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합동학술대회 및
특별심포지움
Medical Ethics in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 the Mass Disaster

│일 시│ 2020년 11월 28일(토) 9:00~16:00
│장 소│ 온라인 컨퍼런스
- 밀레니엄 힐튼 서울 라이브 스트리밍

PROGRAM
08:40 ~ 09:00

등 록

09:00 ~ 09:10

개회사

Coral hall

임채만

http://ksme.kwebinar.kr

Session Ⅰ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울산대 호흡기내과
[의사평점] 대한의사협회 5평점
좌장 l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COVID-19 의료 현장의 윤리적 갈등

09:10 ~ 09:40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의 책무와 한계

박혜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9:40 ~ 10:10

의료인과 환자
- 취약 집단 보호와 돌봄의 윤리

신성준

동국대 신장내과

10:10 ~ 10:40

의료인과 사회
- 차별과 낙인

문재영

충남대 호흡기내과

10:20 ~ 10:40

의료인과 연구
- IRB 역할과 거버넌스의 변화

최은경

경북대 의학교육센터

10:40 ~ 11:00

Session Ⅱ

휴식

미래 의료 현장,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좌장 l 조백현
평택굿모닝병원 유방갑상선외과

11:00 ~ 11:30

COVID-19 대역병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의 윤리

고윤석

울산대 호흡기내과

11:30 ~ 12:00

디지털 의료기술의 두 얼굴
- 개인의 권리 vs 공공의 안녕

김도경

동아대 의료인문학

Topaz hall
특별 세션

http://kna.kwebinar.kr
좌장 l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과 보완과제

11:00 ~ 11:20

대국민설문조사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11:20 ~ 11:40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지표
개발 연구

박소연

경희대 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

11:40 ~ 12:00

연명의료관련 법에 관한
국제적 고찰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12:00 ~ 12:20

연명의료결정법과 가족관계법률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12:00 ~ 13:20

Coral hall
Session III

중식 & 이사회

http://ksme.kwebinar.kr
좌장 l 조성준
강원대 흉부외과

임상윤리의 미래를 고민하다

13:20 ~ 13:40

90년대생이 온다
- 의대생과 전공의

김형진

성균관대 의료인문학교실

13:40 ~ 14:00

임상윤리, 환상과 환장 사이

유상호

한양대 의료인문학교실

14:00 ~ 14:20

임상윤리,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14:20 ~ 14:40

임상윤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Topaz hall
간호 세션

http://kna.kwebinar.kr
좌장 l 이순행
서울아산병원 PI 팀장

COVID-19와 간호윤리

13:20 ~ 13:40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간호사 영웅

박정윤

울산대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13:40 ~ 14:00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김단비

삼성서울병원
내과계중환자실

14:00 ~ 14:20

가족의 임종을 맞는
보호자의 권리

김세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중환자실

14:20 ~ 14:40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에 대비한
간호사 안전과 인력수급방안

박영우

노원을지대병원
간호국장

14:40 ~ 15:00

휴식

15:00 ~ 16:00

종합토론

※ 한국의료윤리학회 총회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2020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합동학술대회 및 특별심포지움
[Session Ⅰ] COVID-19 의료 현장의 윤리적 갈등
좌장 : 이일학(연세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발표 1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의 책무와 한계 ∙∙∙∙∙∙∙∙∙∙∙∙∙∙∙∙∙∙∙∙∙∙∙ 3
박혜윤(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발표 2 의료인과 환자 - 취약 집단 보호와 돌봄의 윤리 ∙∙∙∙∙∙∙∙∙∙∙∙∙∙∙∙∙∙∙∙∙∙∙∙ 11
신성준(동국대 신장내과)

발표 3 의료인과 사회 – 차별과 낙인 ∙∙∙∙∙∙∙∙∙∙∙∙∙∙∙∙∙∙∙∙∙∙∙∙∙∙∙∙∙∙∙∙∙∙∙∙∙∙∙∙∙∙∙∙∙∙∙ 19
문재영(충남대 호흡기내과)

발표 4 의료인과 연구 – IRB 역할과 거버넌스의 변화 ∙∙∙∙∙∙∙∙∙∙∙∙∙∙∙∙∙∙∙∙∙∙∙∙∙∙ 29
최은경(경북대 의학교육센터)

[Session Ⅱ] 미래 의료 현장,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좌장 : 조백현(평택굿모닝병원 유방갑상선외과)

발표 1 COVID-19 대역병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의 윤리 ∙∙∙∙∙∙∙∙∙∙∙∙∙∙∙∙∙∙∙ 49
고윤석(울산대 호흡기내과)

발표 2 디지털 의료기술의 두 얼굴- 개인의 권리 vs 공공의 안녕 ∙∙∙∙∙∙∙∙∙∙∙ 63
김도경(동아대 의료인문학)

[특별 세션]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과 보완과제
좌장 :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1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참여조사∙∙∙∙∙∙∙∙∙∙∙∙∙∙∙∙∙∙∙∙∙∙∙∙∙∙∙ 75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발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지표 개발 연구 ∙∙∙∙∙∙∙∙∙∙∙∙∙∙∙∙∙∙∙∙∙∙∙∙∙∙∙∙∙∙∙∙ 89
박소연 (경희대 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

발표 3 연명의료관련 법에 관한 국제적 고찰 ∙∙∙∙∙∙∙∙∙∙∙∙∙∙∙∙∙∙∙∙∙∙∙∙∙∙∙∙∙∙∙∙∙∙∙ 99
이일학 (연세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발표 4 연명의료결정법과 가족관련 법률 ∙∙∙∙∙∙∙∙∙∙∙∙∙∙∙∙∙∙∙∙∙∙∙∙∙∙∙∙∙∙∙∙∙∙∙∙∙∙∙∙ 105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Session III] 임상윤리의 미래를 고민하다
좌장 : 조성준 (강원대 흉부외과)

발표 1 90년대생이 온다 - 의대생과 전공의 ∙∙∙∙∙∙∙∙∙∙∙∙∙∙∙∙∙∙∙∙∙∙∙∙∙∙∙∙∙∙∙∙∙∙∙ 125
김형진 (성균관대 의료인문학교실)

발표 2 임상윤리, 환상과 환장 사이 ∙∙∙∙∙∙∙∙∙∙∙∙∙∙∙∙∙∙∙∙∙∙∙∙∙∙∙∙∙∙∙∙∙∙∙∙∙∙∙∙∙∙∙∙∙∙ 127
유상호 (한양대 의료인문학교실)

발표 3 임상윤리,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 135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발표 4 임상윤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 145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간호 세션] COVID-19와 간호윤리
좌장 : 이순행 (서울아산병원 PI 팀장)

발표 1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간호사 영웅 ∙∙∙∙∙∙∙∙∙∙∙∙∙∙∙∙∙∙∙∙∙∙∙∙∙∙∙∙∙∙∙∙∙∙∙∙∙∙∙∙∙ 159

박정윤 (울산대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발표 2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 171

김단비 (삼성서울병원 내과계중환자실)

발표 3 가족의 임종을 맞는 보호자의 권리 ∙∙∙∙∙∙∙∙∙∙∙∙∙∙∙∙∙∙∙∙∙∙∙∙∙∙∙∙∙∙∙∙∙∙∙∙∙∙ 183

김세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중환자실)

발표 4 간호감염병 상시 대응체계에 대비한 간호사 안전과 인력수급방안 ∙∙∙∙∙∙∙∙∙∙∙∙ 191
박영우 (노원을지대병원 간호국장)

Session Ⅰ
COVID-19
의료 현장의
윤리적 갈등

좌장: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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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의 책무와 한계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서론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코로나 19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한국의 방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17 년
개정한 의사윤리지침 제 4 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 25 조 (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구호활동)에 따르면

“①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② 의사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 5 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이
특별한 역할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중보건위기와 달리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은 자신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다. 감염병에 걸린다는 것은 질환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때때로 심각한 장해
혹은 생명의 위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당연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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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책무 수행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기준과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의 책무의 근거를 살펴보고 의료인이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의료인의 책무를 정할 때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진의 책무

의료진은 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공중보건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의료진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중보건위기 때에 사회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진다. 2 국가가 의료인 집단에 대해서 환자 치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 역시 위기 상황에서 환자 치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의무는 역사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지켜온 덕목이자 전문직이 될
때 수락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3 신종감염병 위기와 같이 극도의 위기에 처한
환자를 돕는 것은 의료인 집단의 직업적 고귀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의료인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한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자신이

감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진의 책무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치료의 의무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진이 직무 수행 중에 감염병에 걸릴 경우 질환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장해를
갖게 되거나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를 돌보라는
의무는 의료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임산부인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가? 방호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는 감염병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가?
의료인이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어려움에 따라서 환자 돌봄의 의무는 초과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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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질 수 있다.

2.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들이 겪는 어려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은 평상시와 다른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을 감염에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감염에의 노출 위험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공급,
환자의 규모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 등 치료 자원, 의료진의 기저 건강 상태와 숙련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중보건위기로 중환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 의료시스템에서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감염에의 위험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아무리 자원이 충분하고 숙련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서는 자신을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등 감염병
환자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의료진에게 또다른 부담이 된다. 이러한 심적 부담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의료진에게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평상시 보다 많은 업무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보아야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불충분한 정보
속에서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평소보다 업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이 큰 문제가
된다. 의료진에 대한 낙인과 차별도 겪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업무로 인하여 의료진을
잠재적인 감염자로 보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진과 의료진의 가족을 배척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다중시설 이용 후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도 한 예이다 4 . 감염병 진단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에게 접근하여
격리병실을 사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혹은 보건위기상황에서 응급실 등 부족한 의료 자원 때문에
분노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은 이전보다 쉽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책무와 의료진이 하고 있는 다른 의무나 역할 사이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자녀나 부모 등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공중보건위기로 업무시간이 증가될
경우 가족 돌봄의 역할을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심각하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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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환자를 봐야 하는 의료진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채로

근무를

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와 자신 및 가족의 안전, 업무와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환자 돌봄의 의무와 가족 돌봄의 의무 등 타협하기 쉽지 않은 갈등 속에서 일하고 있다.

3.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의료인의 책무의 한계와 고려할 수 있는 기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돌봄의

의무는

무조건적인 의무이거나 전문직 계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6 “의료진이 환자 치료의 책무를 갖는가”라는 질문은 “의료진의 책무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조건에서 정당화되는가”의 논의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우선 ‘업무와 위험부담의 형평성’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인 의료진은 감염 시에 그렇지 않은
의료진에 비하여 더 큰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거나 응급,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은 그렇지 않은 의료진에 비해서 위기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한다.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은 숙련된 의료진에 비하여 업무 부담과 감염의 위험이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가 형평성 있게 부과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당가능함’과 ‘지속가능성’도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료진의 전공 분야와
숙련도, 지식과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공중보건위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진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와 안과, 성형외과 의사에 기대하는 역할은 다르다.
하지만 의료자원이 극도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전공 분야와 숙련도의 기준은 낮아질 수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의료진이 극도로 부족해지자 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의 의료진들이 맡는 업무는 그들의 역량이
감당가능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공중보건위기와 그 이후까지 고려하여 의료진은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에서 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진의
책무는 감당가능한 업무량과 노동시간, 휴식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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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료진의 돌봄의 의무는 의료인 개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통합성 (integrity)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서 통합성은 한 인간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과 의미가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들의 성격이 단지 업무량이 많거나 위험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의료진 개개인이 타협하기
쉽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이 개인의 ‘사람됨’을 유지 혹은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성의 기준을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양자택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의료진은 자신이 중대한 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통합성이 침범당하는 수준 이상으로 돌봄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사회는 의료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그들의 특별한 의무와 위험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상호호혜적 책임 (reciprocal responsibility)의 개념이다.

1,4

이는 또한 공중보건위기에서 위기의

부담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공정성의 원칙에도 해당한다. 사회는 방호물품제공 등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여 의료진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최소화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인과 가족들이 의료인의 업무 때문에 낙인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중보건위기 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 돌봄의 공백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주어야 한다.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근무와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이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의료인이 감염병 혹은 관련 문제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
돌봄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 등 다른 돌봄의 의무,
돌보는 과정에서 따르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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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일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돌봄의 의무를 지기 어려울 경우 덜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 어린 자녀나
위중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의무 수행과 충돌할 때 일을 조정하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어서 돌봄의 과정에서 본인의 생명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돌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등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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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환자 – 취약 집단 보호와 돌봄의 윤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성준

요약
의료분야에서의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제한이 있거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집
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불평등과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새로운 문제에 노
출될 위험이 높다. 일반적으로 노인, 여성, 아이, 장애인, 이민자, 난민, 소수자 및 저소득 계
층이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공공의
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이용함에 있어 보다 큰 어려움에 놓인다. 아울러, 취약계층
을 통한 감염의 확산은 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간과될 수 없다.
건강권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건강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취약계층의 건강권 역시 보장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적 원칙과 지침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판데믹에서 의료윤리에
있어 원칙주의(principlism)에 따른 자율성 존중 등 네 가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원칙주의만으로 판데믹 하의 취약계층이 겪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
계와 책임을 강조하는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나 공동체 윤리(community ethics)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윤리적 문제를 풀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의존적이기에, 코로나-19 전파를 막는데 서로가 책임을 갖게 된다. 공공의료
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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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취약계층은 스스로 사회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집단으로 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인종이나 종교, 또는 국적에 따라 사회적으로 편
견과 배제, 그리고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스
스로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층,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 약물중독자, 아동, 치매노인, 소수인종, 난민 등 다양한 집단이 취약
계층으로 여겨진다.
의료분야에서의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제한이 있거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위기 상황은 취
약계층을 보다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기존의 의료윤리에 있어 원칙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자율성 존중은 주요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서양의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와도 맥을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있어 한 개인은, 만일 감염이 되면 환자이자 다른 이에
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감염원이 된다. 이에 코로나19 판데믹에서 기존의 원칙주의의 제한점은 여
실히 드러나게 된다. 원칙주의의 주요 네 원칙에 있어 자율성 존중은 다른 원칙에 우선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자율성 존중은 공동의 도덕성(common morality)에 기반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
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율성 존중이 우선시 되는 경우 공공
의 건강에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 정의의 원칙도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최
근 연구에서는 원칙주의의 원칙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데에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강의에
서는 코로나19 판데믹에서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윤리적 접근으로 돌봄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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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인간에게 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함에 있어, 그리고 생존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 원리로 삼는 헌법에서 건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
펴보는 것은 건강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건강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건강이라는 단어는 헌법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여기서의 건강은 독립적 의미를 갖기
보다 환경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좋은 환경은 건강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라
는 점에서 이 조항은 건강권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건강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는 헌법 34조 제1항, “국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닥치는 추상적 혹은 구체적인 상
황을 원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강권
은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국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모든 인간이 누릴 권
리이다.

기본권으로서 건강은 건강할 권리, 건강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건강돌봄과정에서의 권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경제력 등에 무관하게 공정하게 보건의료
자원을 이용하고 누릴 권리이다. 이에 코로나19 시대에 있어 취약집단을 고려함에 있어 먼저 정
의(justice)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존 롤즈의 ‘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 롤즈는 정의를 내용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
의에서 찾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of fairness)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비록 롤즈는 정의
를 논함에 있어 건강권이나 의료분야로 확장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의의 개념과 공정

- 15 -

한 절차가 현대사회의 건강과 의료자원의 분배라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롤즈는 인간을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로 보았다. 이는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비의존적, 자율적, 자립적 인간관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하는 시기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한 누군
가가 있다는 사실이 외면된다. 또한, 실제 사회는 평등한 존재들 간에 상호독립적으로 상호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불평등한 관계가 산재해 있다. 인간의 의존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며, 이는 부정적이거나 극복해야할 과제가 아니다. 인간이 돌봄에 의존적이라면, 돌봄을 제공할
윤리적 의무가 요구된다. 이에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에 따라 우리에게는 돌봄을 받을 수도 있
고 반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조건을 만들 공적 윤리의 의무가 있게 된다. 대표적인 돌봄윤리 학
자 중 한 명인 키테이는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돌봄에 대한 개개인의 필요, 그리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지속적
인 돌봄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돌봄윤리에 대한 비판은 돌봄윤리에서 말하는 돌봄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여성주의적 접근을 넘어 보편 윤리로 확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돌봄 자체를 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을 아

우르는 의료윤리를 고려함에 있어 돌봄윤리가 기존의 논의를 넘어 자리잡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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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건강권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건강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취약계층의 건강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적 원칙과 지침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판데믹에서 의료윤리에 있어 원칙
주의(principlism)에 따른 자율성 존중 등 네 가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원칙주의만
으로 판데믹 하의 취약계층이 겪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와 책임을 강
조하는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윤리적 문제를 풀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의존적이기에, 코로나-19 전파를 막는데 서
로가 책임을 갖게 된다. 공공의료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과 사회적 정의의 실
현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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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사회]
-차별과 낙인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문재영

※ 이 원고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투고를 위해 최은경(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박혜윤(서울대학교

병원), 강철(서울시립대학교) 등이 함께 집필할 초안을 저자들의 허락을 받아 수정보완 한 것임
을 밝힙니다.

요약
- 판데믹 상황은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야기하며 의료인과 전문 의료단체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중요함.
- 판데막 상황은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러한 제약은 적
절한 원칙에 근거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함.
- 의료인과 전문 의료단체는 공중보건 증진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제약의 정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나, 방역과 진료 외에는 비판능력의 한계를 보임.
- 의료인과 의료계는 감염자, 소수자 집단의 보호, 의료인을 향한 낙인과 차별 두 가지 문제
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 의료인과 의료계는, 일부 개인을 제외하고, 판데믹 상황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전략과 원칙
을 보여주지 못함.

- 21 -

Ⅰ. 서론

COVID-19 판데믹이라는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거나 당연시해왔던 가치
와 규범이 도전을 받으면서 많은 판단하기 어려운 윤리적 쟁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의료인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와 관련하여 여러 윤리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몇 개
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본다면 (1)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 사이의 갈등, (2)감염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 (3)보건의료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4) 집단적 공포와 거짓 정보의 위
해 효과, (5) 대중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등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중 몇 가지 이슈에 관
한 사례들과 국외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원칙(틀)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의료
계 역할의 적절성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판데믹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권리 제약에 전문가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
판데믹 상황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COVID-19 판데믹 상황에
서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진 상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보 수집
및 공개 프로세스(trace and tracking)에서 발생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다.1,2,3 다른 하나는
격리(isolation & quarantine) 방침에 따른 개인의 자유 제한이다. 한국에서는 종교 집회, 신앙 활
동, 유흥시설 폐쇄, 학교 폐쇄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역 지침이 단계별로 제시되었고 사회
적 논쟁이 거셌다.
판데믹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 제한은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 한국에서는 개인의 권리 제약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 윤리적 원칙에 관한 논쟁이 충분하지 않았다. 시라쿠사 원
칙(Siracusa Principle)은 공중보건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정리한 원칙이다. 4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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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천에 있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효과성(Effectiveness), 비례
성(Proportionality), 필요성(Necessity), 최소한의 침해성(Least infringement), 공적 정당성
(Public justification) 등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5 동시에 그 개인에 대한 보상 등 상호호
혜적 의무가 필요하다 6 그러나 COVID-19와 같은 강도 높은 공중보건 개입의 선례가 없는 상황
에서 개인의 권리 제약 정책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큰 위해와 부담을 부과하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판데믹에서 개인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공중보건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되어
야 하고 그 정당성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필요하다. 아쉽게도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의료계는 COVID-19 판
데믹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초래하는 기술(예, digital trace & tracking system & app.)
과 방역지침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논쟁하거나 평가 틀(measurable frame)을 제시하는
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언론 보도만으로 살펴본다면 기술, 산업, 애국주의(예, K-방
역) 측면의 보도,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심지어 언뜻 보건당국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당국보다 앞장서 ‘방역지침의 강화’ 를 주장하는 의료계 전문가와 전문학회들의 자세는 한국 사회
의 다양성 부족, 의료계를 포함한 학계의 편협성, 비판 능력의 부재를 시사하고 있다.
반대로 판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 정책 결정의 과학적 증거 부족이나 보건당국의 결정 지연이
더 큰 위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7 따라서 합리성,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과 같은 사회적 가
치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며, 상호간의 신뢰, 투명성 등 윤리적 의사결정 프레임이 더욱 중요해
지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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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cking system 과 관련한 해외 보도>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2681464



https://time.com/5905772/covid-19-contact-tracing-apps/



https://www.businessinsider.com/coronavirus-south-korea-tech-contacttracing-testing-fight-covid-19-2020-5



https://www.aljazeera.com/news/2020/4/9/s-koreas-smartphone-appstracking-coronavirus-wont-stop-buzzing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740-y

2. 판데믹에서 감염자,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의료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팬데믹에서 감염자 혹은 소수자 집단을 향한 낙인과 차별이 악화된다.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인
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고,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문제가 되었다. COVID-19 대유
행 이전 SARS, MERS 유행 당시 감염자들이 완치되어 지역사회로 돌아가 기피대상이 되어 차별
을 받는 일이 있었다.8,9
감염자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사실과 다른 편견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낙
인과 차별이 커질수록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감염사실을 숨기고 의료서비스 접근을 피하게
된다.10 이는 당사자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공중보건 문제
를 악화시킬 수 있다. 차별은 감염자 혹은 취약 집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폭력에 노출
되거나 의료서비스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 된다. 즉, 공중보건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자원인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차별과 낙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관련 질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과 보건실무자에게 교육하고 공중보
건위기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차별과 낙인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 자신
도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과 교육이 병행되어
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감염자,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외국인 등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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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회피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해야 한다. 학회, 의사단체 등 의료인 전문가 집단 역시 대
중과 소통할 때에 낙인과 차별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평소 조직 내부에 공식
적인 발들이 자정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판데믹에서 의료인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COVID-19 판데믹은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체적인 의료 비상상황이다. 아직까지

COVID-19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의학적인 수단은 없다. 대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계의 인식과 평가,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가 공중보건의 위
기 상황에서 환자 및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위기의 소통에 관한 지침으로, “ 신뢰(trust) ” , “ 신속한 보고
(announcing early)”, “투명성(transparency)”, “경청(listening)”, “계획(planning)”이
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1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과 의료인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신뢰가 붕괴된다면 대중은 의료인과 보건당국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하향식의 전달이 아니라, 대중의 불안과 관심사항에 대해
“반응하고 공감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responsive, empathic, transparent and consistent)” 메
시지를 전달면서”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2
특히, 의료인은 사용하는 용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염에 대한 비난을 함축하는
용어나, “의심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순화된 용
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13 또한 대중의 불안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한에서 거짓 정보의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현재 알려진 부분과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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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늘 상존하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염병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과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숙고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 의
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임상윤리원칙을 숙지하고 있다면, 판데믹으로 인한 위기에서도 환자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정책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전지구적인 감염병의 유행은 각 개체가 연결된 존재라는 성찰을 낳았다. 각 사회의 문
화적, 정치적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개인과 사회의 보다 확장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

의료

인들은 임상 현장, 정책 개발 등에서 전염병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 받는다. 지
금부터라도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임상윤리 성찰과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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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연구- IRB 역할과 거버넌스의 변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최은경

요약

COVID-19 유행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정확하고 신속한 연구 윤리 심의 절차와
고려해야 할 항목, 그 외 응급상황에서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용과 같은 연구 윤리 관련 이
슈를 검토함.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1) 과학적 유용성(Scientific validity), 2) 선호할 만한 위
험 대비 이익 비율(Favorable harm-benefit ratio)과 비례성(proportionality), 3) 시간에 민
감한 윤리성 검토(timely sensitive ethical review), 4) 적절한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
등이 있음. 재난 상황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 상황의 연구 윤리성 심의
방법으로 COVID-19에서 적절한 방식, 그리고 응급상황의 적절한 의약품 이용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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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VID-19 유행은 임상 현장과 연구 현장에 많은 변화를 안기고 있으며, 연구 윤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야기한다. 국내에서는 COVID-19 유행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
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연구 진행을 미루고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1 한국은 과거
MERS, SARS 유행을 경험하였으며 긴급한 신종감염병 유행에서 충실한 선례가 되었으나 아직
연구 윤리 상의 대응 경험은 중요한 선례로 얘기된 바 없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유행은 많은 사회적 혼란과 자원의 낭비, 인명과 인력의 손실과 고통을 야기
한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통한
정보의 생산을 통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만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혼란,
대응의 지연에 따른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대규모 판데믹으로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과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연구의 수행은 그 자체로 사회에 위해가 될 수 있다. 신종감
염병 임상 양상, 치료제, 백신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윤리 대응 또한 필요
하다.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연구 결과가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생
산되었는지를 적절히 감독하는 최선의 시스템은 현존하는 IRB 시스템이며, IRB의 효과적인 운영
은 신종감염병 연구의 최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연구윤리 상의 대응을 논할 때 IRB
심의 시스템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까닭이다.
물론 연구윤리의 당사자는 IRB 심의위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자, 의뢰자, IRB 심의 위원
모두가 연구윤리를 증진시키는 이해당사자가 된다. 연구 윤리는 계획 단계에서 연구 수행, 출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IRB 심의가 연구 수행 사전 심의에만 국한된다면
판데믹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판데믹 상황에서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노출되는 위
험이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치료책이 효과적이며 덜 효과적인지 근거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주요해진다. 동료심사의 어려움과 출판 압박으로 불확정적인 데이터의 출판이
난무해짐에 따라 출판 윤리 상의 혼란도 상당하다. 2 따라서, 판데믹 상황에서 바람직한 연구윤리
방향을 고려할 때 IRB 연구 심의 시스템은 그 중 일부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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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감독을 받는 연구 계획과 수행 단계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본론
1. 판데믹으로부터 겪는 연구 윤리의 갈등
신종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응급 상황에서는 발빠른 연구의 수행과 효과적 치료의 탐색은
매우 긴요해지나, IRB 승인 절차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쉽다. "정상적인" 연구 윤리
심의는 통상 몇달 걸리는 과정이 되고, 긴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연은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2004년 SARS의 유행 과정에서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IRB 심의 승인이
장애가 되었음을 일부 연구자가 토로한 바 있다.

3

2009년 WHO 기술 자문 워크샵에서 지적되

었듯이, 많은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이 임상 연구를 기준으로 수립되었고, 공중보건 연구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고려가 덜하다. 4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는 적시에 적절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며, 위험과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들도 평시와는 달라질 수 있다. 홍콩 병
원 근로자 2천2백55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유행시 사전 백신 접종 의사를 설문조사했을 때 3단
계 주의 경보가 발효되었던 H5N1 유행 때에는 28.4%가 접종받을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밝힌
반면 5단계 주의 경보가 발효되었던 H1N1 유행 때에는 47.9%가 접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5
때로는 평시에는 허용되지 않았을 연구 설계-전임상 생략, 의도적인 인체 바이러스 주입 연구,
오버래핑 모델, 클러스터 임상시험 등-가 허용된다. 6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구와 치료의 구
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연구 수행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이들에게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된다. 누가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할지,
어느 수준의 위험을 이익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용할지 모두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의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는 추세이다. 캐나다는 SARS 유행을 겪은 후 2010년 연방연구윤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삼
위원회 정책 선언(Tri-Council Policy Statement)을 개정하면서 "연구윤리심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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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of research ethics review)" 항목에서 D 항목을 별도로 신설, 연구기관이 응급 상
황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예상하고 시의적절한 절차의 운영, 심의위원의 가용성, 기관 간 협력
등을 담은 응급 대비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도
주의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2001년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윤리위원회 운영 경험을 통해 저개발국가나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헬싱키 선언, 벨몽트
선언 등이 충분한 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다른 위기 상황 연구윤리 프로토콜에서 참고가 된다.

8

Tansey 등 캐나다 연구자 그룹

은 삼위원회 정책 선언의 한계를 보완하여 비례적 심사(proportionate review), 특별 검토
(special scrutiny), 신속 심사(expedite review)를 골자로 하는 윤리성 심사 프레임워크를 제안
한다. 9 그 외에 '선진국' 국가에서 재난 상황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을 지침으로 제시한 WGDRE(Working Group on Disaster Research and Ethics)
의 지침이 있다. 10 이 지침은 재난에 처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재난 상황의 연구 윤리 지침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 또는 저개발 국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자원의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국내 COVID19 판데믹 상황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 연구 결과의 긴급한 적용이 필요한 점,
치료와 연구의 경계가 실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MSF의 윤리 프레임워크의 바탕이 된 NIH의 개발도상국 연구 윤리 프레임워크 11 , MSF의 윤리
프레임워크, Tansey 등 캐나다 연구자 그룹의 지침, 그리고 인도주의 위기에서의 보건 연구 이니
셔티브를 위한 윤리 프레임웍 12 등은 위기 상황의 윤리성 심사 프레임이 포함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이들 프레임은 심사용 질문 위주인지(MSF 윤리 프레임워크, 인도주의 보건 연구 이니
셔티브 윤리 프레임워크), 원칙과 벤치마크 위주인지(NIH의 개발도상국 연구 윤리 프레임워크)
에 따라 다르고, 주요하게 제안되는 요소들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강
조되는 원칙 및 요소들 중에서 현재 국내 COVID-19 위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열
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유용성(Scientific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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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의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의 연구대상자 집단이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유용한 연구 설계는 윤리성 담보의 첫걸음이다. WHO는 2016년 감염병 발발
상황의 윤리적 이슈 가이드라인에서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임상시험), 포커스 그룹 및 인터뷰
(질적 연구) 등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13 COVID-19 판데믹 위
기에서도 과학적으로 유용한 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 설계가 강조되나 판데믹 탈출이라는 긴
급한 필요로 인해 설계를 축소 변형하는 일이 발생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위기 상황
에서는 연구가 실제 수행 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연구 설계라 할지
라도 위기 상황에서 자원의 제약 또는 연구대상자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행하기 어렵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MSF는 연구 윤리 프레임웍에서 "연구 주제에 관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
하는지", "연구대상자 참여 조건 등 연구가 수행되는 사회적 배경은 어떠하며 이것이 연구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14 -사회적 가치(Social vale): 자원이 제한될 수 있
는 위기 상황에서 연구는 스스로 연구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할 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NIH 프레임웍은 연구의 이익 수혜자(beneficiaries)가 누구인지, 연구의 질문이 연구 대상자 집
단의 보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인도주의 위기 이니셔티브 프레임웍
에서는 왜 다른 여타의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
한다. 연구의 사회적 가치는 1) 위기 상황에서 연구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2) 연구의 결과가
연구 대상자 집단의 혜택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연구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15

국내

COVID-19 판데믹의 맥락에서는, 판데믹에 대한 대응의 노력 일환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투명하게 결과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2009년 WHO의 기술자문 워크샵에서도 대규모 유행병
에서는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바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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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할

만한

위험

대비

이익

비율(Favorable

harm-benefit

ratio)과

비례성

(proportionality)
재난 지역의 사회와 그 구성원은 보통 높은 수준의 위험에 처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연구가 연구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크거나 연구의 사회
적 가치가 그를 상회해야 한다. 연구대상자가 처하는 위험과 얻을 잠재적 이득은 해당 연구대상
자가 살아가는 환경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엠마뉴엘 등은 연구대상자 개인 뿐 아니라 연
구대상 집단 일반에게 주어질 이득의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17

이를테면, 전염병

재난에서는 연구로부터 얻을 이익, 즉 개발된 치료제에 연구대상자나 연구대상자가 속한 집단이
동등하게 접근가능해야 한다. WHO는 연구 의뢰자나 발주 국가가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시술은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난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득은 다른 상황에 비해 구체적이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개인과 집단의 입장에서 평
가되어야 한다. 위험과 이익의 균등한 분배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취약한 집단이어서 연구 대
상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잠재적 이득이 분명한 연구일수록 이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CIOMS 가이드라인은 적고 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이 분배되지 않을 때에는 추가

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난 구조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연구 참여로 인한 소진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는 위험 대비 이익의 관점에서 윤리성 심의의 비례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캐나다 삼위원회 정책 선언에서는 "가장 윤리적 갈등이 높은 연구에게 가장 밀도 높은 검토와 연
구대상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윤리적 갈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연구에는 인간 대상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연구, 위험은 분명한데도 잠재적 직접적 이익은 불분명
하며 연구의 사회적 가치에 의해 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연구,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분명한 합
의가 없는 설계의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COVID-19 유행에서는 바이러스 인체 주
입 백신 임상시험은 강도 높은 윤리성 검토가 요구된다. 반면 설문 연구 등 최소한의 위험 연구
는 신속 심의 절차를 통해 윤리성 심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최소한의 위험이 보편적이면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개념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위험 수준에 따른 규제의 차
등은 45 CFR 46, CIOMS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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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연구 수행이 필요

한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유연하게 차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시간에 민감한 윤리성 검토(timely sensitive ethical review)
응급 상황에서 연구 윤리성 심사는 긴급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재난 상황
의 윤리성 심사 지침들은 시간에 민감한 조건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WHO(2016)은 국가
연구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제 연구 커뮤니티는 응급 상황에서 윤리성 심사를 가속화하는 것을 보
장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18

2016년 CIOMS 가이드라인 역시 재난 상황 연구를

미리 예비하여 윤리적 문제를 "미리 검토(pre-screen)"하고 데이터와 샘플을 공유하는 협약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19 많은 연구자들과 윤리 기구들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되 다른 중요한 윤리적 사항들과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신속심의를 활성화하는 것,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연구계획 심사를 우선시하는 것,
원격으로 또는 이메일로 연구계획을 심사하거나 자문가를 두어 사전에 윤리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 등이 효율적으로 윤리 검토 기한을 단축시키는 전략으로 제안된다. 20 IRB가 응급 상황에서 연
구 윤리성 심의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는 IRB의 재량이 되나,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다국
가 다기관 연구 심의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의 연구 윤리 시스템의 조율이 필요
한 사안이다.
4) 적절한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는 연구 윤리 준수의 근간이다. 재난 상황에서 설명 동의는 연구대
상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와 인도주의적 구호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는 치료를 포함한 공중보건적 개입과 연구를 구분할 수 있게 해 준다. 구호국이 제3의 재난 지역
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고려한 모집 절차와 동의 절차가 중요
하다. 연구대상자가 속한 지역 공동체의 연구 참여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것
은 감염병 재난에서도 필요하다.21 이를테면 다국가 연구가 필요한 감염병 재난의 경우 연구 시료
의 적절한 취득과 공유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료를 진단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연구 목적의 추
가 활용을 미리 동의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적절한 사전 동의 없는 연구 목적 활용은 윤리적으
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22 시료를 익명화하면 추가 목적 활용이 가능해지나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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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 대상 공동체의 낙인 가능성은 해결하기 어렵다.23 감염병 재난에서 낙인은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위기 소통에 있어 큰 장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
의가 필요하다.
2. 재난 상황의 적절한 윤리성 심사 절차 방법론
에볼라 대응 경험에서 윤리적 이슈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했던 미국 대통령 산하 생명윤리 위
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는 "윤리 대응 준비(ethics
preparedness)"를 과학 기술 상의 대응 준비 못지 않게 공중보건위기 대응 준비의 핵심적 요소
로 제안한 바 있다.24 2020년 누필드위원회 역시 인도주의 구호 기구들이 재난 대응 계획을 평가,
사정할 때에 '윤리적 고려' 단계를 분명히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25 긴급한 전염병 재난에서는
격리나 추적, 검사 등 전통적인 공중보건 조치로서 자유권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사안도 윤리성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 윤리성 심사 체계 역시 전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다양한 심사 체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응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IRB 윤리성 심사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MSF의 윤리위원회이다. MSF는 응급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후향적으로 윤리성을 검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방향을 바꾸었다. 26 즉, 재난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전 "일반(generic)" 연구 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은 후 재난의 위치가 확인되면 세부적인 사
항은 신속심의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MSF는 전염병 발발 이전에도 일반적
인 연구계획서를 통한 사전 승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계획서의 사전 검토, 사전 승인
등의 아이디어는 2009년 WHO의 기술자문워크샵에서도 "최선의 연구계획서 저장고", "윤리 이슈
의 사전 선별", "주기적 재승인(rolling)" 등의 아이디어로 표현된 바 있다. 27 또는 재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 검토를 하거나 일부 지역은 국제 기구에 감시 책무를 위임하는 것
등이 고려되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의 정규 심사 프레임에서 유연성을 더하는 것으
로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28 그러나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않았고, 여전히 일반
연구계획서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의 윤리성 검토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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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발 때 윤리성 심사를 촉진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권고안은 2018년 ALERRTWHO 워크샵에서 제출된 바 있다. 30 워크샵 패널들은 일국 단위의 위기 대응 윤리성 검토를 위
한 '모델 SOP'를 수립하고 사전 검토, 승인, 일반 연구계획 등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하고, 연구
결과 이익 공유의 일환으로 사전 데이터 및 시료 공유 계획을 모델 SOP에 기술할 것 등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모델 SOP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 코로나 발발 이후 WHO는 응
급 연구의 빠른 심의를 위해 윤리성 검토의 체크리스트, 전염병 위기 연구를 위한 보완 서류 사
항, 신속 심의와 원격 심의 등의 절차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IRB의 SOP를 변경할 것을 권
고하였다.

31

즉, 일종의 '모델 SOP'를 도입하는 권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재난 상황의

연구계획서를 모델 유형화하는 것보다 IRB 심의의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동안 감염병 재난에서 일반 연구계획서(generic protocol)를 미리 마련하고 사전 승인하는 방
법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감염병
재난이 일반적인 감염 양상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발발 지역과 양상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었
다고 한다면 코로나 19는 그렇지 않은 까닭이 크다. 코로나 19는 아직 발발과 이환 양상이 충분
히 탐구되지 못한 질병이며 사전에 적절한 연구 설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이러한 신종
전염병의 경우 치료제 개발 등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SARS 유행 때 이미 알
려진 바 있으며, 모델 연구계획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32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알려지지 않은 신종전염병의 경우에 유용한 응급 심사 방법론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그 동안
의 위기 상황 연구 윤리 심사 체계에 관한 논의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코로나 발발 이후 좀더 두
드러지는 제안들은 코로나 19 관련 연구를 검토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의 설립과 각국, 각 기관
의 윤리위원회와의 조화이다. WHO는 주요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을 미리 선별하여 특별한 훈련을
갖도록 권고하며,

33

PAHO는 코로나 19 관련 연구를 심의할 책임을 가지는 특별위원회가 재난

기간에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34 이러한 제안은 일부 위원들에게 지나치게 윤리성 심의에 대한 부
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감염병 전문성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연구계획서 심
사에 투입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비판을 가져올 수 있다. 35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과학적, 윤리적 이슈를 별도로 모은 교육 책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것, 코로나-19 관련
기관별 국가별 전문성을 공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 등을 대응 방안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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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임상시험 밖의 실험적 치료 제공(MEURI, monitored emergency use of unregistered
and experimental interventions) 문제
COVID-19 유행에서 특별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임상시험 밖의 실험적 치료 제공
(MEURI, monitored emergency use of unregistered and experimental interventions, 또는 동
정적 사용, compassionate use라고 부른다)이다. 실험군 대조군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통해 효
능이 입증된 바가 없는 치료법은 본래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나 신종감염병과 같은 경우 이러한 임상시험 밖의 치료 제공이
윤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36 MEURI 활용이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WHO
는 2016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데 1) 입증된 효과적인 치료책이 존재하지 않고 2) 즉각적으
로 임상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3) 치료책의 효능과 안전성을 지지하는 초기 데이
터가 존재하고 적절한 과학 자문위원회가 위험 이익 분석을 통해 실시를 제안하고 4) 실험적 치
료의 사용을 정부 기구에서 승인하고 5)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으며 6) 환
자가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제공할 때로 제시하고 있다.
COVID-19 유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상시험 밖의 실험적 치료가 빠르게 도입되었다가 철회
되면서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에 대해 효
과가 주목되면서 미국 FDA는 '응급 사용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 용도로 이들 약
제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5월 22일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서 이들 약제가 심방세동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 승인을 철회하였다.37 이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프랑
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은 클로로퀸 치료를 추천하면서 치료에 대한 잘못된 희망을 부추겼다.
38

MEURI의 무분별한 도입과 철회가 판데믹 시기 혼란을 가중시키고 과학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
으로 우려된다. 또한 MEURI 대상이 된 치료제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구에
게 MEURI를 실시할지도 관건이 된다.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WHO의
MEURI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COVID-19 유행 맥락에 맞추어 MEURI 사용에 대한 우려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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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였다. 39 우선 정당성의 측면에서 COVID-19 유행에서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것은 맞으
나 이미 미 대륙에서는 많은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빠르게 실시되기 어렵
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임상 연구와 같은 종류의 윤리 원칙으
로 윤리위원회나 국가 보건 당국이 MEURI의 실시를 감독해야 하는데, 아직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며 적절한 윤리적 감독을 실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COVID-19 유행 맥락에서 MEURI의 광범위한 활용은 적절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얻는 것을 방
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을 늦추고 COVID-19의 조기 종식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PAHO는 COVID-19 유행 맥락에서 MEURI를 실시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윤리 감
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IRB가 MEURI 실시 계획을 기반으로 MEURI가 적절한 과학적 근거와
대상 집단, 모니터링 계획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유사하게 엡 등은 MEURI 대
상 집단은 임상시험 대상 집단보다 더 넓을 수 있으나 기관의 치료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우선적
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개별 환자의 요청에 따른 치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0

만약 의

료기관에서 MEURI 실시 계획을 세운다면 IRB와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는 실시의 근거, 대
상 집단의 적절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내 COVID-19 판데믹 연구 윤리성 심사 과정 평가
COVID-19가 발발한 뒤 식약처는 지난 3월 26일 "COVID-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제시
하며 1)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우선 심의, 2) IRB의 공동운영 및 심사위탁(지정
심사위원회)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토, 3) IRB 심의절차 등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 문서화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COVID-19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는 전화 설명 등 비대면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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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 발빠른 대응은 연구 윤리 심의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해석이 된다. 실제로 식약처는
COVID-19 관련 치료제 렘데시브르 임상시험을 나흘 만에 승인하여 통상 30일 걸리는 임상시
험 승인 처리기한을 단축하였으며 42 지난 7월에는 2차 대유행 대비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었다. 43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재난 상황에서 연구윤리 심의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규제 부담은 완화하였으나 현재 COVID-19 관련 임상시험 승
인 건수는 총 25건이다. 전 세계에서 현재 COVID-19 관련 임상시험 건수가 총 1천700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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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상기해 보면 많은 수라 보기는 어렵다.

44

COVID-19가 발발한 이후 koreamed에 등록된 국내 COVID-19 관련 원저 논문을 검색해 보면
총 75건 중 49건(65.3%)만이 IRB를 받았으며 이 중 6건(8.00%)만이 동의를 얻은 채 연구를
진행하여, 이미 상당량의 연구가 동의 없이 환자 데이터와 시료를 후향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박한 COVID-19 판데믹 상황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임상시험보
다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과 같은 통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연구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COVID-19 치료 효
과를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MEURI 활용, 즉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도 「의약품 등
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약업체의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IRB 승인을 받으나 개인별 환자 대상의
치료목적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므로 실시기관 IRB 승인을 받도
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즉,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적절한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감독 및 모니
터링 계획이 불분명하다. 이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치료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결론
판데믹 상황에서는 신속한 치료책의 적용을 위해 발빠르게 연구윤리심의 절차를 거치거나 치료
제를 승인할 필요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환경과 희소한 자원, 심각한 위해
결과 등으로 인해 엄격한 과학적 유용성과 사회적 가치도 매우 요청된다. 어떠한 치료제도 효능
이 입증되지 않은 현재 COVID-19 유행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분배하면서 COVID-19에 과학적
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긴급한 감염병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연구 윤리 프레임이 적절할지에 관해서는 그간 쓰나미, 에볼라 유행
등 제3세계 재난과 구호를 배경으로 조금씩 개발되어 왔다. 현재 COVID-19 판데믹 유행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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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과학적 유용성, 사회적 가치, 선호할 만한 위험 대비 이익 비율과 비례
성, 시간에 민감한 윤리성 검토, 적절한 설명 동의 등 윤리적으로 검토할 항목 들은 유사하다.
COVID-19 판데믹 유행은 아직 효과적인 치료가 없고 불확실성이 다른 재난보다 높으며, 시
의적절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하면서 윤리적 과학적으로 철두철미한 심사가 필요하다.
윤리 이슈와 과학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등이 검토될 만 하다. 그 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시험 외의 사용에 관해서, 임상시험이 실시되기 어려운 환경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되 그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IRB가 임상시험 외의 사용 실시에 대해 감
독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정확하고 신속한 연구 윤리 심
의 절차와 고려해야 할 항목, 그 외 응급상황에서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용과 같은 연구 윤리
관련 이슈를 다루었다. 연구윤리 거버넌스 책임자와 연구자, IRB 담당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유연
한 연구 윤리 심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숙고하고 핵심 요소들을 생략하지 않되 신속하
고 시간에 민감한 윤리성 심의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이익과
과학적 타당성,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 연구 대상자의 참여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
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IRB 책임자들은 신속심의 및 온라인 심사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거나 추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재
난 상황의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희소한 자원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분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COVID-19에 관하여 시의적절한 연구가 수행되고 유용한 결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
서 과학적이면서 윤리적인 연구 거버넌스를 독려,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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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역병상황에서 제한된 의료자원 배분 윤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요약
의료기관들이 COVID-19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 의료진은 환자 배당,
의료자원의 부족 그리고 치료 수준의 조기 결정 등과 같은 윤리적 갈등을 직면하게 된다.
대역병 시기에는 치료 결정의 우선 순위가 평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서 의료자원 배분의 정의에 근거하여 다수의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때 보다 더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의 나눔과 환자 분류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에 과부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조기에 의료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자원 나눔의 윤리 가치는
보다 많은 환자를 생존시키는 것과 모든 환자들에게 공평하게 진료의 기회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며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전문가 및 의료윤리 학자들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의료자원 배분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공지함으로써 공정한
의료자원의 배분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다툼이나 법적 분쟁도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은 마련된 지침들이 의료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의료진들은 지침을 준수하되 개별
환자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은 관련
자문기구를 마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갈등을 의료진들이 모두
감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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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의 우한에서 작년 12 월에 시작된 covid-19 바이러스의 대역병

1

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뉴욕과 유럽의 여러 지역은 이미 지난 2 월과 3 월의 대유행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었고 지금까지도 환자 발생과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1 월
20 일 중국 우한을 방문하였던 환자가 COVID-19 으로 처음 진단된 이래 2 월과 3 월에
대구지역의 국소적 대유행이 있었던 이후 소위 ‘K-방역’의 효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 당시 대구지역에서는 입원한 병실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던 사례도
보도되었으며(2 월 27 일자 일간지 보도) 마스크의 부족과 의료인들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들의
부족도 경험하였다.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검사, 추적 그리고 격리가
중심이 되는데 여러 국가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강제 조치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항의 데모에 관한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관계망의 자료 등을 이용한 접촉환자 추적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들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잘 수행되어 왔다.

감염병질환의 대역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방역과 함께 발생한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COVID-19 환자들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생활치료센터거점병원-3 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처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환자의 폭증, 특히 중증환자의 증가에 대한 제대로
준비된 대비책이 시민들과 의료기관들에 알려진 것이 없어 대한중환자의학회와 같은 유관
전문학술단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역병시기의 환자진료는 평소의 환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많은 환자들을 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
조정된다. 이러한 치료 방침의 전환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나 해악 금지와 같은 의료윤리
원칙들을 침해할 수 있고 환자나 가족들과 치료 중단이나 병상 배정 그리고 필수 의료자원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의료진들은 평소와 다른 윤리 갈등을 겪게 된다. 대역병시기의 의료윤리
핵심가치는 진단과 치료의 기회가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인데, 반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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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환자를 생존시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들 중에서 치료의 효과가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

. 그리고 진료 기회의 공평성과 보다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자원들을 의료기관들 사이, 지역간, 나아가 국가간에 잘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족한 의료자원의 나눔과 활용에 연관된 의료윤리 문제들을 토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감염병 대유행시 환자진료와 연관된 의료윤리는 평상시와 다른가?

이는 대유행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사율, 그 질병에 대하여 알려진 의학정보 수준, 대 유행의
정도, 공동체의 대유행에 대한 대응 능력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수준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병원이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료 방식이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평상시와 다르다. 즉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상
운용도 달리한다. 이때는 회생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들은 입원이 제한되거나
조기에 퇴원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학적 회생가능성을 근거로 중환자실
입∙퇴실 순위가 결정되게 된다 2. 입∙퇴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어떤 지침이던
개별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 가능성이 비록 낮으나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경우도 치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국의 NICE 에서 제안한 COID-19
중증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지표에는 임상허약지표(clinical frailty scale)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어 평소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환자진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또한 중증환자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실 후 치료 경과에 따른 치료 수준의 조정도 평소에
비하여 빨라지게 되어 감염병 대유행시 중증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학적 결정도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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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시 제한된 의료자원의 나눔과 활용에 연관된 의료윤리

이번 COVID-19 감염은 잠복기가 중간값이 4 일 정도로 짧으며 환자의 약 5%가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하였고 1 발병 후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상태로의 이행이 9 일10 일이었다 4. 이러한 이 질병의 특징은 감염 환자 수가 급증하면 빠른 시간 내에 중증환자의
발생도 늘어나 상급종합병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시킨다. 이는 이미 지난 2 월과
3 월의 뉴욕과 이탈리아 일부지역에서 나타났다. 잘 준비되고 숙련된 사전대비는 의료자원의
소모를 줄이고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줄이며 그 의료자원이 필요한 환자와 자원을 제공하는
치료자들 사이의 신뢰를 높여줄 수 있다

5

. 더하여 진료 기회의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책임을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온전히 부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 월의 대구지역의 COVID-19 환자의 급증시 다른 지역의 앰블란스들이
지역 거점병원이었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집결하여 환자 이송을 담당하였고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진료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관이 되어 모집한 중환자진료전문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담당하여 타 지역과 대구지역의 다른 의료기관들의 진료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급증한 COVID-19 중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병상 여유가 있었던 독일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는 국가간 의료자원의 배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구촌 전체에 위협을 주고
있는 대역병에 대하여 국가간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지구보건윤리(global health ethics)’의
가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6. 세계보건기구는 지구보건윤리 실천에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

부족한 의료자원의 나눔과 연관된 주요 가치는 치료효과의 극대화, 공평한 치료 기회,
의료진이나 해당 질병의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의료자원의 우선 분배 및 중증환자 우선
치료하기 등을 들 수 있다

7

. Emanuel 등은

7

이러한 4 가지 윤리 가치를 바탕으로 부족한

의료자원 분배에 대하여 6 가지 권고를 제시하였다. 6 가지 권고에는 상기 4 가지 윤리 가치 외,
새로운 의학적 근거가 알려지면 지침이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분배 지침이 COVID19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7

.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하려면 보다 많은 환자들을 생존 시킬 수 있는 진료

- 54 -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부족한 병상에 입원할 환자의 우선 순위 결정과 치료 후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조기에 퇴실을 결정하여 다른 환자에게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 역병에 대한 입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침은 국가마다
8

차이가 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환자의 임상허약도

를 환자의 전신 상태의 지표로 우선 선정한

후 보행에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수준의 중환자들 중 당장 집중치료실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고 치료 후 악화되면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covid-19 guideline in www.nice.org.uk 자료 참고).
반면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준비하고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감수한

중증환자

입실

순위(www.ksccm.org 자료 참고)는 우선 환자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환자의 건강상태 지표 등을 판단한 후 입실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판정의 우선 순위는 두
지침에서 다르지만 중환자의 기존 허약상태 수준을 입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들에서 환자의 입원 전 임상허약지수가 환자의 치료 결과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들로

임상허약도가 상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뒷받침이
11

되며

9,10

COVID-19

환자들의

생존률과

. 그리고 년령에 상관없이 다수의 환자 생존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잔여 생존기간이 보다 더 긴 젊은 환자를 노년환자보다 우선 입원시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실 순위 지표는 환자가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그 지표들이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선정된 지표들이 의학적 윤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타당성) 그 지표들을
근거로 마련될 지침은 보건 당국과 함께 해당 의료전문가와 의료윤리학자에 의하여 준비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당성과 내용의 우월성). 그리고 의료현장에서는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하되(공정성) 개별 환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개별성). 우리 사회에는 지금까지 아직 이런 수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진료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평상시에 흔히 적용하는 먼저 온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소위 ‘first-come, first-served’ 진료 순서 결정은 대역병시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무작위 선정이 권고되기도 한다 7. 즉 의료기관에 가까운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는 점과 보건당국이 알려준 권고를 제대로 준수하느라 의료기관 방문 기회가 늦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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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진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

7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COVID-19 초기에 경험한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병원을 빨리 찾아와 병상을 선점하는 사례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우선 순위 결정과 치료 기회의 공평성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다. 노인의 경우는 평소에도 진료 기회에서 차별이
나타나는데

노년의

사망률이

높은

이

대역병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보도도

있었다(HelpAge International, 2020 년 6 월 15 일 보도). 특히 특정 사회의 주류 인종과 다른
인종이면서 노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회의 배려가 없이는 COVID-19 진료 공평성이 더 훼손될
수 있다

12

.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당국이 잘한 것이 있는데 COVID-19 검사를 불법 체류자나

노숙자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하면서 필요시 통역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나누고자

할

때

상기

기술한

윤리

측면과

더불어

고려해야하는 점들이 있다. 나눔은 언제 실시하며 왜 환자가 폭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주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료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지와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등이 주요 논점이 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눔은
환자 증가 추이를 살펴서 시기 판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환자가 폭증하는 시기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자신이 가진 의료자원을 타 의료기관과 나눌 여유가 없으므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역병의 시기에는 비록 현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선제적으로
의료자원의 나눔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훈련을 통하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눔의 주관부서는 보건당국이 맡아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시민들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보건당국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불협화음이
심각하게 초래되었고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COVID-19 환자와 사망자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at Johns
Hopkins). 나누는 의료자원에는 환자의 병상, 진료에 필요한 물품들과 의료기기들, 의료진들의
개인보호장구 뿐만 아니라 의료진 또한 포함이 된다. 지난 5 월 20 일 미국 뉴욕발 기사에서
개인보호장구가 부족하여 쓰레기 봉투를 가운 대신 입었던 48 세 간호사가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고 한 대의 인공호흡기를 두명의 환자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사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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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되었었다

13

. 가족주의가 우세한 우리 사회에서 생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환자에게 다른 환자를 위하여 병상을 양보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의사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더하여 중증환자들에 대한 국내 중환자전문의들의 치료에 대한 관점 또한 이 대역병시기에는
제고되어야 한다. 아시아 여러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다기관 연구에서 지속식물상태의
환자가 폐렴과 패혈성 쇼크가 발생시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시작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싱가폴의

중환자

진료의사들은

시작하겠다고 회신을 하였다

14

6%가

국내

중환자전문의사들은

76%가

치료를

. 이러한 관점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중환자실 병상 활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가진 환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중요한 가치는 이 대역병 시기의 보다 많은
환자를 구하라는 명제와 충돌이 된다. 이 두 가치의 간격은 ‘이중효과원칙(principle of double
effect)’ 잣대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효과원칙은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옳거나 가치
중립이어야 하며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나쁜 효과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행위의 동기가
선해야 하며 행위에 의한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커야 하고 예상되는 나쁜 효과가 의도된
것이 아니어야 윤리성을 갖춘다

15

. 부족한 의료자원에서 가장 어려운 나눔의 문제는 의료진

확보이다. 전염력이 강한 이 COVID-19 의 대역병시기에도 의료인들은 당연히 의료현장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하여 몇가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진들의 직업전문성이 그러하므로 당연히 의료현장에 근무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상황을 이해한 의료진 스스로 근무에 임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진료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배치되는 상황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전문의사가 부족하여
비록 그 분야의 의학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의료인이 일반인들보다 나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당하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한 의료진에 대한 사회의 마땅한 보상에
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근무한 의료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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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이 대역병의 상황에 대하여 관계되는 직역들 사이 그리고 보건당국과 시민들과의
원활하고 솔직한 정보교환과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K 방역’과 연관되어 실시간 국민들에게
보건당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은 이 시기에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방역에 집중하면서 중증환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유관 전문학술단체와의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2020 년 8 월 1 일 메디파나뉴스). 많은 윤리 지침들은 윤리
문제들의 특성상 분명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운데 제한된 의료자원의 나눔과 연관된 윤리
문제들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보건당국이 중심이 되어 해당 의료전문가와 윤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의료자원 배분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고 그 지침의 내용이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의료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환자의

가족들이 반대할 때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처벌(제 40 조)을 받게 규정은 대역병의
상황에서는 재해석하여 보건당국이 새로운 지침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은
평소보다 훨씬 힘든 COVID-19 중증환자들의 연명치료 결정을 하게 될 것이며 병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환자들과의 갈등 또한 커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편견이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

16

이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의 중앙기구에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를
다룰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 자문위원회에는 중환자진료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와
의료윤리전공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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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of scarce medical resource allocation under COVID-19 pandemics

Younsuck Koh, MD, PhD, FCCM

Department of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When hospitals are overwhelmed by a sharp increase of pandemic COVID-19 in its region,
caregivers have been facing with difficult situation of having to make ethically challenging
decisions in patients’ triage, alloca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determining level of
cares and many others.

When faced with a disaster, priority in care decisions frequently

shifts from individual patient’s best care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to maximizing
saving lives considering to justice of medical services. Alloca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and triage of patients must be carried out when the medical service expected to be
overwhelmed to let more patient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The ethical value of sharing
medical resources is to ensure that more patients survive and that care is provided equally
to all patients. To cope with overwhelmed medical demanding, preparation and protocolization
of triage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based on public agreement is necessary to attain the
goal of fair allocation of the resources and to lessen possible medical and legal dispute during
clinical practice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made to the moral distress healthcare
providers facing to fight this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Timely drills and revision of
prepared protocols through consultation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medical ethicists,
and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are also important.

Last but not least, healthcare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y leaders must not forgo their duty to support healthcare
workers’ safety together with appropriate medical resource allocation to thei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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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의료기술은 단순한 의료기기나 의학적 기술을 넘어 의료시스템, 예방과 관리, 진단과
치료 영역에 걸쳐 발전하고 있다. 공적 측면에서 디지털 의료기술은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
며, 국가 간의 의료서비스 차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술을 통해 국가
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 의
료 시스템이 미비한 나라들의 의존성 증가되어 자체적인 의료 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위험 등
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의료기술을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국민 건강
의 향상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디지털 의료기술은 환자 혹은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어 자신의 몸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기술이 활용에 전제가 되는 빅데이터의 수집, 분
류 등의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안전이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술로
구현하고자 하는 정밀의료가 개인의 삶을 제약하는 또다른 규제로 작동할 위험이 있음을 인
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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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검사나 치료, 돌봄 과정 상당 부분이 인간 고유의 기술(손기술),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기는 하
나, 그 전후의 전반적인 기록, 관리, 모니터링 등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미 디지털이라는 용어
가 삭제되더라도 의료기술에 대해 ‘디지털화 된 의료 환경과 양상’을 떠올리는 단계까지 이르
고 있고, 미래의료는 인간 영역의 AI 도입으로 의료 전반의 digitalization을 상상하게 한다. 아마
도 곧 ‘디지털’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의료기술’이 ‘디지털 의료기술’로 해석되는 시점
이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 의료기술은 단순히 의료기기의 디지털화 혹은 의료기기를 넘
어 의료인을 대체하는 AI의 등장의 범주를 넘어선다. COVID 19의 감염 확산을 위해 사용된 디지
털 기술(위치 추적 등)은 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감염 통제에 효율성을 높여주
었다.
이 글은 디지털 의료기술의 범주와 지향점, 그리고 개인적 ∙ 공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의료기술
에 대한 기대감과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먼저 디지털 의료기술의 범주와 지향점을 살피고 공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Ⅱ. 본론

1. 디지털 의료기술의 범주와 지향점
2019년 영국에서 발표된 ‘ 디지털 의료기술에 관한 근거 수준 틀(Evidence Standards
Framework for Digital Health Technologies)’에서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시스템 서비스, 정보,
간단한 모니터링, 의사소통, 예방적 행동 변화, 자기 관리, 치료, 적극적 모니터링, 계산, 진단’으
로 기능적 분류를 시도하였다[1]. 이 분류 체계에 따르면 디지털 의료기술은 기존 병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 비의료적 영역까지도 의학적 시선으로 디지털
의료기술의 관할하에 포섭되고 있다. ‘디지털 의료기술’ 은 디지털이 삭제된 ‘의료기술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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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명명될 수 있듯, 맥락에 따라서는 ‘의료’가 삭제된 ‘디지털 기술’이 의료기술을 의미
의 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을 통해 우리의 몸과 생활의 양상, 변화들이 수치로 기록되
고, 이러한 정보가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즉, 디지털 의료기
술이 일상생활에 의료화를 촉진시키고, 의료화의 범주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미래의료는 P4 의료를 지향한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P4
의료는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예방의료

(Preventive medicine), 참여의료(Participatory medicine)의 앞글자를 이용해 만든 용어이다.
이를 보다 기술적인 용어로 바꾸면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전문가
들은 미래에 개인은 자신에게 맞는 정밀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과거 디지털화되
지 않은 의료나 디지털화되어 구현하려는 의료는 모두 공통적인 목적,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디지털 의료기술의 지향에서
보다 강조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산업 동력으로서의 기술 측면이다. 의료 범위의 확장, 타 산
업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의료기술은 중요한 국가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
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2]. 2019년에 재정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
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의 목적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의료기기산업법)

디지털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주된 요청 사항은 규제 완화이며[3],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빼앗겼다는 비판을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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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차원에서 디지털 의료기술
지금까지 공적 차원에서 의료, 혹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료 서비스는 주로
보건의료권, 건강 평등권 확보, 사회의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 서
비스 이용에는 사회 마다 비용이나 접근성 등의 문턱이 있으며, 각 나라들은 이러한 문턱을 낮추
어 해당 사회의 보건복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디지털 의료기술은 의료 서비스의 비용, 접근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이는 국경을 넘어 의료의 혜택이 도달하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술은 건강보험과의 연결을 통해 보편적
의료의 범주를 보다 확장시킬 것이다. 개인의 신체 변화나 생활 습관 등의 신체 정보를 스마트
폰이나 여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교정되고 관리가 필요한 몸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의료의 범주가 예전에 질병 치료에 국한되
었다면, 디지털 의료기술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까지 보편적 의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정리
하자면 공공의 차원에서 디지털 의료기술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보편적 의료
의 범주를 넓혀 국내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제 보건의 불평등을 경감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1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도 디지털 의료기술의 공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의료를 포함하여 여러 산업 분야의 아이템이 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정부는 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의 발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고민한다[4].
공적 차원에서 디지털 의료기술에는 음양이 있다.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 기대하지
만 디지털 세대가 아닌 사람들, 혹은 개인적으로 웨어러블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

종종 디지털 의료기술이 의료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는데, 1940년대 영국 베버리지 보

고서의 국민보건서비스가 초기 투가 비용은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할 것이라는 예측
이 빗나가듯, 필자는 적용 범주가 확대되면서 비용의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일상의 의료
화, 타 산업과의 상생 효과 등으로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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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의료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국제 보건의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거나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만들
어진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디지털 의료기술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이익보다 국가 산업으로서 이익을 중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택된 기술이 이익과 위험 측
량을 하였음에도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의료화가 과하게
진행될 수 있다.

3. 개인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술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생산하면서 의료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지금까지의 의료 제공자와 환자 혹은 시민의 정보 불균형이 감소하게
되어(혹은 환자(시민)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환자가 보다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자
신의 건강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술의 발달은 환자들에게 더 적
은 비용으로 더 쉽게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늘 따라붙는 우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문제이다. 정밀의료를 지향하는
디지털 의료기술은 빅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한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빅데이터
를 수집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여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밀의료의 한 모습이다. 정밀의료의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필요하기에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을 용이
하게 하기위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권은 ‘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리담지자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개인의 적극적 권리인데[5], 이러한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요청은 개인에게 보건의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
이기도 한다.

일부 연구자들의 개인의 빅데이터를 인류의 재산, 공공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6], 아직 만들어 지지 않은 결과물의 활용과 개인의 데이터가 교환 가능한 것인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및 안전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보될 수 있는
지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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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주가 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의학적 시선은 ‘정상과 비정상’,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기준으로 우리
몸을 다루고 평가한다. 정상 혹은 건강한 상태로 판단이 되면 환자(시민)은 이 상태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하며, 비정상,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면 환자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즉 의학적 시선, 의료의 태도는 우리 몸의 건강 유무를 판단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의료기술, 정밀의료는 훨씬 더 많은 판단거리를 만들어 낸
다. 신체 데이터, 생활 양식 등을 수치화(디지털화)하면서 질병 위험인자를 찾아내며, 더 건강하
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즉,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넘어 ‘질병 위험 요인(이 때 질병
위험 요인이 비정상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정상과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수치화 하는데,
이는 종종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 더 좋은 건강 상태로 여겨지는 수치의 몸을 갖추도록 노력하
는 것이 몸에 대한 도덕적 행위라고 개인에게 종용한다.

Ⅲ. 결론
디지털 의료기술을 통해 공공의 안녕, 의료의 민주화를 통한 개인의 권리 향상될 것이라는 장
미빛 기대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 중심의 시각,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시각은 과도한 의료
화를 조장하며,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나 안전을 무시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의료
기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인 것인지, ‘ 집단적으로 제시된 건강한
삶’에 정밀하게 개인을 맞추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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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센터장
조정숙

요약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으로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주기적인 국민인식조사 실
시
- 2020년 10월 중 총 5일간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는 91.3%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대해 81.3%가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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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다.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차 연명의료호스피스종합계획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서비스 기반을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주기적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국가생명윤
리정책원은 2019년과 2020년에 다음과 같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9년 ‘ 임종문화 개선 및 정책 제언을 위한 대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문조사 ’
(19.9.19~10.11)
-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참여조사’(20.10.28~11.2)
이 장에서는 2020년 대국민 참여조사 결과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2020년 대국
민 참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한 경우 201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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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조사설계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참여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COVID-19 등의 상
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규모는 300명이며,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
5.7%p이다.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일반국민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 연령 및 지역 목적적 할당
표집을 통해 시행하였다. 성별/연령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자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할 당 후,
40대 이하는 최소 분석 표본 확보를 위해 유의 할당하였다. 조사 실시 기간은 2020년 10월 28
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하였다.
-

20 세 이상 일반 국민 300 명 연령별 분포 현황
20~2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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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00

-

20 세 이상 일반 국민 300 명 시도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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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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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사 결과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는 91.3%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율이
높았다. 인지 경로로는 ‘TV’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가족/친구/지인’
순이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간한 의료기관/등록기관 안내’를 통해 알게 되었
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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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 현황]

다음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문항이다. 본 문항에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본인만
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해서는 74.0%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4개 항목 모두 이해하고 있는 비
율은 11.7%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요구된다.

[그림 2.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81.3%가 동의(약간 동의+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여자가 상
대적으로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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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에 대해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작성자
의 60.6%가 향후 ‘작성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작성의향률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모르겠다’ 32.0%, ‘작성의향 없다’ 11.7%로 작성 결정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임. 50대 이상인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
다.

[그림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는 의사의 권고 시 작성의향률은 72.0%이며, 남성의 작성 의향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50대 78.1%, 60세 이상 84.2%의 응답률을 보여 40대 이하 대비 작성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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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명의료계획서 권고 시 작성 의향]
연명의료계획서를 권고받은 경우에 작성 의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해 생각
하고 싶지 않아서’가 38.1%, ‘아직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31.0%로 나타났다. ‘죽음
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는 성별로는 여성에게서, 연령별로는 5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
답하였다.

[그림 6. 연명의료계획서 권고 시 못할 것 같은 이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대한 동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74.0%가 동의하였다. 50대 이
상부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대한 동의 정도가 70% 이상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82 -

[그림 7.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대한 동의 정도]

마지막 문항은 연명의료중단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소에 대한 문항이다. 연명의료중단결
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회복가능성 없는 의료를 받으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에서 벗
어남‘이 36.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회복가능성 없는 의료를 받으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남’은 성별로는 여성에게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
났다.

[그림 8. 연명의료중단결정 시 중요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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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3년차를 맞이하였다. 제도 초기임을
감안할 때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율 91.3%는 우리 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019년에 시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대국민 인지율이 74.2%였음을
감안할 때 1년동안 20% 가까운 인지도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석해보면 제도 인지
율은 91.3%인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율은 29.9%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율
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작성 의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60.6%, 연명의료계획서
의 경우 72.0%로 작성의향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작성의향을 직접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이다. 일반 국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인지는 확산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며,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접점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이해가 이뤄질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
으로 홍보 강화를 위해 TV,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평소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상기해본 경험이 없
을 경우,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고찰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죽음이라는 화두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이 참여조사 결과를 토대로 60세 이상 연령층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게도 접근 및 소구 할 수 있는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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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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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지표 개발 연구

박소연 (경희대 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

[학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박사
[경력]
(현) 경희대학교 의학교육학 및 의인문학교실 부교수
(현) 한국의료윤리학회 총무이사
(현)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 위원
(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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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지표 개발 연구
경희의대 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
박소연

요약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
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질 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분석 결과 2020년 7월 기준 현재 국내 3,436개 의료기관 중 257개(7.5%)만이 의료기관윤리
위원회를 등록하고 있으며, 100% 등록률을 보인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의 경우 46.7%의 등
록률을 보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동시기에 총 2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모두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 건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 기존 평가 관련 다양한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초안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질 관리 및 평가체계를 위해 등록기관 운영, 인력구
성, 시설 및 장비, 업무, 상담의 질 관리의 5개 평가영역, 15개 평가 기준을 선정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질관리 및 평가체계를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설치, 구성, 심의 활동, 상담 활동, 교
육 활동, 통계 분석의 6개 평가영역, 19개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도 제시함. 관련 질 평가는 장, 단기적 단계별 추진을 통한 전략
적 접근이 필요하겠음. 본 연구 결과는 각 기관의 질관리를 위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으며, 연명의료 관련 정책추진 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또 연명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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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생애
말기 의료서비스 관련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지금까지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초기 정착 단계이며, 향후 연명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상자
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관련된 현황 파악 및 지
속적 질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함.
첫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윤리위
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역할을 정립함.
둘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질 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함.
평가체계를 구축함.
셋째, 향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Ⅱ. 본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현행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검토하였으며, 연명의료와 관련된 해외 관리기
관의 법적, 제도적 검토와 더불어 국가정책·사업의 평가기반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국가
제도 관련 평가의 핵심 개념을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함.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
도 관련 평가의 핵심 개념 도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성과지표 분석 및 평가 관련 핵심영
역을 설정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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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쟁점 도출함. 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질관리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평
가원칙 수준 제안 및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 질관리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질관리 지표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
사를 진행함.
조사 결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에 기반한 윤리상담 능력과 문
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Table 1> 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영향

역할

잠재적인 영향

분석자

이해관계에 대한 명백한 가치와 원칙과 의사결정의 영향

조언자

구체적인 딜레마 해결

중재자

공정한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

보급자

임상의들에게 인식 형성 및 지식 전파

조정자

다양한 수준의 의료 기관 연결

감시자

불공정 우선순위 인식 및 관련 기관에 경고

가치와 법의 수호자

공통의 가치 부합하는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

*출처: Magelssen et al. 2017.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linical ethics committees in priority setting. BMC Med Ethics.
18(1):18:6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운영 현황과 개선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된 개선 요구로 등록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
육지원과 관리기관 차원에서 제공하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 정보 공유의 장에 대한 요구가 주
가 되었음. 또 상담의 질 관리를 위한 공통의 평가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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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련 상담 업무 현황

상담업무*
구분

전화상담업무**

기관수

방문상담업무**

기관수

기관수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일 평균 상담 건수
없음

8

12.5

19

29.2

33

50.8

1건 미만

5

7.8

3

4.6

8

12.3

1~5건

32

50

33

50.8

17

26.2

5건 초과

19

29.7

10

15.4

7

10.8

8

12.1

18

27.7

31

47.7

30분 미만

38

57.6

46

70.8

25

38.5

30분 이상

20

30.3

1

1.5

9

13.8

1명당 평균 상담 소요시간
없음

*일 평균 상담 건수: 3명의 응답 결측 발생, 1명당 평균 상담 소요시간: 1명의 응답 결측 발생
**2명의 응답 결측 발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질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서는 먼저 의료기관윤리위
원회 활동에 관한 관심 및 참여도를 증진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또 실제 환자
의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주제 자체가 주는 결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들의 고충 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소통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함.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 환자, 환
자 가족을 대상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진행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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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 관련 다양한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초안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질 관리 및 평가체계를 위해 등록기관 운영, 인력구성, 시설
및 장비, 업무, 상담의 질 관리의 5개 평가영역, 15개 평가 기준을 선정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질관리 및 평가체계를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설치, 구성, 심의 활동, 상담 활동, 교육 활동, 통계
분석의 6개 평가영역, 19개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도 제시함. 평가방법은 2단계로 구성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함. 1단계는 사전
평가로 서류평가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2단계는 1단계 사전평가결과를 기반으
로 현장평가를 수반할 수 있겠음.

Ⅲ. 결론
법 제정 이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고 아직 정착 단계로, 의료기관윤리위
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질 평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
러나 연명의료 관련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윤리위원회 및 의향서 등록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평가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무엇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질 평가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아직 질적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상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에서 각 기관이 능동적으로 질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제
도 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효과적인 질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서를 제공하거나, 공통된 서류 양식을 제공해준다면 윤리위원회 및 의향서 등록기관 담당자의 업
무 피로도와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임. 질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관련 학계 전문가, 정부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으며, 과거 기관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의 사례처럼 평가의 단계별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연구진이 제안한 질관리 지표 및 평가체계는 향후 연명의료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연명의료 관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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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관련 법에 관한 국제적 고찰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이일학

서론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회가 대처해야 하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규율의 한가지 방식으로
죽음에 관련된 법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복잡한 구성물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죽음과 관련된 제도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며 때이른 죽음을 예방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체적인 고통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도 안녕을 누리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특히
보건의료영역에서 죽음과 관련된 규범의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주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돌보는 방식을 다룬다.
논의는 1. 죽음을 고려해야 하는 건강상태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규범의 범위와 내용, 2. 밝혀진 죽음의
방식에 관한 선호를 보장하는 법적 방안, 3. 몇 가지 해외 사례로 구성될 것이다.

본론
1. 죽음의 시기를 둘러싼 의학적 개입에 관한 규범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죽음의 정의(뇌사 등), 사망 원인의 규명(검시), 그리고 사체의 처리(장례)
등이 가장 오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죽음의 정의와 장기이식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추가되었고(1960 년대 후반)1, 이후 임종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의료, 특히 생명유지장치를 활용하는 치료의 등장과 보조를 맞춘다. 소위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의 규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시기 의학의 발전과 함께 태동한 소위 생명윤리 품위있는 돌봄과 죽음의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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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카렌 퀸란 (1973), 낸시 크루잔 (1992), 오레곤 주의 의사조력자살 입법(1996)2 등의
사건과 이어진 법적 논쟁/사회적 논쟁이 그렇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영국의
다이앤 프리티(2002) 3 , 네덜란드의 캐봇(1991) 4 , 일본의 토카이 대학병원사건 (1996) 5 , 한국의
김할머니 사건(2008)6 등이 사건과 이어진 법정 논의, 그리고 사회적 논의과 규범 정립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해도 이 논의를 거쳐 도달한 규범의 내용은 그 사회의 경험에 따라
돌봄의 방식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제 막 의사조력죽음이 법제화되고 있으며7 이런
변화 과정은 죽음에 관한 법제가 지속되는 변화의 대상임을 드러낸다.8 의료의 영역에서 규범의 정립
과정은 사건→판례→전문가단체의 대응→규범의 정립과 같은 순서를 거친다9는

Sulmacy 의 논의를

통해본다면 법제도의 구축 과정은 일련의 발달, 혹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합의된 규범이 구속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논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 합의된
규범, 또는 해당 시점에 집행되는 법률의 구속력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3) 같은 시점에 전문가 단체는
전문가단체의 관점과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지침을 발전시킨다. (4) 규범으로서 법은 사회적 논의가
포화된 시점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밝혀진 죽음의 방식에 관한 개인의 선호 보장
한국에서 죽음의 방식에 관한 논의는 아직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대법원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속칭

김할머니

사건)

사건

판결(대법원

2009.

5.

21

판결

2009 다 17417)에서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이후 법적 논의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같은 판결에서는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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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그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환자가 밝힌 치료에 관한 선호를 치료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은 연명치료의
정의와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또는 확인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3. 해외의 입법사례
언급한대로 연명의료를 포함한 죽음의 문제는 매우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이 범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치료제공에 대한 결정(또는 치료거부의사의 반영)에서 의학적 조력사(즉
죽음의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의 이행), 그리고 안락사(의학적 판단에 의한 죽음유도)에 걸치며,
그 방식도 의학적 판단에 의존(즉 관련법제 없음)하는 경우에서 판례 등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지침
및 훈령과 같은 연성 법을 활용하는 경우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이런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 대만 - 미국 - 호주 - 영국 - 독일 – 네덜란드와 같은 문화권에서 연명의료가
이해되는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는 치료 결정의 문제,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본인의 주도권 문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가족의 개입 등이 관련될 것이다.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어 분석에 활용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여기서 살펴볼 국가들은 죽음의 방식, 시기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설치하는 의미도 갖는다.
유럽에서 안락사 수용정도가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 3 국외에
덴마크 · 프랑스 · 스웨덴 등이 있으나 아직 영국 ·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안락사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북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가, 아시아에선 호주(Australia) 빅토리아 주가 도입을 했고
대만(Taiwan)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논의 중이나 경우에 따라 인정하고 있고 중국은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존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연명의료는 죽음을 앞둔 수개월, 수주일, 몇 시간에 관한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그 맥락이 복잡하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년의 삶,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이환된 환자들에 대한 돌봄, 생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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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이해, 자기결정권, 의사소통, 등 법률이 포섭할 수 없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모든 정책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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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윤리, 환상과 환장 사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유상호

요약
임상윤리란

임상에서의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대처를

가리킨다.

임상윤리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가치 관련 문제를 의학적 문제와 함께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의료현장의 주요 당사자들 모두에게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우리의 의료현장에 바탕을 둔 일상적인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런 실증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임상윤리 교육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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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임상윤리란 임상에서의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및 대처를 가리킨다. 환자의
침대 곁에서 발생하는 가치 관련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할 경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인이 큰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은 의료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다.
임상윤리는 이처럼 임상에서 항상 문제시되어 왔던 것이지만 2018 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연명의료를 비롯하여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임상윤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임상의학과 동일한 것으로서 환자 진료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의사 관계를 증진하며, 의료현장의 주요 당사자인 환자, 가족, 의료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임상윤리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가치 관련 문제를 의학적
문제와 함께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의료현장의 주요 당사자들 모두에게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연명의료에

국한해서

살펴보더라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법의 세부 규정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별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보험공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업무 외에 상담이나 교육과 같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법적, 재정적 문제는 수동적으로 사회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의료계가 능동적으로 사회를 설득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의 관심과 인식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의료계가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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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임상에서의 가치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의료현장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지 탐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료계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임상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특히 우리의 의료현장에 바탕을 둔 일상적인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런 실증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임상윤리 교육과 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번 소고에서는 임상윤리가 의료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와
가능한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임상윤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의료인이 직접 가치 관련 문
제에 접근하고 대처하는 것을 가리키며,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일부이다. 두 번째
형태는 의료에서의 가치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서비스 체계를 가리
키며, 임상윤리지원(clinical ethics support)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상윤리지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우리의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
당 연명의료가 환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동반된 경우라 할지라
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 조항으로 인해 연명의료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윤리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기관 별로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해 국가나 보
험공단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 또
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런 재정적 문제 또한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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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어려움을 불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법은 한 사회의 합의
의 산물이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 갈등으로 인해 지난한
합의 과정을 거쳤던 법률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불평만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런 합의를 의료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아 조사, 분석한 후 이런 사
례들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의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개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야 한
다. 만약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동이 환자 진료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임상윤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상윤리가 목적하는 바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는 없겠지만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이 임상윤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임상윤리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윤리에 대한 적
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윤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재정적, 사회구조적 문제는 임상윤리에 대한 기초적
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연구의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임상윤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최소한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우선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임상
윤리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대처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과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주요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도
덕적 고뇌(moral distress)에 대해 살펴보고 그 원인이 제도적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관이
나 관계 또는 개인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원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겠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회를 설득하고 의료계를 변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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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상윤리 교육의 설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교육이다. 임상윤리 교육을 통해 임상윤리에 대한 의료인의 역량이 강
화되고, 의료계 전체의 윤리적 역량과 체제가 개선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사회 합의의 변화를 촉
구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획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교육해야 하
는지를 명확히 해야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상윤리에 대한 교육목적, 교육목
표,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의학교육과 조
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교육대상의 학습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의료
현장은 고유의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
려 없이 교육을 설계하다가는 오히려 교육목적과 반대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
다.
임상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의료윤리 교육이 갖고 있
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임상윤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를 반영해야 한
다. 그리고 교육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임상윤리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는 달리 위원회 운영이나 문제해결절
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상윤리는 근본적으로 환자 진료의 한 부분이므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나 지
도전문의가 임상윤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다음 실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므로 우선 전문학회나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임상윤
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단체나 학회의 임상윤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상윤리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임상윤리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촉진하고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
는 노력을 보여야 하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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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임상윤리가 의료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이번 소고에서는 임상윤리가
의료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가 연구와
교육이며, 이에 근거해야 우리 의료환경에 적합한 임상윤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1) 유상호, 주영숙, 이상형. 면허 취득 후 의료윤리교육. 대한의사협회지. 2017; 60(1): 24-31.
2) Jonsen AR, Siegler M, Winslade WJ. Clinical ethics: a practical approach to ethical
decisions in clinical medicine. 8th ed.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2015.
3) Roberts LW, Siegler M. eds. Clinical medical ethics: landmark works of Mark Siegler,
MD. Cham, Switzerland: Spring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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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임상윤리,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학력]
1990 서울의대 의학박사 졸업
[경력]
2004~2005 호주 멜본 암센터 교환교수
(현) 단국의대 교수
(현) 의료윤리학회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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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윤리,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정유석

요약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간 423편의 논문이 의료윤리학회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를 6
종의 임상윤리 관련 국내외 교과서의 목차를 참고하여 대분류, 소분류, 전문과목별로 분석하
였다. 임상윤리를 다룬 논문은 135편으로 31.5%였으며 특정 주제(치료중단, 의사결정, 의료
정책, 배아연구, 제약회사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 주제들은 한번도 혹은 거의 다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소아과, 중환자실, 응급실은 다양한 이슈들
이 다루어진 반면, 정신과, 수술실(마취과) 등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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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료윤리학회는 1997년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이라는 볼모지를 개간하려는 선각자들의
노력에 의해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2009년 한국의료윤리학
회로 학회명을 바꾸면서 ‘학교안’ 의학교육 뿐 아니라 의료계내의 제반 윤리문제를 아우르는
대표 학회로 자리 잡았다. 본 학회가 창립된 이듬해에는 당시 복제양 둘리의 탄생을 계기로 미증
유의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의 장으로서 의학자뿐 아니라 법학자, 종교계, 인문학
자 등이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시작되었다. 1 필자는 회원 구성이나 학회명칭 등을 고려할 때 생명
윤리학회가 더 광의의 생명윤리 제반 문제를 다룬다면, 의료윤리학회는 진료실, 혹은 의학연구실
의 현장성이 반영된 임상윤리(clinical ethics)’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관점
에서 한국의료윤리학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학회의 중점 활동분야는 매우 적절해 보여 아래에 소
개한다.2

1) 한국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쟁점에 대하여 의료인과 일반인이 관심을 제고하도록 돕
는 활동, 2)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윤리 확산을 위한 활
동, 3) 한국의 의료 환경에 합당한 의료윤리 지침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활동, 4) 국내외 관련 전
문분야와 협력하여 의료윤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5) 의료의 윤리적 실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부적절한 의료정책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활동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연구활동은 창립 이듬해인 1998년에 학술지인 <의료. 윤리. 교육> 창간호
의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로, 2009년에는 <한국의료윤
리학회지>로 제명을 바꾸었고 창간 후 2020년 9월까지 423편의 논문을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들 논문들 중에서 임상윤리를 다룬 연구가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 왔
는지, 어떤 분야가 소홀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분석을 시도하였다.

1

https://koreabioethics.jams.or.kr/co/main/jmMain.kci

2

https://medicalethics.jams.or.kr/co/main/jmMain.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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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임상윤리(Clinical ethics, Bedside ethics) 관련 국내외 교과서의 목차를 분석하여 5개의 대분류
와 하위에 25개 소분류를 도출하였다(표 1). 또한 전문과목 혹은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8
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별도로 코딩을 시행하였다(표 2)
<Table 1> Major and minor categories of Clinical ethics

- 139 -

<Table 2> Category of Clinical Specialities

423개의 논문을 제목과 초록을 통해 대분류, 소분류, 특수분야로 코딩한 후 엑셀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423개 논문중 임상의학을 다룬 논문은 135편(31.9%)이었다. 각각의 빈도는 표 3, 4
와 같다. 임상의학의 이론과 방법론, 즉 원론을 다룬 논문이 24편(17.9%)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
의료 중단(Futile care) 23편(17.2%), 의사결정능력(Shared decision making) 15편(11.2%), 의
료정책 및 보험이슈 14편(10.4%), 제약회사윤리와 배아연구 등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연구가 각
각 10편(7.5%), 환자의 최선의 이익, 연구윤리가 각각 7편(5.2%), 윤리위원회, DNR 관련 연구
역시 각각 5편(3.7%)의 순이었다.
<Table 3> Major category of clin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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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or category of clinical research

환자로부터의 선물, 진실말하기, 치료거절, 의료자원의 재분배, 문제가 있는 동료의사 관련
소주제는 한 편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한 전문과목 혹은 임상분야와 관련한 분포는 부인과 영역 9 편(28.1%), 소아과 6 편(18.8%),
장기이식과 중환자실이 각각 5 편(15.6%), 응급의학 4 편(12.5%)이었고, 외과와 마취과 정신과
영역이 각각 1 편(3.1%)씩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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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of Clinical specialities

결론
1997년 창립 이듬해인 1998년부터 23년간 423편의 논문이 의료윤리학회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이중 임상윤리를 다룬 논문은 135편으로 31.5% 정도였다. 이들은 임상윤리의 다양한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으나, 특정 주제(치료중단, 의사결정, 의료정책, 배아연구, 제약회사와의 관계)에 집중
되어 있었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등 사회적 이슈나 진실말하기 같은 진료실 내에서의 실제적인
주제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문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소아과, 중환자실, 응급실은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진 반면, 정신과, 수술실(마취과) 등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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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임상윤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학력]
1994 서울의대 졸업
2001 서울의대 의학박사
[경력]
2004~ 현재 이화의대 교수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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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윤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화여자대학 의학과
권복규

요약
임상윤리는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의 일부로 좋은 진료(good practice)를 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의학교육과 보수교육에서 임상윤리 교육의 목표는 흔히 접하는 사
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률과

공서양속,

그리고

우리

의사

집단의

전문직

표준

(professional standard)에 의거하여 추론(reasoning)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
육 내용 역시 이에 기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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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임상윤리(clinical ethics)에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임상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임상윤리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창립된 이후
20년도 넘게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물음을 묻고 있다. 그만큼 의과대학에서 임상윤리교육에
대한 정치한 논의와 합의가 그동안 별로 없었다는 뜻이다. 아니, 임상윤리뿐 아니라 윤리 전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를 중시하는 한편, 그 윤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혼미한

지경에

빠져

있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를

중시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초중고교에서의 “윤리 또는 도덕 교육”을 차치하더라도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2015년 1월 20일 제정)”의 존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진흥법)”을 말한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인성교육진흥법 )”을 말한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윤리교육은 곧 인성교육이고, 이는 의료윤리 또는 임상윤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죽하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의사 국가시험은 의료인이 되기 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면허취득 시험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술의’로서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의약뉴스, 2020.8.22).
다행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면접의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지만, 이 해프닝은 한국사회에 자리잡은 소위 윤리,
또는 인성 중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 윤리, 계약으로서의 인간관계, 정직과 신의, 정체성(identity)으로서의
충실성(integrity)은 아직 도래한 적이 없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여전히 중세 유교문화에서
유래한 측은지심과 인본주의, 그리고 인술(仁術)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들이다. 일부 현대어로
탈을 바꿔 썼지만 그 본질은 분명하다. 그러니 법률에도 “예와 효의 중시”와 같은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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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하신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소고에서는 이렇듯 혼미한 상황 속에서 한국적 임상윤리의 내용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는

단지

임상윤리의

내용(contents)뿐 아니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의료행위(medical practice)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아니 이 둘은 애초부터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유교문화와 윤리, 인성교육
우리나라에서 의료윤리를 최초로 논한 것은 1969년 대한의학협회지(현재의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김사달의 논문 “近代醫療制度와 倫理觀”이다. 김사달 선생은 여기서 의사의 윤리관으로
“인간 하나하나의 생명을 더없이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기본적인 인격 형성”과 “의사와
환자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인간관계의 확립”을 들었다. 2020년인 오늘날에도 의사와 환자를
막론하고 이러한 주장에 동감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생명을 존귀한 것으로 여김”은 유교의
“仁”에서 유래하고, 또 “삶을 중시하고 죽음을 슬퍼(重生哀死)”한다는 관념과도 연결된다.
“의사와 환자의 부드러운 인간관계”는 결국 人倫의 세계에서의 인간관을 말한 것이다. 사람을
우선한다는 인본주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유교에서 유래하였다.
인성교육(人性敎育)이라는

표현

역시

사람은

하늘로부터

품부받은(天命)

도덕의

본체인

성(性)을 내재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性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
性은 곧 우주의 도덕적 원리인 리(理), 혹은 도(道)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설파하는 윤리, 도덕, 혹은 인성이라는 단어들은 유교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역시 특정한
형이상학 체계, 특정한 도덕 체계, 특정한 인간관과 사회관, 그리고 수양론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고, 이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유교다.
문제는

의료윤리나

임상윤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인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직업윤리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에는 직업윤리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고, 그 이유는 직업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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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농부만이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인데다가, 선비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농사가 아니면 교육, 교육도 아니면 정치였는데 사실 교육이나 정치는 직업으로 여기지도 않은
그저 선비의 사회적 의무였을 뿐이다. 공장(工匠)이나 상인은 농부보다 훨씬 못한 존재였는데,
공장은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상인은 그보다 더 사악해서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이문을 붙여 팔아 넘기는 사기꾼으로나 보았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업도 뚜렷하게
존재해본 적이 없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직업을 존중하지 않았으니 직업윤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의(儒醫)라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마땅히 무료로 구제해 주는 것이 도리였던 것이고, 환자
진료를 하고 돈을 받는다면 경멸 받아야 마땅한 인간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독립된

개인들

간의

계약(contract)관계가

아닌

가족의

확대판으로 보았다. 특히 단일민족 국가였던 조선에서 모두가 한 동포(同胞)라는 말은 더욱
의미심장했는데, 이 동포란 한 자궁(胞)에서 나온 형제자매라는 뜻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간의 질서(人倫)이란 정직이나 신의 같은 것이 아니라 자애와 공경을 뜻하며, 이 안에서는
서열(序)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등한 인간관계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다.
직업적인 의사의 존재가 확인되는 18세기 이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의료윤리
쟁점”은 “돈이 없는 환자를 의사는 무상으로 치료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서구에서는
이미 중세 이후로 교회 기구-또는 교회 부설 기구로서의 병원-나 도시 정부, 혹은 지배층
인사의 책임이었던 “빈민 환자 돌보기”가 이 땅에서는 의사의 윤리(혹은 인성)를 갈음하는
척도였고, 그리고 그 반향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유교의 부정적 유산은 매사를 도덕의 문제로 환원하고 어떤 절대적 도덕원칙(理)을 들이대어
옳고 그름을 시비(是非)하기 좋아하며, 도덕 문제에서는 반드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믿음이다.
사회의 공리(功利)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공리(公理)가 더욱 중시되고, 효용(效用)을 위한 타협은
회색분자의 비겁함으로나 보여진다. 도덕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가 되고, 누가 더 사회
공동체의 공리(功利)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까 하는 정치적 질문이, 누가, 혹은 어떤 세력이 더
공리(公理)에 가까운가, 즉 더 도덕적인가로 대치되는 현상이 왕왕 벌어진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근대의 건전한 도덕 원칙은 초월적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 것도
상관없다는 식의 독선과 광신으로 쉽게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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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COVID-19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묻게 된다. “인공호흡기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젊은 환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는 전형적인 임상윤리의 질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노인은 다 죽으란 말이냐?”라는 분노의 함성 앞에, 어르신 공경과 장유유서라는 전통적인 인륜
명제 앞에 합리적인 논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솔직히 윤리, 또는 인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reasoning)방식은 우리에게는 낯설다. 우리에게는 윤리란 깨달음의 문제이고,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지 계산하는(ratio) 문제가 아니다. 옳은 것은 항상 옳고, 그른 것은 항상 그른
것이지 무슨 타협을 보고 관용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유학자들은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라는 범주를 가지고 현실에 적응해 나갈 여지가 있었으나, 정치적 갈등의 겉보기
원인이 항상 믿음과 사유의 차이였던-물론 진정한 원인은 권력과 자리 다툼이었던-우리의
당쟁의 역사에서 그런 건전한 합리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2. 생명윤리 4원칙, 그리고 서양의 윤리 이론들
뷔첨과 칠드레스의 소위 생명윤리4원칙이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해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의료윤리, 또는 임상윤리의 이름으로 가르친다. 우선 자율성 존중의 원칙(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이 있다. 그런데 자율성이란 근대적 개인(individual)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러한 근대적 개인이 있는가? 근대적 개인이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주체이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체이다.
우리에게 인간 존중(respect for human), 또는 인격체 존중(respect for person)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과연 중시되는지는 의문스러운데, 이 개인은 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공동체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에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지금은 한 겨레로서 “더불어 숲”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윤리”라는 훈육을 받는다. 소위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 앞에 우선하며, 공동체가
싫거나 그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는 개인은 설 곳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자의로 포기하기도 불가능하다. 개인의 생명을 지극히 존중하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보전을 자신의 의무로 자임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자율성은 존중되지 않고, 개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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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개념도 있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멀고 먼 태고의 조상 때부터 한 핏줄, 한 겨레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봉건시대를 벗어난지 한 세기도 채 안 되었고, 식민 지배를 벗어난지는
그보다 더 얼마 안 되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근대화는 분단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했고, 이
땅에서 국가의 형성(nation building)은 여전히 진행중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개인과 자율성,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여전히 낯설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존중을 받고 있는가? 의식이 온전한 성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는 대부분 법정 대리인이라 볼 수도 없는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애매한 이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며, 의사가 권하고 환자가 원하는 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진단하기도 어려운 말기나 임종기가 아니라면 연명의료조차 중단시킬 수 없으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도 역시 국가가 법으로 정해주었는데, 여기서 무슨 자율성이 있다는 말인가?
해악금지는 우리나라 윤리 일반에서는 선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윤리의 원칙이 된다는 말인가? 정의의 원칙은 더욱 난감하다. 롤스를 근원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은 공정(fairness)을 정의와 동일시하는데, 롤스 식의 공정은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아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정의란

객관식

시험

결과에

의거하여

사회적

재화(good)를 차등분배하는 것일텐데, 이마저도 지금은 절대 평등의 요청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의료 역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론은 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된 근대에서 종교적 계율 없이 인간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탐구한 결과이며, 영미 공리주의 역시 신앙과 종교적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정치사회적 옳음(good)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를 고민한 결과였다. 서양의 근대
윤리가 신학이 붕괴한 자리에서 발생하였다면, 현대 한국의 윤리는 어떠한가? 전통 유교는
철저히 붕괴해야 했는데 주체적 근대화를 하지 못한 결과 그러지도 못하였고, 그 결과로 좀비가
되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여전히 유행하고, “예와 효의 중시”가 도덕적
역량으로서 법에 명시되는 것이다. 근대적 직업도, 전문직의 개념도 있어본 적이 없으니 의사의
전문직

일탈행위들이

모두

인성의

문제가

되고,

누구라도

알만한

내용들을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고등 전문직에게 이수를 강제한다. 근대의 인간의 행위를 교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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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표현대로라면 “감시와 처벌”인데, 이 땅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교육”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정치적

올바름이

예전의

理나

예학을

대치하였고

정치인들은

그

열기를

“입법화”하겠다고 애를 쓴다. 그 와중에 사적 도덕이나 공적 윤리의 문제는 모두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3. 그래서 무얼 가르쳐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고, 저것은 합법이다”.
이만큼 명료하고 평가가 용이한 교육도 없다.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러저러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주의 의무 태만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물론 필요하다. 제자이자 후배인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거금을 물어주는 것을 예방하는 일이야말로 임상윤리 교육의
일차적 의무이다. 이와 관련된 법들도 상당히 많다. 의료법, 생명윤리법, 연명의료법, 재생의료법,
장기이식법,

혈액관리법,

마약관리법,

모자보건법

등이

직간접적으로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와 관련되어 있고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과오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임상윤리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 현행법상의 불법행위가 오히려 윤리적으로 옳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흔히 빠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건강보험공단이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급여 일수를 제한하는 약제나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경우다. 또는 가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동거 중인 보호자는 호적상의 가족이 아니고, 호적상의 가족은
일체의 관련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의사를 임상윤리상의
딜레마에 빠뜨리고, 법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침이나 임상적 지혜, 혹은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는 참으로 공허하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은 이전까지 사법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던 의료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의 종말을 표시했다. 전문직 기준으로 볼 때 그 의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고, 심지어
환자의 부인에게 치료비가 없으면 몰래 도망가라는 언질까지 주었다. 그들의 결정적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안의 최종 판결을 사법부에 맡기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러나 그 당시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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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렇게 가깝고 친근한 곳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미래의 의사들은 윤리-법적으로 추론하는 능력(ethical and legal reasoning)을 배워야
한다. 이는 자신의 진료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법적 함의(implication)를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자신이나 환자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윤리적 함의와 법적 함의가 상충하는 경우도 알아야 하고, 그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환자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이며,
그것이 위협을 받을 경우의 해결책도 알아야 한다. 사법 당국에의 제소도 그 한 방법이며,
의료기관, 혹은 의사단체는 그런 고뇌하는 의사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추론의 연습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평범한 의사가 임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케이스가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나중에 유사한 사례를 마주쳤을
때 유추(analogy)를 통해 이를 풀어갈 수 있다. 이 표준적인 케이스의 해결은 판례, 그리고 각종
관련 지침 등이 되어야 하고 물론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답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불법”만 아니라면 윤리적 결정은 허용 가능한 것부터 허용 어려운 것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표준(professional standard)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사례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윤리적 분석을 담은 교과서와 교재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더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임상지식과 법적, 윤리적 감각을 함께 갖춘 유능한 교육자들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임상윤리의 이름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거나 가르치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생명윤리
4원칙을 비롯한 윤리이론, 혹은 나아가 윤리학이나 철학의 이론, 여러 종교의 생명관, 생명존중
사상 등은 전문가들에게 필요하고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본의학교육에서 필수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각종 법규나 지침 등은 철저히 우리 문맥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법과 널리 퍼져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의
이론이나 지침을 철저한 이해 없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일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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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위 “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잡다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의료윤리와는 별 관련이 없다. 의사라면 모를 리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해서는 안된다” 등-을 “윤리”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은 교육이 아닌 처벌이다.
임상윤리(clinical ethics)는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의 일부이다. 그리고 “좋은 진료(good
practice)”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민감성과 추론능력, 그리고 용기-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전문직 표준(professional standard)이지만, 자신의

지혜(phronesis)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이에 해당한다. 즉 표준인 지침이나 법규를 글자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예외가 정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의대생, 혹은 임상의사에게 교육하는 임상윤리는 윤리학 전문가가 하는 “임상윤리학”이
아니다. 전문가는 온갖 이론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또 그것이
전문가의

임무이지만-기본의학교육과

보수교육에서의

임상윤리

교육의

내용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그들이 겪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론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임상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서양 사회와 다른 이 윤리적 아노미 상태의 사회에서 매끈한 포장도로는 아니라 해도,
잡풀을 뚫고 그럭저럭 다닐만한 길을 내는 것이 임상윤리 전문가의 소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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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2001.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조교
2001.9~2010.8 서울아산병원 정맥주입전문간호사
2010.9~현재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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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압력에 의한 간호사 영웅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박정윤

요약

-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사회
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 긴장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이 집단소진으로 악화될 수
있음.
- 희생자로 코로나 영웅이 아닌 역할 정립과 자기성장을 통해 간호지식체를 구축하는 간호사영웅
으로 사회적 지지와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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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원인불명 신종폐렴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 COVID-19 팬
데믹을 가져왔다. 국내에서도 2020년 2월18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로 점점 확산되어 감염병
위기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18일 기준 COVID-19 감염병 확진자는 5천593만명, 사망
자 1백 34만명을 넘었고 재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세계 치명률은 2.40%로 메르스나 사스와 비
교해서 낮은 편이지만, 치료제가 없어 증상 치료만 제공되고 있어 조속한 백신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
는 상황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진을 교육하고 음압병동 등의 시
설이나 물품과 장비를 구비하여(Kim, 2016) 대처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COVID-19 감염병
은 현장을 지키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
간호사는 감염병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고 있는 직군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고에 의하면,
COVID-19환자 발생이후 9개월간 COVID-19 감염 의료인력 159명 중 간호사가 101명(63.5% )
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특히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확진율이 높
음을 보고하였다. 가운, 장갑, 마스트, 안면보호대로 이루어진 4종 보호장구 또는 Level D 방호복과 공
기정화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확진자를 돌보게 되며, 착용부터 간호사들이 피로감을 겪고 있다. 또한,
보호장부 착용의 불편감이나 부족한 보호장구 수급, 교육부족에 따른 감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실
제 영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에서 COVID-19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우울, 불안 등
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 직군에서 우울과 불안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People AT Health, 2020).
보통의 사람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한다.
언론과 사회는 많은 영웅을 만들어 낸다.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돕기 위해 망설임없이 뛰어든 지하철
영웅 등. 용기있는 행동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고 한결 같이 대답하였다.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으로 불리는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 COVID-19 감염병에 대처하는 간호사의 간호철학을 확인하고 간호지식체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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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하며, 희생자로서의 코로나 영웅이 아닌 간호 역할 정립과 자기 성장의 기회로서의 간호사
영웅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회지지체계 및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COVD-19 감염병과 간호 경험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COVID-19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총 266명 중 175명(65.8%)이 일반환자 간호에 비해 2배 이상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방호복과 보호구 착용에 대한 부담, 병실 환경 관리, 환자의 체위 변
경, 불충분한 교육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됐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57.2%가 충분한 교육과 훈련없이 감염병환자 간호에 투입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로 인해 COVID19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무 배치시 간호사의 의사를 반드
시 확인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험이 없는 간호사의 경우 짝을 이루어
배치함으로써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여준 COVID-19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이다.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된 직원 1명이 전체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COVID19 감염 관리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People AT Health, 2020).



유행이 언제끝날지 모르니 그게 제일 지친다.



환자간호를 마친 후 간호사는 현장에서 배웠고,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었으며, 성숙해진 느낌
이 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고 표현하였다(Lee, Gwon, Kim, 2018; Kim & Yu, 2020;
Sun et al., 2020).

2. 간호와 간호지식체
지식(knowledge)이란 다른 사람과 공유되거나 의사소통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는 앎(konwing)
을 말하며, 그 분야의 지식은 그 분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표준과 기준에 의해 총체적
으로 판단되어 온 것이다. 카퍼는 간호지식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하였다 (Carper, 1978).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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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 미적 지식, 개인적 지식, 윤리적 지식. 이후 친과 크레이머(Chinn & Kramer, 2011)는 카퍼
의 지식유형을 확장하여 ‘해방적 지식’을 추가하였으며, 간호학에 있어서의 실천이라고 명명하였
다. 각 간호지식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해방적 앎: 간호의 실천
• 지식을 만드는 힘의 역학과 지식과 앎을 형성하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 해방적 앎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주는 불공정한 것

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추구하
게 한다.
• 해방적 앎의 과정은 실천(praxis)이고 그 산물은 실천에 의해 형성되는 해방적 변화들이

다.
2) 윤리적 지식: 간호에서 지식의 도덕적 구성요소
• 간호에서 윤리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간호에서 앎의 도덕적인 구성요소는 간호의 규범 또는 윤리강령에 대한 지식을 초월한다.

그것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 지, 무엇이 좋고 옳은지, 무엇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윤리적 앎은 간호사들은 어떻게 실무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용한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

지, 무엇을 향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
게 된다.
3) 개인적 지식
• 개인적 앎은 자신의 자아와 다른 사람들의 자아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
• 다른 사람들과의 치유적 만남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에 대한 앎을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4) 미적 지식: 간호의 예술
• 간호에서 미학적 앎이란 상황의 의미를 깊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한 특정한 순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각 사람에게 있ㅇ 독특한 인간의 경험의 깊이들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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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도리 수 있게 해준다.
• 의식적인 심사숙고 없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게 해준다. 그것은 그 순간에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각으로부터
나온다.

5) 경험적 지식: 간호의 과학
• 경험주의는 보고, 만지고, 듣는 신체 감각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가정에 기

초를 둔다.
• 경험적 앎은 과학의 전통적인 생각에 의존한다.
• 경험주의에서는 집합적이거나 개인적인 현실이 존재하고 그 현실에 대한 진리는 검증 가능

하거나 다른 관찰자들에 의해 확증될 수 있는 관찰과 지식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 이해된다.
3. 윤리문제와 윤리적 간호지식체 개발
간호윤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법이나 어떤 규칙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의지의 실천 행위이다(Han, 1994; Kong, 2002).
1) 윤리, 도덕, 그리고 간호
• 19세기 전반 동안 윤리학에 대한 간호 문헌은 주로 의무감이 투철한 간호사의 미덕을 다루

었다. 최근 문헌에서는 경험적 이론과 윤리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중요한 초점으로 돌봄
(caring)의 개념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있다.
• 정의에 대한 윤리의 최약성에 대한 관심뿐아니라 돌봄에 대한 윤리의 취약성에도 관심을 두

어야 한다.
• 윤리의 발전에 있어 돌봄에 대한 도덕적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기민

성 뿐아니라 도덕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
• 윤리적 선택은 규범과 원칙 뿐 아니라 감정, 직관력, 경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한다.
2) 윤리지식체 개발 과정
• 윤리적 지식 개발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 태도에 관한 물음 즉, 윤리적 도덕적 존재로

써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선이고 옳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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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환경 내에서 결정이 어떻게 옳고 책임감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명백해 질 것이다.
• 간호사의 도덕적/윤리적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들은 종종 숨겨지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명료화한다.
• 간호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복잡한 실무 현장에서 의사결정하는지는 윤리적 지식 개발의

과정과 밀접하다.
• 모든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관점도 완전히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 원칙을

형성하고 정당화하는 절충적인 접근법을 선택한다.

4. 사회적 지지 및 업무환경 개선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치료와 돌봄의 공간이자 감염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의 공간이다.
간호사의 안전한 업무환경은 환자곁을 지키는 간호사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일 것이다.


인식개선: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Yom, Lee,
Son, 2016)..



인력,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충분한 휴
식 보장



경제적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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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COVID-19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영웅을 기대하고
있지만,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사람’으로, 간호사 ‘가족’으로 우울과 소진, 감염병에 대
한 불안감 등 의 감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윤리를 기반으로 간호대상자 보호를 우선하였고, 환자 옹호와 환자 요구 충족을 위해 최
선을 다했다. 그러나 오히려 감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인 격리나 기피를 경험하면서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감염병 환자와 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간호사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간호사 수를 늘리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간호 업무 배치 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개인보호장구 착용 준수와 업무 숙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충분한 개인보호장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적 지지 속에서 더 이상 간호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 영웅이 환자간호 속에서 자기성장의 기회가 되고
간호지식체를 형성하는 간호학의 실천 영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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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삼성서울병원
김단비１

요약
본 기고는 2020 년 코로나 19 의 전파와 관련한 격리대상자의 자율성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생활치료센터
입소이다.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된다. 이는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제한이라는 윤리적 이슈를 야기한다. 본 기고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제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논하였다.

교신저자: 김단비. 삼성서울병원. Tel: 02-3410-0412. e-mail: danbi.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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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 년 12 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코로나 19 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2020 년 1 월 30 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
태(PHEIC)을 선포하였다. 구미각국과 WHO의 계획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과학적
대응 매뉴얼뿐 아니라 비상사태의 대응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1]. 공중보건 윤리와 일상적인 의료 윤리는 자율성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일상적인 의료 윤리는 환자 개인과 의사 간의 윤리와 환자 개인의 이익, 손실, 자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공중보건 윤리에서 공중보건은 집단 수준에서 이득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2].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해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명실공히 전 세계의
방역모범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K방역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지자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무증상 그리고 경증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는
코로나 19 치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제한이라는
윤리적 이슈가 존재한다.
필자는 생활치료센터 간호사로 근무하며 겪었던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제한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슈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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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생활치료센터 간호사로 자원
필자는 내과계중환자실 소속으로 원내 고위험감염병 위기대응 전담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이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파견에 자원하여 4 월 1 일부터 15 일까지 총 15 일간
생활치료센터 간호사로서 근무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격리대상자의 특성과 당시의 격리해제기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있던 환자의 수는 96 명이었다.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검사 결과가 2 회
이상 음성이 나오지 않아 확진 후 한달 이상 격리된 환자였다. 그 당시 무증상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은 확진 후 7 일째 PCR 검사결과 24 시간 간격으로 2 회 음성이 확인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난 6 월 25 일에 변경된 현재의 격리해제 기준

1)

보다 더욱 엄격했다[3]. 당시는

코로나 19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시기였기에 현재의 기준이라면 충분히 격리를 해제
할 수 있었던 환자였지만 확실한 검사결과가 아니라면 지속적인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생활치료센터 격리대상자의 생활
우선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1 인 1 실을 사용하며 격리실(제공받은 호실) 외부로의 외출이
금지된다. CCTV 를 통해 복도 출입 및 건물 외부로의 출입 여부를 보안요원이 24 시간 감시하며
제한한다. 호실에 따라 테라스가 있는 곳도 있지만 옆 호실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기에
테라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독립된 공간에서 스스로
생활해야 하며 매일 1 일 2 회 체온을 측정하고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의 상실 등 감염 증상에 대해 스스로 체크한 후 의료진에게 공유한다. 만약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문진을 시행하게 되고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송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의사가 해당 약을 처방하고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에 환자에게
함께 전달된다. 환자가 필요한 생활물품에 대해 요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후 식사가

1) 무증상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임상경과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 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검사기준은 확진 후 7 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 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 회 음성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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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환자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문만 살짝 열어 식사를 수령한 후
진행한다. 그 후에 다 먹은 식사와 폐기물은 환자가 직접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하면 해당 담당자가 수거한다[4]. 코로나 19 검체 채취의
주기는 생활치료센터별로 상이했으나 본 생활치료센터는 주 3 회 (월, 수, 목) 시행하며 연속 2 회
음성이 확인될 시 완치로 판단하고 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율성의 제한과 관련한 격리대상자의 고충
격리대상자의 생활치료센터 생활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된다. 이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간호사로 근무하며 겪었던 격리대상자의 고충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환자의 권리의 제한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환자의
권리 중 진료를 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2)

이 제한된다. 다음은 본인이 당시 격리되어 있었던

환자와의 면담 중 실제로 들었던 고충과 불만내용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가고 싶다는데도 병원을 안 보내주나요! "
"왜 저를 이런 곳에 가둬놓고 낫나 안 낫나,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면서 생체실험을 하나요?"

비록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 환자 요청 시 문진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니기에 혈액 검체 채취, chest X-ray 등의 치료와 관련된 제반 시설이 없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자는 자신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일반 시설에 감금된 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기결정권 역시도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환자의 권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① 진료를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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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생기니 환자의 의무 또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여 신뢰·존중에 대한 의무

3)

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완치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격리 생활이 지속되니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장기간의 격리로 인한 어려움 호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이렇게는 대우하지 않아요. "

환자는 수감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외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게 작은 방에 가둬졌고 감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을 호소했다.
호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코로나 19 검체 채취 시 건물 내부의 로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 때 느낄 수 있는 작은 자유로움으로 검체 채취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환자도 있었다.

"이렇게 저를 가둬놓으면 제 직장과 생계는, 제 가족들은 어떻게 할건가요? "
"당신이 직장상사면 안 자르고 가만히 두겠어요? 제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책임지실건가요?"

또한 장기간의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록 국가에서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곤란했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바로 생활치료센터를 탈출하는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충북의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중 1 명이 인근 마을로 이탈하기도
하였고[6], 서울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흡연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였다[7].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치료센터뿐
아니라 전국의 격리대상자 모두가 직면한 문제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문제였다.
생계

문제로

인해

격리대상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이탈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8].

3)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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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블루 발생

"밤마다 들려오는 누군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무서워요."
"저 지칠만큼 지쳤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길가에 도로가 보이는데 뛰어내려서 탈출하고 싶어요. "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순간 감염병 덩어리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해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19 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우울감, 분노, 불안,
외로움, 두려움, 고립감, 소외감, 무기력감, 불면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가족을 볼 수
없는 외로움과 고립감, 슬픔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심지어 어머니가 임종하였으나
격리로 인해 장례식장조차 갈 수 없었던 환자도 있었다. 그때의 감정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표현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또한 검사결과가 양성 혹은 위양성으로 확인되어 결과를
통보할 때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환자는 검체 채취를 한 후
음성이 나오길 기대하며 검사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린다. 어떤 환자는 음성이 나오면 바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짐을 모두 싸놓는 등 퇴소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때 희망고문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며
의료진에게 분노,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표출하였다.
특히 의료진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해나 자살 발생 가능성이었다. 비록
보안요원이 24 시간 관찰하고 있지만 호실 안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블루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좀 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정신의학전문의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 자율성 제한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
환자의 고충이 심화될수록 의료진의 역시도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환자의 권리 제한과 관련하여 병상이 부족한 현재 사회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메시지와 응원을 촬영하여 송출하였다. 수화기 너머의 의료진이 아니라,
Level D 를 입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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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월, 수, 목요일(주 3 회)의 검체 채취 주기를 월,
목요일(주 2 회)로 변경하고 짧은 기간마다 바뀌는 의료진의 검체 채취 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하였다. 또한 완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여 면역력 및 회복력
증가를 위한 비타민 및 과일 등을 제공하였고 제한된 활동으로 인해 떨어진 면역을 증강하기
위해 면역증강프로그램(경상북도청 제작)4)를 송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코로나
블루 관련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코로나 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5)을
의료진에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심리적 문제가 중증이거나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역 수칙과 보안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산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그런
환자에게는 직접 의료진이 편지나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꽃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Ⅲ. 결론
대한민국이 방역모범국가로서 K 방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율성의 제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라고 생각한다. 나와 개인주의의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 미국 등과 달리
대한민국은 우리와 집단주의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생활치료센터로의
격리처럼, 코로나 19 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민은 국가의 명령과 통제에 순응하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였고 이는 방역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되었다. 그렇기에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격리에 대한 정서적 지원, 경제적 보상, 코로나
블루 예방 및 치료 등 격리대상자의 자율성 제한과 관련된 고충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정책과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자율성에 대한 방역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의 제약과 자율성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과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진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율성 제한에서 자율성을 허용하는
4) 경상북도청. 코로나 19 를 이기는 면역증강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mR0lsk8ZtnwbfNqaB1BUhplhGluSaGu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배포.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504&contSeq=3
53504&board_id=140&gubun=B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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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방역 지침이 변화해가고 있다. 지난 11 월 7 일, 기존 3 단계에서 5 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시행되었다[9].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 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국민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국민이 방역활동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전에는 자율성 제한이 방역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는
국민의 자율성이 방역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점차 개선되고 진화하고 있는 K 방역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 19 는 지속해서 우리에게 ‘자율성 제한이냐, 자율성 허용이냐’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자율성의 제한과 허용을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안정적인 균형을 맞춰 코로나 공존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Post-Corona) 시대까지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방역모범국가로서 전 세계를 선도하며
힘차게 전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코로나 19 가 종식되어 모두 마스크를 벗고 서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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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임종을 맞는 보호자의 권리

서울아산병원
김세라

요약

의료계는 현재 급작스러운 COVID-19 팬데믹 상황속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확진자 치
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하고 어려운 윤리적 이슈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은 취약한 환자군이 입실한 중환자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새로운 변화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임종 과정에 새로운 감염 지침과 격리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인들의 기본적 윤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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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우리 사회를 새로운 일상으로 바꿔버린 COVID 19팬데믹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하는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통한 객관적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달라진 상황에서 적

용하여야 하는 지침들은 과연 의료 윤리 원칙을 통하여 해석하고 고려 되어지고 있는가? 2020년
COVID 19와 관련되어 발표 된 논문은 3천여편이 넘게 검색되어 지고 있으나 이 중 윤리적 이슈
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1% 수준이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COVID 19와 관련되어 임종 과정에 이
슈는 요양병원의 외로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일부 언급되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임종 과정은 의료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오고 있으나 연명치료중단법의 실무 적용과 더불어 도
덕적 고뇌의 주요 문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COVID 19는 우리에게 격리 및 감염 지침과 생명의
료 윤리 원칙의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 이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임종 과정 중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적 이슈를 사례로 접근하여 윤리적 결정에 대한 의료현장
의 고려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본론

COVID 19 팬데믹이 시작되며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여러가지 윤리적 이슈와 직면하게 되었다.
윤리적 이슈는 의료인이 겪는 도덕적 고뇌와 중환자실 각종 자원의 배분, 확진자 치료에 참여하
는 의료인 안전, 환자와 가족 면회 차단, 그리고 의료진 자신 조차 격리되어야 하는 현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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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염 위험성의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격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가장 정서적 안정과 편
안함을 제공하는 가족과의 면회는 유선으로 전환하거나 매우 축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종
과정 참여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거나 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료인 개별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 윤리 원칙을 환자 및 보호자 권리의 관점에서 현재 중환자실 임
종과정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래 2가지 사례를 통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윤리
적 고뇌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 하고자 한다.
사례1]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후 Hypothermia 치료를 제공받게 된 83세 여자 환자는 X-RAY
검사상 폐렴 의심으로 선별중환자실로 입실하였다. 환자는 2회 음성 확인시(48시간) 까지 격리
지침에 근거하여 음압 1인실에 격리 입원하게 되었다. 1차 검사 후 환자는 뇌사 상태를 의심하게
되며 모친이 입원 후 직접 대면조차 하지 못한 채 설명을 들은 아들은 강력하게 면회와 모친을
곁에서 지켜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 상황에서 원내 지침에 의거한다면 임종 과정으로 판
단할 수 없다는 의사는 면회를 허용하여야 할지 지침을 어겨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
겠다고 담당 간호사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간호사와 담당의는 어떠한 선택을 하
게 되었을까?
사례2] COVID 19 감염으로 3주간의 치료에 효과를 보이지 못한 50세 남자 환자는 보호자의 동
의하에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환자는 아직 COVID 19검사상 양성으로 의료진 출입도
최소화하며 LEVEL D장비 착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보호자는 임종을 직접 곁에서 지키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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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CCTV만을 통하여 규정 상 환자를 전실 밖에서만 지켜 볼 수 있었다. 사망 후 환자는
이중 비닐로 포장한 후 보호자에서 얼굴만 투명 비닐 부위로 확인 한 채 가족의 선택과 상관없이
보건소 규정에 따라 그대로 화장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이후 환자의 임종과정에 참여한 의료진
들은 무기력함과 알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들이 느낀 윤리적 고뇌는 무
엇이였으며 어떤 해결 과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위 두 사례에서 격리되어 있는 임종과정 환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고뇌를 직접
경험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도 모든 판단에 우선은 윤리원칙을 근거로 하며 의료인으로 이를
매 결정의 순간에 고민하고 가능한 동료 의료진들과 나누어 최선의 결정으로 이끄는 것이 대상자
및 의료진의 도덕적 고뇌를 최소화 하는 것임을 확인 하게 되었다.

Ⅲ. 결론
임상 현장에서 윤리원칙 중 가장 많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던 자율성에 대한 권리 문제가 격
리라는 상황 속 임종과정의 환자들과 보호자에서 더 큰 이슈로 다가왔다. 이론과 근거, 지침과 원
칙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그 과정과 결정을 윤리적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
러한 상황에서 사례를 통하여 직면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뇌를 의료진 간, 가족과의 많은
대화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
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치료와 백신 개발 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윤리적 고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들의 정서적 휴식을 위한 고민을 함께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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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대비 간호사 안전과 인력 수급방안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요약

감염병 발생시 간호사는 침상옆에서 24시간 간호수행하는 가장 핵심 인력이다. 그런사유로
감염병 상시대응 체계의 간호사 안전과 인력수급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즉 적정인력확충과 대처간호사의 전문성 제고, 재난대처 인력 운영 표준 설정 및 교육체계
확립과 사전 교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중증도별 근무경력별 교육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행으로 대처 인력의 안전과 환자 간호의 질향상 및 환자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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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기관내 간호사 배치결과는 환자간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이고, 이직률이 높은데, 특히 신규간
호사 이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1). 그러나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많은
반면, 간호사는 부족하여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은데 이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안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의료법」
에 최소 수준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환자 약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병동 기준), 의료기관은 법 준수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제도에서
간호행위는 각각의 개별수가로 보상되고있지는 않다. 입원서비스 대부분은 간호사가 제공하고, 간
호사가 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은‘간호관리료’에 포괄되어 적용되는데, 입원료 중‘간호관리료’
는 25%에 불과하고, 일반병동 간호사 인건비의 50% 도 보전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간호관
리료차등제 실시 이후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비해 중소도시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의 간호등급 상승효과가 거의 없는 등 간호사 확보의 지역별・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
근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으로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감
염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3만명 이상의 의료인력이 코로나19 에 감염되었으며
6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사망하였다. 미국에서는 2020년 5월말까지 6만 천명 이상의 의료인력
이 감염되었고 291명의 사망자중 55%(156명)가 간호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7월 13일
기준 77명의 간호사가 감염되었다. 이는 전체 의료인력의 감염 중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 간호사들의 감염은 대부분 일반진료과정(52%)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 병원 내 집단발생
으로 34%, 확진자 진료를 통해 12%, 선별진료소에서 2%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는 감
염병 발생 등 최근의 팬데믹사태에 환자곁에서 24시간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
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의 국공립병원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간호사 확충과 환자 중증도별
인력 운영표준 정립, 간호사 안전 및 중환자 간호에 대처할 간호사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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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간호인력부족 문제는 계속 이슈화 되고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없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은 꾸준히 신설되고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간호대학
은 203개소로 2006년 128개소 대비 75개 대학(59% 증가)이 신설되었으며, 입학정원(정원외∙편입학
포함)은 28,045명으로 2006년 11,159명 대비 16,886명(151% 증가)이 늘어난 상태이다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51.9%로 여전히 배출된 간호
사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신규간호사의 사직률4) 또한 2014년 19.0% → 2016년
22.1% → 2018년 2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203개소) 및 입학정원
(28,045명)의 약 80%(162개 대학 입학정원 22,186명)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나 전체 졸업생
의 52%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취업(윤호정, 2017년)하고 있어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간
호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안전한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 사망률 감소, 병원 내 감염 및 응
급상황 발생 감소 등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이직방지, 업무만족도 상승 등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고, 높은 업무강도는 간호사의 이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안전한 확보수준

이 환자의 사망률이나 재원 일수 감소, 감염 감소 등 긍정적인 환자 결과를 이끄나, 우리나라에서
는 정부가 아직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안전한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질을 보장한
다는 명제에 따라서,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긍정적인 근로환경(PPE,
Positive Practice Environment) 구축이 시급하며 간호사 확보를 유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
요하다. 또한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대비한 인력운영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감염병 발생 재난
에 대처할 전문간호 인력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환자중증도별, 간호경력별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사 교육을 통해 교육된 인력풀을 마련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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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대비 간호사 안전과 인력수급방안은 학교교육과 임상현장의 갭을 감소시
키는 교육체계 확립과. 간호사 레지덴시 프로그램 적용 정책입안으로 현장적응 지원, 직장어린이
집 운영시간 다양화로 간호사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제도화를 이
루며 간호관리료차등제 수가를 현실화하여 간호인력배치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표준 임금체계 설계로 지역간 임금격차 감소를 통해 지방공공병원의 간호사들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이직율을 감소
함과 더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인력관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하며 금번 코로나
19 감염병 대처 상황에서 중환자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한 사안임이 평가되었듯이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근무조별 환자 1인당 2명으로 배치기준을 권장하여5) 환자간호의 질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장 할수있어야하겠다. 또한 중환자 치료를 위한 확보가능한 침상수에 따른 간호인력수를 산정
하고 간호경력별 중환자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사가 안전하고 전문적
인 간호를 수행 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간호인력을 준비하는것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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