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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www.pop119.com에서 download 가능

국제포경수술정보교육기관(NOCIRC; UN 등록 NGO) 주최 국제 심포지움 인권상 수상

국제 심포지움 인권상 수상 이유:

(1) 영국 비뇨기학회지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비정상적 포경수술 현황을 세계에 알

림.

(2) 국내 최초의 포경수술 전문 웹사이트 (www.pop119.com) 운영을 통하여 포경

수술에 대한 정확한 교육에 공헌하는 동시에 영문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비극적’

한국 실정을 세계에 알림.

(3) 초중고 교사들에게 포경수술에 관한 교육을 실행

(4) 세계는 한국의 포경수술에 관한 현황을 접함으로써 다시 한번 보호받아야하는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경악하게 되었으며 포경수술이 의학적 이유를

빌미로 한 통과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미국 소아과학회

는 포경수술의 무용론을 공식 표명하게 되었다.

국제 심포지움 인권상 수상자중 대표인물

(1) 1991년 SanFrancisco 학회 수상자 벤저민 스포크 박사; 미국 소아과 의사로

‘Baby and Child Care (육아책) '라는 5천만권 이상의 발행부수를 기록한 책의 저

자. 이 책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책으로 꼽힘. 2차 세계 대전후 의

’미국 baby boomers' 세대를 키운 의사‘로 평가받음. 처음에는 포경수술에 의 학 적

인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후 포경수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1980년대에 의견을 수정하여 대부분의 포경수술에는 의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견번복; 미국 포경수술 비율의 감소에 기여. 1991년의 수상 연설에서 “내

가 다시 아들을 낳는다면 그의 작은 고추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언급.

(2) 1998년 Oxford 학회 수상자 마가렛 소머빌 박사: 캐나다 맥길대학 교수 윤리학

자이자 법학자. 남아포경수술이 여성할례에 비근한 윤리/인권문제라고 주장.

Oxford 수상연설에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포경수술은 범죄적인 행위이다”, “우리

의 의무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

시드니 학회 참석자: 의사, 법학자, 변호사, 간호사, 공중보건전문가, 심리학자, 생물학자, 역

사학자, 성의학자, 교육학자, 방송인, 사회사업가, PD, 기자, 체육학자 및 유대인 의

사, 윤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한국,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호

주, 영국, 뉴질랜드, 이태리, 스웨덴, 버뮤다, 벨기에, 아일랜드, 우간다, 브라질등 여

러 국가 전문가들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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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심포지움 수상 연설:

(1) 45분에 걸친 초청 강연; '100%가 넘는 포경수술 비율: 짧고도 괴이한 한국

포경수술의 역사'

(2) 12월 8일 4: 45 pm (호주시간) 시드니 대학에서 공동 강연

(3) Plenum Publishers(뉴욕, 보스턴, 런던, 모스코바) 출판 예정인 “21세기 인권보

호에 대한 제언 (Safeguarding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21st Century)"

의 한 Chapter로 채택

수상 연설 내용

(1) 세계 포경수술의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적 이유로 행하여지며 이슬

람 교를 제외한 세계 포경수술 비율은 약 5%이며, 이슬람교를 포함하더라도 포경

수술의 비율은 약 20%이다 (포경수술 지도 참조).

(2) 지금까지 대대적인 의학적 포경수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행하여진다고 믿어졌

다. 현재 미국에서도 포경수술 비율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캐나다, 영국, 호

주 등의 영어문화권에서는 한때 미국의 영향으로 포경수술이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캐나다 퀘벡의 포경수술 비율감소 참조).

(3) 현재 필리핀과 남한만이 의학적 이유라는 명목으로 초중고생 및 성인에게 대

대적인 포경수술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의 포경수술 비율은 1950년 0.1%였으나 현

재 20대 남성은 약 85%의 포경수술 비율을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라는 경악할만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슬람국가 및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단연 세

계최고의 포경수술 비율을 자랑한다. 현재 남한의 포경수술은 의학적인 범주를 완

전히 벗어나 통과의례화되었다. 놀랍게도 남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해야하냐가 문제

가 아니라 언제 하냐가 문제가 되어버렸다.

(4) 필리핀의 경우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이슬람 교도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

에서 필리핀은 미국의 신생아 ‘의학적 포경수술’과 이슬람교의 ‘사춘기 포경수술’을

조합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겠으나, 필

리핀 식의 포경수술로 변형된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다.

(5) 남한의 연간 포경수술 숫자는 지난 20년간 남아 출생수보다도 훨씬 높았다. 결

국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3세대가 동시대에 포경수술을 받은 놀라운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6) 한국문화는 유교문화권 중 신체보전에 관하여 가장 보수적이었으다 (‘신체발부

는 수지부모’).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짧은 시간동안 의학적 수

술이 통과의례화된 배경에는 포경수술이라는 외래문화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이해의 전무가 자리잡고 있다.

(7) 미국에서 매우 부분적으로 언급되던 ‘포경수술이 성생활을 증진시킨다’는 설은

이미 예전에 낭설로 굳어졌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성적 만족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100년전에 미국에서 극히 일부계층에서 유행

하던 이설은 재미있게도 남한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설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미신은 포경수술을 남한에서 통과의례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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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인 및 의료관계자들은 포경의 정의에 대한 상식이 매우 부족하여(첨부자료

참고) 포경을 포피, 포경수술, 포피의 존재자체 등과 혼동한다. 교육의 부재가 이러

한 결과를 낳았다.

(9) 전세계적으로 이미 1960년대부터 포경수술이 자궁암, 음경암 등을 예방한다는

설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결론지어졌다 (1996년 미국 암학회

공개서한 참조; 첨부). 반면 남한의 대중매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10) 남한의 매체에서는 종종 외국의 연구결과 (요도염, HIV등 관련)를 예로 들면

서 ‘전국민의 포경수술’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싣는다. 포경수술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해석은 세계적 추세, 주변국 상황, 문화적

배경등을 이해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11) 본 수상자들은 내년 정도 남한의 포경수술 역사, 포경수술 관련 상식에 대한

남한 의사들의 이해도 등을 중심으로 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12) 포경수술은 외과수술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한 예

로 미국 암학회는 “게다가 음경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포경수술로 인한 사망 비

율과 비슷한 정도로 낮은 것을 보면 포경수술을 음경암 방지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

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포경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13) 포경수술의 이득에 대한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본 수상자들의 조사에 응한

적지않은 성인들이 포경수술 후의 발기시 고통, 성감의 감퇴, 성욕의 감퇴등을 호소

하였다. 포경수술과 섹스의 관계, 포경수술의 부작용 등의 연구에 남한은 매우 좋은

장을 제공할 수 있다.

(14) 수상자들은 현재 포경수술에 대한 남한 최초의 websi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

출판도 준비중이다.

(15) 희망적인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들 80% 이상이 “만일 일본, 유럽등의 포경수

술 비율이 그토록 낮은 것을 알았다면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현재의 비정상적 남한 상황은 고쳐질 수 있다.

(16) 통일 될 경우 북한의 남성들이 남한의 의사들에 의하여 대대적 포경수술을 받

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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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로 본 세계지도

동양권의 포경수술 (남한과

필리핀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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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웹에서 보고한 세계포경수술 현황

(남한과 필리핀이 포함됨)

캐나다 퀘벡 포경수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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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 공개서한
미국 암학회의 대표로서 미국 소아과 의학회

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궁암과 음

경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경수술을 시술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 암의학회는 포경수술이

자궁암이나 음경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

습니다.

포경수술과 자궁암의 관계를 언급해온 과거의

연구들은 연구 방법론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이미 지나

간, 한물간 이야기이며 지난 수 십년 동안 의학계에

의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경수술과 음경암을 관계짓는 연

구들 역시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다. 음경암은 지극히

드문 병이며 더욱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음경암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

다. 게다가 음경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포경수술로

인한 사망 비율과 비슷한 정도로 낮은 것을 보면 포경

수술을 음경암 방지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은 말이 되

지 않습니다.

포경수술을 자궁암 예방책으로 선전하는 것은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 즉 흡연, 무절제한 섹스

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러한 선전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1996년 2월 16일 Hugh

Shingleton, M. D., Clark. Heath, Jr., 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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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의 ‘포경’이란?
포경수술이란 "포경"이라는 병적인 피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럼 포경이란

무엇인가?

포경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화와 상황에

따라 많이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유럽에서도 약

100명에 1명 꼴로는 수술을 하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부정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 포경수술이 필요한 것일까? 아래 그림과 같이, 포피가 병적인

상태여서 염증이 있거나, 뒤로 젖힐 수 없는 경우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포

피가 뒤로 젖혀질 수 없는 경우를 "포경"이라고 하며 바로 "포경수술"이란 말의 "포경"에

해당한다.

<성인 남성의 경우 포경이어서 수술이 필요함>

우리 나라 포경수술의 문제는 포경이 아닌 정상 상태라도 아무런 구별없이 마구잡이로 수술

을 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00명중 99명은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거꾸로 대부분

의 아이들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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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성기 발달
정상적인 성기의 발달

정상적인 경우 신생아 시기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포피와 귀두가 분리되지 않는다. 즉 어린

아이의 "고추"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아래 그림들을 참조)

태어날 때 귀두와 붙어있던 성기는 그러다가 자라면서 점차 포피가 귀두로부터 분리된다.

그리하여 포피를 뒤로 젖힐 경우 귀두가 완전히 드러난다 (아래 그림 참조). 100명중 99명의

남성은 20세가 되기 전까지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을 보인다. 정상적인 성

기는 이와 같이 포피가 매우 잘 늘어난다. 포피 자체의 길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평상시

에 포피가 귀두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뒤로 젖힐 수 있는 한 아

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인인 것이다.

<정상 성기의 퇴축>

위의 그림과 같이 어른이 되면 98-99%의 경우 퇴축이 가능하다. 가끔씩 평소에 포피가 귀

두를 덮고 있으면 포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포피의 길

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포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을 상기해야 한다: 포경=phimosis=unretractable fore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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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인구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포경인 경우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음

그림을 보자.

<정도가 약한 포경; 퇴축불가> <"stretching excercise"후 정상 성기됨>

<정상성기 된 후 퇴축 가능>

이와 같이 유럽 미국 등에서는 포경인 경우라도 stretching excercise, steroid cream 등에

의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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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IRC (National Organization of Circumcision

Information Resource Centers)란?

- 미국 소재 국제 포경수술 정보교육기관

- 세계 최대의 포경수술 정보 보유 기관

- 미국을 비롯한 세계 50 여개 국가에 지부가 있음

- UN 인정 NGO 기관 (roster status)

- 최근 미국의 포경수술 감소에 큰 기여

- 포경수술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

- 2년에 한번 인권상 수여 (Dr. Benjamin Spock; SF 학회,

Margaret Sommerville; Oxford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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