이식하는 

체외수정의 수요로 이어졌다 피임 기술인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이 불임 치료 기술인 . 

복원 수술과 체외수정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복강경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복강경은 또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가능성을 . 

열어젖히기도 했다 현미경을 이용한 난관 복원 수술은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이전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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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가 또다시 교육을 맡았고. , 

재정은 이번에도 국제개발처의 몫이었다 기술 연수의 방식 또한 동일했다 전 세계에서 교육 . . 

대상이 선발되었고 교육을 마친 참가자의 기관에는 난관 복원 센터가 설립되어 수술 현미경을 , 

비롯한 기구 전체가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복원 센터는 다시 교육 . 

센터의 기능을 겸하여 현지의 다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술법을 확산하였다 한국에서는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장윤석이 교육에 참여한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난관 

복원 센터가 설치되었고 전국의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이곳을 거쳐 난관 복원 수술의 방법을 , 

배우고 익혔다.

체외수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상황은 온전히 같지 않았다 인구 문제를 향한 관심이 . . 

줄어들며 국제개발처가 지원을 끊었고 무엇보다 존스홉킨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기술 , 

이전에 부정적인 탓이었다 난관 불임 수술이나 복원 수술과 달리 체외수정은 누가 먼저 . , 

성공을 거두느냐가 중요했던 기술이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 

가능하면 노출하지 않는 편이 유리했다 복강경이나 수술 현미경의 경우와 달리 대규모 연수 . , 

과정을 기대할 수 없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의학자는 기술 추격에 성공했다. . 

복강경이 체외수정에 중요하게 쓰이는 덕에 학습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복강경의 도입 , 

과정에서 갖추어진 인적 연결망이 연수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를 . 

모두 겪어낸 산부인과 의사 정순오 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였다 변하는 ( , 1935 ) . “鄭準五 –

시기가 백지장 차이라고 억했더니 벌써 이쪽으로 건너가서 그 기기들은 임신을 돕는 기기로 , 

변해버렸죠.”63 그의 말처럼 변화는 급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나간  . ,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변하지 않은 흐름의 결과였다.

63 정순오 구술 정순오 황진주 외 출산과 여성건강 한국 산부인과의 역사 , : , , , , 299 332 [3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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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8 . 

연구 결과 요약8.1. 

이 논문은 년대와 년대 한국에서 복강경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하는 과정과 그것이 1970 1980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문제의식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 번째. . , 

이미 다른 피임 기술이 보급되어 있던 상황에서 복강경 기술이 한국으로 도입되고 확산할 수 ,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렇게 도입되고 확산한 복강경 기술은 한국 가족계획 . ,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세 번째 복강경 기술은 이후 한국의 산부인과학계에 어떠한 . , 

영향을 주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년대와 년대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여러 . 1970 1980

정부 문건과 비정부기구 보고서 의학 연구 논문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탐구의 결과 , ,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복강경 기술의 이전과 확산8.1.1. 

복강경 기술이 한국으로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난관 . 

불임 수술이라는 새로운 피임 기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갖추어졌기 때문이었다 기존 피임 . 

기술의 한계는 난관 불임 수술이 확산하여야 할 필요로 이어졌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은 . 

기술 자체의 결함과 근거 없는 목표량 설정 등에 의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드러냈고 이에 , 

더해 지속적인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했다 대안으로 정관 불임 수술과 인공유산 . 

등이 제시되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정관 불임 수술은 한국 남성의 심리적 저항을 넘지 , . 

못했고 인공유산은 생명을 희생한다는 윤리적 비난과 여성의 신체에 가하는 위험이 , 

지나치다는 의학적 비판을 넘어서지 못했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 정관 불임 수술과 . , 

인공유산 등이 저마다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지금껏 대안으로 거론되지 않던 난관 불임 수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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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방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시행과 복강경 기술의 도입은 난관 불임 수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확장했다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난관 불임 수술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필수적인 . 1970

까다로운 수술이었고 그러한 탓에 집도는 물론 언급조차 찾기 힘든 기술이었다 이러한 제약은 , . 

도시 인구 문제의 대두에 따라 병원 가족계획 사업이 시행되면서 해소되었다 도시에 집중된 . 

병원이 사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며 난관 불임 수술의 확산을 가로막던 기술적 한계가 , 

자연스럽게 해소된 결과였다 년대 중반에 도입된 복강경은 이렇게 실현된 난관 불임 . 1970

수술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하였다 복강경이 도입되면서 난관 불임 수술은 수술실과 .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한 수술에서 처치실과 회복실을 갖춘 의원급 ,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한 수술이 되었다 이렇게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두 갖추어지면서 난관 . , 

불임 수술은 가족계획 사업의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는 복강경 기술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정부와 의학자의 이해관계에 고루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양국 정부는 기존의 피임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 1960 ,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였다 자유 진영의 수호와 경제 개발을 위해 인구 조절 사업을 계속 . 

이어나가야 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 등이 잦은 부작용과 높은 , 

비용을 유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강경은 난관 불임 수술이라는 대안을 . 

보편화하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수술의 난도는 낮아졌으며 안전성은 올라갔다 물론 초기 . , . 

비용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의 수술로 영구적인 피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 

사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지일 수 있었다 양국 정부에게 복강경은 기존 피임 .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훌륭한 대안 기술이었다, .

복강경 기술은 양국 의학자의 이해에도 합치하였다 피임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주도하던 . 

선진국의 여러 의학자는 인구 조절 사업을 통해 막대한 양의 임상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의학 기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경험을 쌓아야 했지만 인구 ,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던 선진국에서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결책은 수술실의 . ‘

확장이었다 수술법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규격화된 양식으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면’ . , 

손쉽게 증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의 의학자 역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복강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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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표준화로 이어진 양국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학자는 선진국의 기술을 , 

이전받는 동시에 막대한 임상례를 생산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누리기도 했다 복강경 기술의 , . 

이전이 진행되었던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이면에는 양국 정부와 의학자의 

중첩된 이해관계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은 복강경이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되었기 때문이다 난관 불임 수술에 .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만 해도 복강경은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었다, . 

복강경은 기대만큼 안전하지도 기대만큼 저렴하지도 못했다 물론 개복 수술보다는 나았지만, . ,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에 무리 없이 확산할 정도는 아니었다 복강경은 때로 소장 천공 .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는 피시술자의 목숨을 , 

위협했다 생명을 담보로 가족계획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의 미비는 . , 

복강경의 확산을 가로막는 중대한 결함이었다 복강경 수술의 복잡성과 낮은 경제성 역시 . 

문제였다 마찬가지로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저렴했지만 개발도상국의 환경에서 널리 . , 

이용되기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고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개발처와 포드 재단 등의 관민기관과 여러 의학자가 복강경의 , 

개량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복강경은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알맞은 안전성과 . , 

경제성을 갖출 수 있었다 복잡한 부품은 간단한 부품으로 교체되었고 위험한 방식은 안전한 . ,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난관 불임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갖추어지고 기술 이전을 . , 

향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동시에 이전 대상국의 환경에 따라 복강경이 개량됨에 따라, , 

복강경은 급속도로 이전되고 확산할 수 있었다 한국에 복강경 기술이 이전된 이후 복강경을 . 

이용한 난관 불임 수술은 다른 피임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였고 마침내 년대 초반에 , 1980

이르러 수위 를 차지했다( ) .⾸位

복강경의 영향 가족계획 사업과 산부인과학계8.1.2. :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의식은 복강경 기술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해당한다 먼저 . 

가족계획 사업에 끼친 영향이다 요컨대 복강경은 남성으로 치우친 사업의 젠더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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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하고 심화하였다 복강경은 사업의 대상을 여성으로 고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계획 . . 

사업은 줄곧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업을 주도하던 양대 세력인 정부 관료와 의사 집단이 . 

의견을 함께한 결과였다 정부 관료 대부분은 가족계획 사업을 주부의 일이라 여겼고 의사 . ‘ ’ , 

역시 대개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 피임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도 . 

과언이 아니었다 정관 불임 수술보다는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보급에 예산이 치중되었고. , 

이는 다시 여성을 향한 개입의 효과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복강경은 이러한 경향을 공고화하였다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 

사업 대상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일말의 가능성이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 

불투명해지면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던 관료와 의사 집단은 정관 불임 수술의 , 

확산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강경의 도입과 함께 사업은 다시 여성으로 . 

집중되었다 복강경이 난관 불임 수술을 대중화함에 따라 정관 불임 수술을 향한 정책 의지가 . , 

줄어든 탓이었다 기술의 가능성이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이 기술의 . 

가치를 증명하는 순환 논리 속에서 가족계획 사업의 대상은 여성으로 고착되었고 복강경은 , 

이러한 악순환을 유지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

사업의 주도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족계획 사업은 처음부터 남성이 주도하였다 년대 . . 1950

말까지 존재하던 여성의 출산 조절 운동은 군사정변과 함께 명맥을 다하였다 군사정권은 . 

가족계획 사업에서 여성 단체를 배제하였고 국제가족계획연맹으로 대표되던 국제 사회의 흐름 , 

역시 여성이 의지에 따라 출산을 조절할 권리보다는 냉전 질서에 따른 인구 조절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황의 변화와 함께 사업의 주도권은 모두 남성 의사 집단으로 이전되었다. . 

해외 유학을 통해 인구 이론을 비롯한 예방의학 지식과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던 이들은 

국제 사회와 한국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부상하였고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관 요직을 , 

장악했다.

복강경의 도입은 이러한 남성 주도권을 강화하였다 남성 의사 집단이 사업의 설계와 감독을 . 

주도하였지만 복강경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의 실행만큼은 여성의 몫이었다, . 

가족계획지도원과 계몽원 가족계획어머니회의 회원은 사업의 홍보와 계몽은 물론, , 

자궁내장치의 시술과 경구피임약의 복약 지도를 담당하기도 했다 상황은 복강경 난관 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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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유행하며 달라졌다 가족계획 사업이 복강경을 중심으로 재. 편되며 여성 요원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남성이 다수이던 산부인과 의사가 , 

여성의 신체에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이렇게 복강경은 사업의 대상과 주도권의 . 

측면에서 젠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확대하였다, .

다음은 복강경 기술이 한국 산부인과학계에 미친 영향이다 요컨대 복강경은 기술 추격을 . 

가능케 하는 기반이었다 복강경을 계기로 산부인과학의 국제적 조류에 합류한 한국의 여러 . 

엘리트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마주하였다 하나는 난관 복원 수술 등의 . 

미세수술에 쓰이는 수술 현미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 ‘ ’

체외수정 기술이었다 복강경의 도입에 고무되었던 이들은 다시 한번 신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 

산부인과학의 조류를 따라잡으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

이는 복강경이 기술 추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만들어 낸 덕분이었다 먼저 복강경은 .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창출했다 복강경의 확산에 따른 난관 불임 수술의 보급은 . 

곧 생식능력을 상실한 여성의 증가를 의미했고 이는 다시 생식능력을 복원하려는 수요로 , 

이어졌다 물론 불임 수술을 받은 이들 가운데 복원을 원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불임 . , 

수술이 한해에만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는 적지 않았다 이렇게 .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은 난관을 다시 이어 생식능력을 되찾는 난관 복원 수술과 외부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하여 수정란을 이식하는 체외수정의 수요로 귀결되었다.

복강경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가능성이기도 했다 현미경을 이용한 난관 복원 수술은 . 

복강경 난관 불임 수술이 이전되던 연결망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기술 . 

교육과 재정 지원의 주체는 물론 연수의 방식까지 동일했다 체외수정의 경우도 비슷했다, . . 

물론 상황은 온전히 같지 않았다 인구 문제를 향한 관심이 줄며 국제개발처가 지원을 끊었고. , 

무엇보다 여러 대학이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난관 불임 수술이나 복원 수술과 . 

달리 체외수정은 누가 먼저 성공을 거두는지가 중요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여러 , . 

대학은 기술 노출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연수처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 . 

복강경의 도입 과정에서 갖추어진 인적 연결망을 통해 한국의 여러 의학자는 결국 연수를 떠날 

수 있었고 이로써 체외수정 기술을 한국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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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강경은 당대의 고유한 사회 구조를 매개로 만들어지고 퍼져 나갔고 동시에 이러한 ,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하였다 먼저 오래된 기술인 복강경은 냉전의 정치 상황 속에서 . 

개발도상국의 인구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재조명되며 비로소 개량될 수 있었고 이렇게 , 

개량되어 보급됨으로써 다시 인구 조절 사업을 이어나가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남성으로 . 

치우친 한국의 젠더 질서 속에서 복강경은 여성을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업 기조를 

매개로 한국에 도입되어 다시금 여성을 사업의 대상으로 고정하는 동시에 남성 의사의 , , 

주도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복강경은 선진국을 향한 여러 엘리트 의학자의 열망에 . 

힘입어 미니랩과 같은 경쟁 기술을 꺾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수술 현미경과 , 

체외수정 기술을 추격하는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요컨대 복강경은 냉전과 젠더 불평등 그리고 . , 

선진 기술을 향한 선망이라는 당대의 구조를 매개하고 강화하는 기술이었다.

의의와 한계8.2.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하나는 피임 기술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던 기존 . 

연구와 달리 다른 재생산 기술과 구분되는 복강경만의 특징을 규명해냈다는 점이다 앞서 , . 

살폈듯 복강경 기술의 이전과 확산은 일견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이지만 복강경의 높은 가격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사태의 당연성은 사라진다, . 

복강경의 특수성에 맞춘 서술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복강경 기술이 . 

요청되고 실행되는 필요성과 가능성 기술을 이전하고 이전받는 과정에 얽힌 이해관계 여기에 , , 

더하여 기술이 개량되는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또 하나는 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는 사회와 기술의 . 

관계를 한 방향으로 묘사한다 기술은 사회의 맥락에 따라 그저 이용될 뿐이다 현실은 달랐다. . . 

냉전의 정치 상황 기울어진 젠더 질서 선진국을 향한 선망 속에서 도입되고 확산한 복강경은 , , 

역으로 이를 재생산하고 강화했다 이 연구는 복강경에 아로새겨진 사회의 영향에 더하여 . 

사회에 각인된 복강경의 영향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기술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드러내고자 ,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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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복강경의 특징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의사의 , 

이해관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가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여러 연구가 가족계획 사업과 . 

재생산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고 많은 기술 가운데 , . 

복강경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기술의 이전과 확산이 그토록 급속도로 이루어진 까닭은 , 

무엇인지 복강경 이후에도 기술 추격이 계속된 연유는 또 무엇인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 

복강경의 개량과 도입 그리고 이를 이용한 난관 불임 수술의 시행을 주도한 의사 집단에 ,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의사 집단이 복강경에서 무엇을 읽어내고 무엇을 희망하였는지 .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의문의 전모를 밝히려 했다, .

이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의사라는 행위자에 집중한 결과 기술의 개량과 도입 확산 . , , 

과정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논문에 여성의 . 

목소리가 온전히 부재하지는 않다 여기에서 여성은 자궁내장치와 경구피임약의 수용을 .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만들어냈으며 가족계획 사업의 열풍이 , 

지나간 이후 난관 복원 수술과 체외수정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기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존재로 그려진다 여성은 또한 복강경 난관 불임 수. 술의 부작용을 공론화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최종 사용자 또는 중계 행위자로서 여성이 무엇을 경험하고 . 

행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복강경의 기술사를 두텁게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 .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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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년: 1960 1989–

출처 통계청 : (2021)

* 매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앙 추계 인구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는 일부 다르다 7 1 ( ) . . 年央

과거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의 경우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총조사 결과로 갈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보정한 추계 인구를 사용한다 총조사가 이루어진 , . 

시점이 일정치 않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이후 월 일 조사 (1960 : 12 1 , 1966, 1970, 1975 : 10 1 , 1980 : 11 1 ), 

규모가 방대하여 오차가 없지 않으며 조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져 연간 자료의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

** 인구성장률은 각 해의 총인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였다 인구성장률 . (%) = ln(Pt/P0)/T·100 (Pt 년도 : t

총인구 비교 기간, T: )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1960 25,012

1961 25,766 2.97

1962 26,513 2.86

1963 27,262 2.79

1964 27,984 2.61

1965 28,705 2.54

1966 29,436 2.51

1967 30,131 2.33

1968 30,838 2.32

1969 31,544 2.26

1970 32,241 2.19

1971 32,883 1.97

1972 33,505 1.87

1973 34,103 1.77

1974 34,692 1.71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1975 35,281 1.68

1976 35,849 1.60

1977 36,412 1.56

1978 36,969 1.52

1979 37,534 1.52

1980 38,124 1.56

1981 38,723 1.56

1982 39,326 1.55

1983 39,910 1.47

1984 40,406 1.24

1985 40,806 0.99

1986 41,214 0.99

1987 41,622 0.99

1988 42,031 0.98

1989 42,449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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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년2. : 1960 1985–

지역 연령 1960 1966 1968 1970 1971 1973 1974 1976 1982 1985

전국 15-19 37 15 7 13 6 10 11 10 12 7

20-24 283 205 146 168 188 146 159 147 161 162

25-29 330 380 301 278 341 301 276 275 245 187

30-34 257 242 201 189 234 220 164 142 94 52

35-39 196 150 120 101 124 88 74 49 23 8

40-44 80 58 65 39 41 19 29 18 3 1

45-49 14 7 7 7 3 3 3 1 0 0

합계출산율 6.0 5.4 4.2 3.9 4.7 3.9 3.6 3.2 2.7 2.1

도시 15-19 22 4 6 8 3 7 6 5 6 8

20-24 223 119 113 141 166 104 135 163 137 155

25-29 316 278 297 258 316 284 262 258 229 183

30-34 250 209 169 141 196 195 129 120 87 53

35-39 184 92 77 63 91 50 42 36 9 5

40-44 81 48 28 18 29 13 13 11 4 0

45-49 0 8 0 3 0 0 2 3 0 0

합계출산율 5.4 3.7 3.5 3.1 4.0 3.3 2.9 2.8 2.4 2.0

농촌 15-19 48 16 8 17 9 14 16 16 25 4

20-24 291 243 178 189 211 206 192 173 217 182

25-29 354 424 305 291 363 324 298 278 286 200

30-34 308 284 220 212 266 249 206 173 110 48

35-39 237 228 147 126 144 117 103 54 29 17

40-44 115 96 87 50 49 25 41 26 3 2

45-49 0 12 11 7 4 5 4 0 0 0

합계출산율 6.7 6.5 4.8 4.4 5.2 4.7 4.3 3.6 3.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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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규식 이임전 차이출산력과 피임실천율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의 출산력변동과 전망 서울: , , , , ( : 「 」 『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를 재가공, 1987), 135 187 [138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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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사업 3. 실적 년: 1962 1989–

연도
정관 불임 수술 난관 불임 수술 월경 조절

목표 실적 달성도 비율* 목표 실적 달성도 비율 목표 실적 달성도 비율

1962 3,413 3,413 100.0 100.0

1963 23,000 19,866 86.4 93.0

1964 28,296 26,256 92.8 19.8

1965 15,000 12,855 85.7 5.4

1966 20,000 19,942 99.7 4.8

1967 20,370 19,677 96.6 5.7

1968 18,000 15,988 88.8 5.2

1969 20,000 15,457 77.3 3.9

1970 20,000 17,321 86.6 3.6

1971 20,000 18,581 92.9 3.6

1972 20,000 16,396 82.0 3.1 3,283 0.6

1973 20,000 19,696 98.5 3.4 4,793 0.8

1974 37,000 32,020 86.5 5.1 5,348 0.9 3,000 2,195 73.2 0.4

1975 46,600 43,056 92.4 6.7 14,532 2.3 4,000 3,746 93.7 0.6

1976 50,900 44,881 88.2 7.6 35,719 35,545 99.5 6.0 8,690 8,482 97.6 1.4

1977 54,400 53,781 98.9 7.5 181,000 181,445 100.2 25.3 23,000 22,042 95.8 3.1

1978 40,000 36,922 92.3 5.6 200,000 193,398 96.7 29.2 59,000 60,797 103.0 9.2

1979 30,000 25,863 86.2 4.3 210,000 195,271 93.0 32.7 80,000 79,314 99.1 13.3

1980 30,000 28,036 93.5 4.9 200,000 179,093 89.5 31.5 70,000 70,223 100.3 12.4

1981 30,000 31,320 104.4 5.9 198,200 164,769 83.1 30.8 80,000 80,467 100.6 15.0

1982 47,317 53,143 112.3 7.2 200,000 233,518 116.8 31.6 150,000 141,259 94.2 19.1

1983 87,000 97,150 111.7 10.0 313,000 329,845 105.4 34.1 250,000 244,666 97.9 25.3

1984 80,000 123,222 154.0 14.7 233,000 255,547 109.7 30.5 199,700 209,740 105.0 25.0

1985 110,000 110,105 100.1 15.0 203,000 217,644 107.2 29.7 199,700 183,998 92.1 25.1

1986 110,000 92,244 83.9 11.7 203,000 220,274 108.5 27.9 210,000 196,523 93.6 24.9

1987 93,300 82,984 88.9 10.9 214,200 211,934 98.9 27.8 210,000 185,623 88.4 24.3

1988 80,000 70,849 88.6 10.6 180,000 165,851 92.1 24.8 150,109 22.5

1989 41,000 66,217 161.5 12.8 116,000 115,622 99.7 22.3 70,192 13.6

계 1,195,596 1,197,241 2,687,119 2,727,712 1,547,090 1,70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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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궁내장치 콘돔** 경구피임약**

목표 실적 달성도 비율 목표 실적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비율

1962 59,350 59,350 100.0

1963 1,493 1,493 100.0 7.0 129,800 129,804 100.0

1964 105,640 106,397 100.7 80.2 156,300 156,301 100.0

1965 228,333 225,951 99.0 94.6 248,000 191,706 77.3

1966 400,000 391,687 97.9 95.2 150,000 168,868 112.6

1967 325,377 323,452 99.4 94.3 150,000 152,724 101.8

1968 277,400 263,132 94.9 86.1 150,000 135,184 90.1 171,000 26,624 15.6 8.7

1969 300,000 285,500 95.2 72.8 150,000 147,773 98.5 320,000 91,175 28.5 23.3

1970 311,800 295,100 94.6 61.1 150,000 162,986 108.7 320,000 170,512 53.3 35.3

1971 300,000 293,680 97.9 57.4 150,000 161,277 107.5 320,000 199,694 62.4 39.0

1972 300,000 299,902 100.0 56.2 150,000 152,562 101.7 250,000 213,969 85.6 40.1

1973 300,000 325,875 108.6 55.7 150,000 175,986 117.3 250,000 234,707 93.9 40.1

1974 330,000 341,618 103.5 54.8 150,000 172,685 115.1 250,000 241,980 96.8 38.8

1975 350,000 343,907 98.3 53.3 200,000 196,735 98.4 250,000 240,183 96.1 37.2

1976 310,000 297,872 96.1 50.5 150,000 158,070 105.4 250,000 203,402 81.4 34.5

1977 290,000 281,796 97.2 39.2 100,000 103,166 103.2 200,000 178,893 89.4 24.9

1978 250,000 240,871 96.3 36.4 100,000 110,901 110.9 130,000 130,506 100.4 19.7

1979 200,000 188,734 94.4 31.6 90,000 80,759 89.7 125,000 108,745 87.0 18.2

1980 200,000 188,393 94.2 33.1 70,000 73,746 105.4 100,000 102,827 102.8 18.1

1981 180,000 167,206 92.9 31.2 70,000 79,036 112.9 90,000 91,393 101.5 17.1

1982 203,000 199,083 98.1 26.9 98,000 101,601 103.7 124,583 113,014 90.7 15.3

1983 200,000 213,144 106.6 22.0 123,000 127,273 103.5 67,000 82,414 123.0 8.5

1984 190,000 195,352 102.8 23.3 120,000 129,672 108.1 50,000 54,654 109.3 6.5

1985 170,000 176,911 104.1 24.1 120,000 124,887 104.1 37,800 43,966 116.3 6.0

1986 250,000 233,385 93.4 29.6 100,000 108,343 108.3 40,000 45,840 114.6 5.8

1987 250,000 242,496 97.0 31.8 140,000 144,173 103.0 40,000 39,331 98.3 5.2

1988 250,000 251,898 100.8 37.7 125,000 137,825 110.3 30,000 29,627 98.8 4.4

1989 245,000 235,933 96.3 45.6 140,000 143,982 102.8 30,000 29,426 98.1 5.7

계 6,718,043 6,610,768 3,689450 3,787,375 3,445,383 2,67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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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을 재가공: , 30 ( : , 1991), 117 118『 』 –

* 전체 비율은 재래식 피임법콘돔을 제외한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 ) .

** 콘돔과 경구피임약은 월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된 값이다 일회의 수술 또는 시술로 영구 또는  . 

반영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관 불임 수술 난관 불임 수술 월경 조절 자궁내장치와 달리, , , ,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하기에 실적이 과대 대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를 기준으로 지급되어 . 4

월평균 실적이 수용자의 수와 대략 일치하는 경구피임약과 다르게 콘돔은 월평균 실적으로 수용자의 수를 , 

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콘돔의 실적을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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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사업 4. 재원 년: 1961 1989–

연도 국제가족
계획연맹

국제연합인구
활동기금 인구협회 일본가족계획

국제협력재단 아시아재단 기타 융자 외원  합계

1961 324 69 393

1962 843 195 1,003 2,041

1963 1,219 3,464 325 826 5,834

1964 3,060 30,046 863 2,160 36,129

1965 11,581 54,587 6,640 72,808

1966 15,258 62,812 809 2,057 80,936

1967 22,989 69,621 1,472 94,082

1968 56,886 136,662 964 194,512

1969 81,090 74,833 8,257 164,180

1970 65,052 73,809 138,861

1971 139,930 94,645 234,575

1972 178,628 58,356 8,980 37,840 283,804

1973 194,812 64,220 3,648 201,858 464,538

1974 224,452 432,213 2,832 149,128 808,625

1975 344,825 369,282 122,705 836,812

1976 398,880 140,793 9,660 61,234 610,567

1977 510,207 119,693 20,191 50,284 700,375

1978 591,682 78,816 19,320 70,529 760,347

1979 666,513 120,947 28,906 110,036 926,402

1980 623,427 101,531 50,864 94,797 870,619

1981 752,700 26,472 55,900 103,748 938,820

1982 804,922 67,990 872,912

1983 792,975 20,966 50,997 864,938

1984 790,583 39,356 49,160 879,099

1985 729,570 49,595 49,800 828,965

1986 791,100 60,823 18,000 869,923

1987 817,796 57,357 875,153

1988 755,402 78,197 833,599

1989 694,058 4,780 69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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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한가족
계획협회 국고 시도비 국내 재원 합계 전체 재원 합계 외원  비율 국고 비율

1961 45 45 438 89.7% 0.0%

1962 835 2,389 3,224 5,265 38.8% 45.4%

1963 101 7,266 7,367 13,201 44.2% 55.0%

1964 731 7,019 7,750 43,879 82.3% 16.0%

1965 2,740 7,123 9,863 82,671 88.1% 8.6%

1966 5,109 12,221 17,330 98,266 82.4% 12.4%

1967 4,800 18,421 23,221 117,303 80.2% 15.7%

1968 7,072 21,628 28,700 223,212 87.1% 9.7%

1969 10,533 28,463 38,996 203,176 80.8% 14.0%

1970 7,486 17,747 25,233 164,094 84.6% 10.8%

1971 34,807 20,480 55,287 289,862 80.9% 7.1%

1972 19,303 21,639 40,942 324,746 87.4% 6.7%

1973 21,405 25,124 46,529 511,067 90.9% 4.9%

1974 22,451 22,451 831,076 97.3% 0.0%

1975 49,389 49,389 886,201 94.4% 0.0%

1976 81,998 28,020 110,018 720,585 84.7% 3.9%

1977 104,452 366,945 471,397 1,171,772 59.8% 31.3%

1978 67,326 426,790 494,116 1,254,463 60.6% 34.0%

1979 94,645 438,011 532,656 1,459,058 63.5% 30.0%

1980 222,177 514,680 736,857 1,607,476 54.2% 32.0%

1981 108,335 573,805 682,140 1,620,960 57.9% 35.4%

1982 212,827 870,461 1,083,288 1,956,200 44.6% 44.5%

1983 391,912 1,125,133 93,850 1,610,895 2,475,833 34.9% 45.4%

1984 321,978 1,201,450 101,797 1,625,225 2,504,324 35.1% 48.0%

1985 421,660 1,265,461 103,130 1,790,251 2,619,216 31.6% 48.3%

1986 891,803 1,480,012 166,483 2,538,298 3,408,221 25.5% 43.4%

1987 766,179 1,652,804 548,034 2,967,017 3,842,170 22.8% 43.0%

1988 741,061 2,322,467 737,771 3,801,299 4,634,898 18.0% 50.1%

1989 707,027 2,776,996 951,899 4,435,922 5,134,760 13.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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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가족계획협회 가협 년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을 재가공: , 30 ( : , 1991), 370 371『 』 –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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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 수와 의료기관별 병상 수 년: 1960 1989–

연도 종합병원 수 병원  수 의원  수 종합병원과  
병원 수

종합병원 
병상 수

병원
병상 수

종합병원과 병원  
병상  수*

1960 22 128 3,863 150 9,951

1961 27 138 4,622 165 8,894

1962 18 152 5,078 170 9,637

1963 28 145 5,300 173 10,477

1964 32 161 5,073 193 10,613

1965 24 182 5,002 206 11,413

1966 18 203 5,012 221 12,891

1967 15 207 5,059 222 14,948

1968 12 222 5,211 234 15,696

1969 12 217 5,163 229 16,270

1970 12 220 5,402 232 16,538

1971 14 259 5,700 273 17,506

1972 17 257 5,796 274 16,373

1973 17 185 5,993 202 18,306

1974 36 124 6,028 160 19,062

1975 37 133 6,087 170 19,989

1976 43 146 6,125 189 22,792

1977 52 187 6,008 239 13,762 12,377 26,139

1978 61 218 6,044 279 14,865 15,151 30,016

1979 70 233 6,110 303 14,377 17,180 31,557

1980 82 240 6,344 322 20,386 17,269 37,655

1981 89 256 6,604 345 23,139 16,596 39,735

1982 111 263 6,824 374 27,286 17,219 44,505

1983 156 282 7,252 438 37,604 20,956 58,560

1984 170 310 7,584 480 44,847 23,516 68,363

1985 183 317 8,069 500 49,394 24,321 73,715

1986 195 316 8,570 511 55,351 23,957 79,308

1987 205 305 9,089 510 57,863 26,798 84,661

1988 213 323 9,595 536 60,554 28,853 89,407

1989 218 322 10,200 540 62,832 29,760 9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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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 : 1961 1990 ( : , 1962 1990)『 – 』 –

* 년까지는 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병원의 병상 수의 합만 파악된다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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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ical History of Laparoscopy: 

Transfer, Spread, and Influence of Laparoscopy

in 1970 80s South Korea–

Park Seungman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fer and spread of laparoscopy in Korea in the 

1970 80s and its impact on Korean socie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t raises –

three questions: first, what was the reason that laparoscopy was introduced and 

spread in Korea, even though other contraceptive technologies were already in use? 

Second, what was the impact of laparoscopy 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Third, what subsequent effect did laparoscopy have on obstetricians in 

Korea? To clarify these points, this study examines government documents, NGO 

reports, and medical research papers produc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There were three main reasons due to which laparoscopy was introduced and 

spread in Korea. Firstly, it wa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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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eptive technology.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ontraceptive technology led to 

the need for tubal sterilization. Intrauterine devices and oral contraceptives caused 

many side effects due to defects in the technology itself and baseless target amount; 

additionally, they were a substantial economic burden due to their long-term costs. 

Vasectomy and artificial abortion were suggested as alternatives, but the limitations 

were obvious; vasectomy could not overcome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among 

males, while artificial abortion was vulnerable to the ethical condemnation of 

sacrificing life. As intrauterine devices, oral contraceptives, vasectomy, and artificial 

abortion exposed several limitations, tubal sterilization, which had not be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began to emerge as a viable method.

The Hospit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y 

realized and expanded the possibilities of tubal sterilization, which until the early 

1970s had been a difficult surgery, only available at hospital-level institutions. This 

constraint was resolv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Hospit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response to the rise of the urban population problem. As hospitals, 

concentrated in cities, emerged as new centers of family planning, the technological 

limitations blocking the spread of tubal sterilization were naturally solved; further, 

laparoscopic surgery, introduced in the mid-1970s, expanded possibilities of tubal 

steriliz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y, tubal sterilization changed from a 

complicated surgery requiring hospital-level institutions to a simple surgery 

available at clinic-level institutions. With both necessity and possibility in place, 

tubal sterilization became a key means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The second reason is that laparoscopy me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of both the USA and Korea. In the late 1960s,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sought new means to replace the existing 

contraceptive technologies. As mentioned above, intrauterine devices and oral 

contraceptives caused frequent side effects and were quite expensive. Unde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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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laparoscopy emerged as a groundbreaking technology for 

popularizing tubal sterilization, decreasing the difficulty of the operation and 

increasing its safety. Although the problem of its high initial cost remained, a single 

surgery could have a permanent contraceptive effect, thus, it seemed to be an 

economical option. For both governments, laparoscopy was an excellent technical 

solution to overcome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limitations of existing 

contraceptive technologies.

Laparoscopy also met the interests of medical practitioners in both countries. 

Obstetricians in developed countries, leading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contraceptive technology, were able to secure huge amounts of clinical cases 

through worldwide population control projects.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new 

medical technologies required a sufficient number of cases; however, this was not 

an easy task in developed countries, where population problems were not 

prominent. The solution was the ‘extension of the operating room.’ If the surgical 

procedure could be standardized and the results could be reported in a systemized 

format, cases could be collected easily from various countries.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also saw their benefits. Based on the network between Korea and the USA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laparoscopic surgery, obstetricians in the former 

country received technology transfer and exerted authority as experienced surgeons. 

Behind the Johns Hopkins Progra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lay the overlapping interests of the governm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of both countries.

Lastly, laparoscopy was technically improved to suit the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hen first used for tubal sterilization, laparoscopy was not an 

appropriate technique to be used in developing countries as it was neither safe nor 

cheap. Laparoscopic surgeries sometimes caused complications, such as perforation 

of the small intestine; furthermore,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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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and facilities were scarce, such complications could threaten the lives of 

the patients. The lack of safety was a major flaw preventing the spread of 

laparoscopic sterilization, as it could not be implemented at the expense of people’s 

lives. The complexity and low economic efficiency of laparoscopy were also 

problematic. Although it was simple and inexpensive compared to open surgery, it 

was still complex and too expensive to be widely used in developing countries.

To solve these problem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Ford Foundation, and several 

medical professionals dove into the improvement of laparoscopy; consequently, 

laparoscopy became affordable and safe enough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three conditions in place,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for tubal sterilization, 

overlapping of the interests in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to suit the environ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laparoscopy could be 

transferred and spread rapidly. After laparoscopy was introduced in Korea,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quickly matched other contraceptive techniques and 

finally outpaced them in the early 1980s.

The second and third questions correspond to the influence of laparoscopy on 

Korean society. Regarding the impact 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laparoscopy 

solidified and deepened the male-dominant gender order. The Family Planning 

Program had always targeted women. It was the result of the consensus of the two 

major powers, namely, government officials and doctors; most government officials 

viewed family planning as the job of a ‘housewife,’ and doctors also focused mostly 

on female contracep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state that the Family Planning 

Program was a project to spread female contraceptive technologies. The budget was 

focused on the dissemination of intrauterine devices and oral contraceptives rather 

than vasectomy; in turn, it became evidence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argeting 

women, fixing them the subject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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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roscopy consolidated this flow. The side effects of intrauterine devices and 

oral contraceptives, ironically, could resolve gender inequality in family planning 

strategies. As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became uncertain, a group of 

bureaucrats and doctors who had shifted all responsibility to women began to 

reorient the plan toward vasectomy. With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y, however, 

the plan focused on women again. As laparoscopy popularized tubal sterilization, 

political will toward vasectomy decreased accordingly. In the circular logic by which 

the availability of technology determin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such policy 

proved the value of technology, women became the set target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and laparoscopy became a driving force to maintain this vicious 

circle.

The same was true for the initiative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by male doctors and policy-makers from 

the beginning. The women’s birth control movement, which existed until the end of 

the 1950s, came to an end with the military coup. The military regime excluded 

female organizations from the program,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focused on 

population control projects under the order of Cold War rather than women’s right 

to control childbirth according to their will. Give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the 

initiative of the plan was transferred to a group of male doctors who had acquired 

knowledge of preventive medicine, population theory, and had become proficient in 

English by studying abroad; they emerged as a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Korea. Furthermore, they took over key post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y strengthened the male dominance of the program. 

In the 1960s, although a group of male doctors led the plan’s design and 

supervision, it was the women who were tasked with its implement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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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amily planning agents were in charge of inserting the intrauterine devices 

and providing guidance on the usage of oral contraceptives as well as promoting 

and enlightening the program. The situation changed with the popularization of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As the program was reorganized to focus on 

laparoscopic surgery, the role of female agents was reduced to promoting the new 

technology, while obstetricians predominantly male emerged as the main actors — —

intervening in women’s bodies. Thus, laparoscopy was a technology that reproduced 

and reinforced gender inequality in terms of the plan’s targets and initiatives.

Laparoscopy also had an impact on the Korean obstetrician community. In short, 

it was the basis of technological catch-up. Elite obstetricians in Korea who joined 

the international trends of obstetrics continued to face new technologies, such as 

surgical microscopes used for microsurgery (e.g., tubal reanastomosis) and in vitro 

fertilization (IVF). Encouraged by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y, obstetricians in 

Korea once again tried to keep up with the trends in global obstetrics and attained 

some success.

This was because laparoscopy created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catch-up. The popularization of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meant 

an increase in the demand to restore fertility. Although the proportion of those who 

wanted reversal surgery was not significantly high, the absolute number was not 

small because sterilization was performed o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every year. This resulted in the demand for tubal reanastomosis and IVF.

Laparoscopy creat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also. Microscopic tubal reversal was transferred to Korea through the same network 

by which laparoscopic tubal sterilization had been introduced. The main agents of 

technical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operation of the training 

programs, were identical. The case of IVF was slightly different. In the case of I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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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were competing to achieve success first. In this 

competitive structure, nobody wanted to disclose their technology; therefore, it was 

not easy for medical professionals of developing countries to go abroad to learn 

new skills. However, the human network established during the introduction of 

laparoscopy enabled many Korean obstetricians to seek training overseas, thereby 

introducing IVF technology to Korea.

In conclusion, laparoscopy was developed and spread through the unique social 

structures of the time, whilst reproducing and strengthening them at the same time. 

First, in the political order of the Cold War, laparoscopy was rediscovered and 

improved as a means of intervening in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became the basis for the continuation of population control projects. Second, 

in the patriarchal setup of Korea, laparoscopy was introduced through the Family 

Planning Program assuming women as the main target of the program; further, the 

spread of laparoscopic sterilization circularly strengthened this assumption and the 

dominance of male doctors. Finally, in the context of the aspirations to high 

technologies of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laparoscopy could defeat competing 

technologies and spread quickly; moreover, it functioned as a basis for technological 

catch-up. In short, laparoscopy was a technology that mediated and reinforced the 

multilayered structures of the Cold War, gender politics, and technological 

aspi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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