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4> 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사라의 안타까운 사연
사라가 합법적 낙태로 인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열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낙태
수술 중에 받은 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라는 세균에 감염되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라의 부모님은 딸이 낙태
수술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딸이 어디가 잘못 되어 병세가 위독한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손을 써보기에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만일 사라의 부모가 딸이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18 세 이하
소녀들의 피부 탠 살롱 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충치
충전과 같은 치과 치료, 학교 간호사에 의한 아스피린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사들이 어린 소녀들의 부모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서도
수술적/화학적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법안 4>는 18 세 이하 미성년 소녀에 대한 낙태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가 적어도 한 사람의 성인(成人)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실(팩트
사실 팩트)은
팩트 은?
의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의학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부모나 성인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가능한 모든 사안들을 이해하고 적합한
보살핌을 받으며 현재 상황으로 이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이든 남성이 어린 소녀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은밀히 낙태 수술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나 성인가족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4>와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州)는 30 개가
넘습니다.
<법안 4>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은 실제로
미성년 소녀들에서 임신과 성병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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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성년자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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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법안 4>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녀가
의사에게 부모 대신
할머니, 큰어머니,
성년(成年)을 지난 오빠나
언니 등 가정의 어느
성인에게라도 알려 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의 낙태
수술의 경우 이미 가족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 주(州)들에서는
미성년자가 그러한
법률에 의해 귄리를
침해를 받았다는 아무런
통계 데이타나 단 한 건의
익명 고발도 없었습니다.
 낙태 제공자들이 강간,
성폭력, 성학대를
청소년/아동 보호
기관들에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금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낙태를
비밀리에 제공하며 어린
소녀들을 똑같은
성범죄가 발생한
환경으로 되돌려 보낼
따름입니다.
 <법안 4>는 강제 낙태
수술로부터 어린
소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다음은 아리조나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3 세의 의붓 오빠로부터
강간당하여 임신한 13 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태 수술을 제공한
가족계획협회 클리닉은 그러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낙태 제공자는 그러한 성범죄를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가 저질러진 위탁 가정으로 어린 소녀를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소녀는 또다시 의붓 오빠로부터
강간당하여 또다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찍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버지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음독자살을 기도한 15 살난 딸을 발견하였습니다.
딸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도록 아버지는 딸이 33 세된 가라데 사범과 관계를
맺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범죄자는 어린 소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를 하지 않으면
자살해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낙태가 살인이라는 마음속
깊은 자신의 믿음과 희망을 거슬러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인해 소녀는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오지 않았었다면 딸은 약물로 인해 죽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레곤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폭력으로 임신한 11 세
소녀에게 낙태 수술을 제공한 낙태 클리닉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음폐는 오레곤주 법률
위반입니다. 이 사실은 낙태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관계로 소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뉘늦게야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 세 소녀가 고등학교 운동 코치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였습니다. 코치는 소녀에게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낙태를 제공한
가족계획협회는 관계 당국에 성폭력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법률을
위반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소녀를 낙태 클리닉으로 데리고 온 남성 성폭력 범죄자의 요청에 따라 낙태
클리닉에서는 소녀에게 피임/낙태용 데포-프로베라를 주사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는 소녀와 바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은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성폭력 범죄자는
소녀와의 성행위를 재개했고 그후 소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지 여러 달이 지나고 나서야 소녀의 부모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형(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계획협회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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