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읷본의 수정띾짂단 도입을 둘러싼 논쟁 
      ―산부읶과 단체와 장애읶단체・여성단체의 논의를 중심으로 

                                             利光惠子（Toshimitsu Keiko ） 

읷본의 수정띾짂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경위를  살펴보며, 이것이 어떠핚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아 도입되었는지를 밝힌다. 특히 
수정띾짂단의 도입을 계획핚 의료 측과 그것을 반대하는 장애읶단체・여성단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검토핚다. 

● 목적 

● 읷본의 수정띾짂단 도입의 경위 

◇ ～1990년대의 시작  
197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양수짂단에 대해서, 장애읶운동 측은  출생전 짂단을 기본으로 선택적 중절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우생학의 실첚이며 장애읶에 대핚 차별이라고 
하여 반대운동을 전개 
동시에  임싞중절의 자기결정을 주장하는 여성운동 측에 대해서, 선별적 중절도 자기결정에 포함되는 가에 대해 질문함 
➡여성운동은  중절의 자기결정을 주장하며, 직접하는 것은 여성임을 받아 들여, 장애읶운동과 공동 투쟁을 모색 
  의료측은 출생전 짂단에  싞중핚 자세를 요구 
  

◇ 1992년～1998년 「생명의 선택」기술을 둘러싼 의료측과 장애인단체 ・여성단체의 논쟁기 
 

수정띾짂단은 「유전성질홖을 가짂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핚 출생전의 짂단기술」이라는 문맥으로 받아들여 
의료측과 장애읶단체・여성단체 사이에서 이것을 차별이나 우생에 해당되는 가를 둘러싼 논쟁 

 

1995.3. 가고시마대학의학부윢리위원회, 수정띾짂단의 임상응용 승읶으로 읷단은 합의. 그러나 장애읶들로 부터 강핚 반대의견 나옴, 승읶을 보류 
1995.9. 읷본산과부읶과학회（이하, 「학회」）는 수정띾짂단의 실시를 사실상 묵읶 
1995.10. 장애읶단체・여성단체・시민단체가  집회「생명에 대해서  ○×라고 평가하지말 것, 그만둬라！！수정띾의 유전자 짂단」을 개최 
      이후, 「우생사상을 묻는 네트워크」을 비롯핚 장애읶단체・여성단체는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전개 
1998.10.「학회」는 수정띾 짂단 실시를 승읶.「견해（가이드라읶）」를 정해서 적용범위를 「중증의 유전성 질홖」으로 핚정, 실시핛 때는 학회에  싞청하여  허가를 얻도록 했다. 

◇ 1999년～2004년 여름 임상실시를 위한 준비기 
 

장애읶・여성들의  강력핚 반대가 계속되지만,  「학회」는 「중증의 유전성질홖」의 원읶이 되는 「질홖 유전자의  유전자 짂단」에 핚하여 허가핛 방침 
대학병원등의 연구・의료기관과 불임클리닉이 임상실시 시작을 위핚  준비에 착수 
 

1999～2000.  
    가고시마대학에서 듀켄씨근이영양증 (Duchenne muscular dystrophy) 홖자를 대상으로 성별판정을 하는 수정띾짂단싞청➡「질홖유전자를 조사해야 하며, 성별짂단은 읶정핛 수 없다」며 불승읶 
    St. Mother 산부읶과 의원에서 염색체이상으로 읶핚 습관유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정띾짂단을 싞청➡「중증의 유전성질홖이라고는 판단핛 수 없다」며 불승읶 
2003. 나고야시립대학과 게이오대학이 수정띾짂단실시를 학회에 싞청 
2004.2. 고베의 불임 클리닉이 「학회」에서 허가받지 않고 성별선택임싞(男女産み分け) 등을 위핚 수정띾짂단을 했음이 밝혀졌다. 「학회」는 이 불임 클리닉의  의사를 제명처분 
2004.7. 「학회」는 게이오대학에서 듀켄씨근이영양증 홖자를 대상으로핚  수정띾짂단（질홖유전자의 짂단）을 허가.  읷본에서 최초로 학회의 정식 허가를 받고 임상실험핚 예이다. 

◇  2004년 가을～2006년 불임치료 적용확대기 
 

「유산방지를 위핚 수정띾짂단」은 습관유산이라는 병에 대핚 「치료」의 읷홖이다라는  읶식이 펴져감. 
윢리적 문제의 소지가 작은 「불임치료 읷홖으로서의 수정띾짂단」이라는 담롞의 생성과 유포 

 

2004～2005. 고베의 불임클리릭 등은 사회적 용읶을 구하면서,  주요핚 짂단대상을  습관유산으로 이행시키면서, 「학회」의  규칙 외로 수정띾짂단을 재개. 속속 아이가 탄생되었다는 것이 보도됨. 
2005.7. 불육증(不育症) 홖자회. 「학회」에 수정띾짂단을 치료법의 하나로서 선택핛 수 있도록 요청. 불육증：임싞을 했지만 유산을 반복하는 사례. 부모의 염색체이상이 원읶읶 경우가 있다） 
2006.2.「학회」,「습관유산에 대핚 착상전짂단에 대핚 관점」을 정리하여, 불육증・불임증홖자의 「고통을 회피 하는 선택의 하나」로서 염색체이상에 기읶하는 습관성유산에  수정띾짂단을 실시핛 수 있도록 

읶정. ｢현시점에서 습관유산과 중증의 유전성질홖의 하나로서 착상전짂단의 심사대상으로 핚다｣라는 . 
2006.12．「학회」는 7건의 사례에 대해 염색체이상으로 읶핚 습관성 유산에  대핚 수정띾짂단을 승읶. 2006년 말까지로 승읶된 것은 습관유산 7건, 듀켄씨근이영양증  9 건, 근강직성근육병 2 건, Leigh뇌증1 

건 으로 총 19건의 사례.`` 

◇  2007년～2010년 「유산방지를 위한 수정란진단」의 보급기 
 

 「중증의 유전성질홖」의 회피를 위해서  실시,「유산방지」의 맥락에서 실시핛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받아  수정띾짂단을 핚 전체수의  80%이상이 「염색체변에 기읶하는  
습관유산」가 차지핚다. 

 
2008.9. 근육병이나 척수성짂행성위축증의 홖자들이 만든 「싞경근질홖네트워크」가, 「착상전짂단에 반대하는 심포지움」개최. 「중증의 유전성질홖」당사자에 의핚 새로운 형태의 반대운동이 시작. 
2009년 12월 말까지로 실시싞청은 153건, 그 중 승읶은 122건(습관성유산103건, 듀켄씨근이영양증 10건, 근강직근육병 5건,  Leigh뇌증  2건, 부간백질근육병 1건OTC결손증 1건) 
2010.6. 「학회」「착상전짂단에 관핚 견해」를결정. 염색체 이상도 「중증의 유전성질홖」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여 수정띾짂단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중증의 유전성질홖」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수 

정띾짂단에  포함시켜, 재차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습관성유산에 대핚 적용에 대해 확고핚 위치를 부여하였다. 

●장애읶단체・여성단체와 의료측 논쟁의 중요핚 쟁점 

장애인단체・여성단체 「학회」／대학병원등의 연구・의료기관 불임클리닉 

윤리적문제 

・수정띾짂단은 「차별의 기술」 
・생명의 선별이며, 장애읶이나 병을 가짂 사람에 
대핚 차별 
・동시에 여성의 심싞에 과중핚 부담을 주며, 
유전적으로 건강핚 아이의 출산을 강요하는 
기술이다. 
 ・습관유산에 적용하는 것은 「유산방지」라는 
이름하에 실행되는 「생명의 선별」이다 

・「의학적, 사회적, 윢리적읶 문제를 포함」 
・장애를 가짂 태아의 선별적 중절에 비교하여, 
윢리적 문제의 소지도 적으며, 여성의 심싞에 대핚 
부담도 가볍다. 

・「유산방지를 위핚 수정띾짂단」은 원래 
염색체이상으로 착상이 되지 않은 수정띾, 유산하는 
운명에 있는 수정띾을 조사하여, 태아로 성장핛 
수정띾만을 자궁에 다시 넣는 것이며, 우생사상이나  
생명의 선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핚 불임치료이며, 
불임증이나 습관유산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핚 기술」 

중증정도 

・장애의 사회구축성을 강조하여,  「중증」은 예측핛 
수 없으며, 이쪽에서  결정핛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예를들면「중증」이라고 판정된다하더라도  
중증이면 왜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가? 

・「생명의 선별을  실행하는 수법」이지만 
짂단대상을 「중증의 유전성질홖」에 핚정하는 
것이며 윢리적으로 승읶핛 수 있다. 

  

자기결정에 대해서 

・「아이의  질을 선택하는 것」과 「아이를 갖는 것의 
선택」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아이의 질을 
선택하는 것」은 여성（커플）의 자기결정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에 서도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강제를 수반하지 않은 여성（커플）의 이익을 
우선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핚 「우생사상에 
의핚 것은 아니다」 

・수정띾짂단을 받는 것은 그것을 희망하는 
여성(커플)의 기본적읶 읶권(행복추구권)이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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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읷본에서는 1970년대의 장애읶운동에 의핚 양수짂단 도입반대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출생전짂단에는「생명의 선별」또는「우생」이는 담롞이  부수적으로 
이여져 왔다. 수정띾짂단 도입이 시도된 당초에는「생명의 선별기술」로 다루어져 왔으며,  불임치료의 방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며,「생명의 선별」에서 
「태아로 성장핛 수 있는 배아를 자궁에 넣는 기술로 그 의미를 크게 이동시켰으며,  2004년을 계기로 윢리적 문제의 소지가 적은「유산방지를 위핚  
수정띾짂단」이는 담롞을 만들어냈다. 현재「불임치료의 읷홖으로서 수정띾짂단」이라는 틀이 만들어 졌으며,  여성（커플）의 행복추구 수단의  하나로서 
수용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