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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신생아에 관련된 의학기술과 치료방법의 발달은 다양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재태기간이 24주도 안 되는 초미숙아부터 심한 기형을 여

러 개씩 동반한 채 태어나는 고위험 신생아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치료를 시작해

야 하는지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크다.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길

고 고통스러우며, 그 예후가 확실하지 않고 장애가 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

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치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권유하는

대로 실시하거나 부모가 의사의 권유에 반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라매병원 사건 의 영향이 더해져, 병원에

서는 치료중단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모든 환자들을 끝

까지 치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기들은 물론 그들을 치료

하고 있는 부모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위

험 신생아 치료중단을 결정할 때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자율성 원칙과 선행원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이의 최선의 이익기준, 무의미한 치료, 삶의 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원칙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유형을 분류하여 위의 기준들을 가지고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분류된 유형과 4가지 원칙들을 토대로 고위험신생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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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1)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2) 가능한 한 치료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경우

(3) 생명연장을 위한 고통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이 큰 경우

(4) 고통이 수반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5) 진행적이고 불가역적인 질환으로 아기와 가족의 삶의 질이 심하게 손상받

을 경우

셋째,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는 병원윤리위원회

를 제시하고 있다. 병원윤리위원회의 집단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사자들

의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주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기

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료의 의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만 국

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치료중단을 고려해야만

한다.

.....................................................................................................................................................

핵심되는 말: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 윤리적인 의사결정, 병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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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50년 전 만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N eon at al

Inen siv e Care Unit , NICU ) 이 생겨나고, 작은 아기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인공

호흡기와 미숙한 폐포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면활성제라는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고위험 신생아들의 치료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 병원의 퇴원심의

T ask F orce T eam의 운영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퇴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천성 기형이나 저체중출생아들의 문제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고, 진료과별로 보면 소아과가 32.1%로 제일 높게 나왔다.1) 이 분야가 치료

의 발전 못지 않게 치료 중단에 대한 요구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어렵게

살아나도 또다시 병원, 거리, 복지시설에 내버려져 '우리사회 그늘 '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아기들이 가족과 일부 병원들의 암묵적 동의아래 합법적 의료행위를

가장해 '조용히 처리 '되고 있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2)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신생아가 전혀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가

크고, 치료과정이 길고 복잡하며, 치료비용이 고가이고 무엇보다 그 예후 또한 불

확실한 경우가 많고 생존한다하더라도 중증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1) 박연옥·고은정·이이형·소의영, 퇴원심의 T ask F orce T eam 운영분석, 의료·윤리

·교육 제4권 제1호: 2001년 6월, 33쪽
2) 세계일보 : 2001/ 04/ 08, http :/ / 1391.seoul.go.kr/ cruel/ 2001/ body010408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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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한 종합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로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를 직접 대할 때마다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을 거치지 못

한 채 보험체계와 경제적인 근거, 장애아에 대한 편견 속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과

정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24시간 내내 노력을 다한다. 그러

나 그들에게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하게 좋아지는 아기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아기들이 많이 있다. 그 때 마다 겪는 부모와 의료진들의 고통은 엄

청나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

게 겪어야 하는 치료 중단에 대해 부정적이며, 해결에 대한 압력과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요구한다.

실제로 지난 1998년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

구로 중환자를 퇴원시켰던 의사 2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3)이 나와 사회 내

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 인 이 판결은 의사가 치료

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하게 했

다는 이유로 과실치사나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은 최초의 판결이다. 환

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대체로 보호자인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치료결정을 내리

던 의료계의 관행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는 치료중단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회복불가능 환자 '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 같

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지침을 많은 논란 끝에 발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여전히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4)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5.15. 선고 98고합9판결 ; 법원은 신경외과과장 및 전공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진행중이다.
4) 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 '를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이

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소극적 안락사 '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더 이상 치료방

법이 없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죽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인간에게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죽음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야말로 존엄한 죽음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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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수명 100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무익한 연명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삶의 질이 유지되는 생명연장치료

(P rolong at ion of life )와 불가역적 상태에서의 죽어 가는 과정의 연장 (Prolong ation

of dyin g proces s )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반면 죽음의 시

점을 앞당기려 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존엄한 죽음이라는 주장도 있어

치료 중단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5)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치료중단

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윤리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생명연장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또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적·윤리적으로 많은 논쟁거리를 안게

된다. 그러나 보라매 병원 사건이후로 중환자실과 같이 여러 진료과의 협력이 이

뤄지고 고가인 치료행위가 환자의 예후를 항상 좋게만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고위험 신생아들에 대한 치료중단이 부정적인 처사로만 인식

되는 것은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환자 보호자나 주치의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회복불가능한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병원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대한병

원협회의 병원표준화심사지침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특히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윤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그 활동은 사실

상 미미한 실정이다.6) 그리고 몇몇 기관의 병원윤리위원회는 그 운영이 활발하게

2001. 04. 12. 생명윤리 / 연합뉴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대리모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의사윤리지침의

제정이 유보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윤리지침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았다. / 2001. 04. 30. 한국경제

마침내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제정작업에 착수한지 거의 4년만에 이<의사윤리지침

>의 발효를 정식으로 선포하였다./황상익, 구영모, <의사윤리지침>의 정신, 내용 및 교육,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가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1, 6쪽
5) 누구를 위한 안락사인가- 자살약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동아일보 2001. 04. 18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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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고 있으나 각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

고 의사결정의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마다 윤리위원

회 위원들의 의학적 판단과 직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에 영향

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치료중단이라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물

론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본다.

실질적인 지침을 만들거나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등의 문제점들

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의료인의 관심은 정당한 일이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

결되면 의료인들은 결정내리기가 대단히 쉬워 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인들

은 그러한 지침을 두려워한다.7) 한편 종교 윤리학자들이 규범도 없는 인위적인 상

황에서 과격한 결정으로 권리가 박탈되거나 또는 창조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딜레마 상황 속에서

아기의 침대 곁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생생한 경험보다는 좀더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상황과는 관계없이 도식적으로 적용

시키는 독선주의와 어떤 지침의 가능성이나 유용성도 부정하는 순수 확고주의의

두 견해 사이에서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채택하기보다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치료중단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윤리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진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신생아만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치료중단의 정

당성과 윤리적인 기준, 나아가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고윤석,맹광호, 황상익 등.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의료윤리교

육학회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18- 19쪽

7) Richard A. McCormick, SJ , T o save or let die: T he Dilemma of Modern Medicin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siation, vol.229,July 8, 1974,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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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신생아들에 대한 치료중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었다. 아기의 회복가능성이 있지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가족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더라도 아기를 치료하여야만 하는가. 회복가능성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망없는 퇴원 이라고 해

서 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회복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죽기

직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될 때도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쉽게 말한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

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상태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때

그때 상황마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중단이 어느 상황에서 정당화되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3장에서는 고위험신생아와 치료중단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

펴 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현실과 현재 대처방법을 파악

한다.

제4장에서는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윤리적 고찰을 하는 부분으로서 먼저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주장들을 살펴 본 후, 의료윤리의 네원칙 중 자율성 존중

의 원칙과 선행원칙을 통해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최

선의 이익기준, 무의미한 치료, 삶의 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대해서 살

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요구, 교정가능성, 의학적 상태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유형을 분류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했던 네가지 기준들

을 가지고 각각의 유형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한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논의한 각 유형별 정당성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외

국의 실질적인 기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윤리적 기준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

색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3장 ∼ 제6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제

한점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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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이해

2 .1 고위험 신생아의 이해

이 연구의 대상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나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기들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데, 그들을 일컫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

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의료윤리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먼

저 외국 문헌에서는 sev erely disabled new b orn s8), ser iou sly ill baby s , abn orm al

child , han dicapped baby , Crit ically ill infant s and children9), 등을 각기 사용하고

있고, 국내 문헌에서는 대부분 장애아 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고위험 신생아10)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론적 정의 - 고위험신생아란 산모의 상태, 태아의 상태, 진통과 분만과정

의 상태, 분만 직후 태아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태어난 아기를 의미한

다.11)

·조작적 정의 -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고위험 신생아란 질환 중심으로 구분

하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분만손상을 입은 신생아들로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기들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8) Helga Kuhse, Peter Singer , Bioethics an anthology , Blackw ell, 1999
9)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Ethics and the care of Critically ill Infants and

Children, Pediatrics , vol.98, Number 1, July , 1996, pp.149- 152
10)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T he Init iation or Withdraw al of T reatment for High- Risk
Newborns (RE9532) , vol 96,N.2. Part 1 August , 1995, p.362- 363 이 자료에서는 인공호흡

기같은 진보된 의학기술을 동반한 채, 말기이거나, 중증으로 악화된 상태이거나, 초미숙아인

경우와 치료로 인해 죽어가는 과정을 지연되거나 심각한 신경학적 또는 다른 쇠약한 문제

들을 가진 채 살아야 할 아기들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11) John P .Cloherty , Ann R. Stark , Manual of Neonatal Care, Lippincott - Raven, 1998,
p.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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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에서건 일단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 그 즉시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가지는 의학적인

문제가 어떤 결손인지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안에서 "고위험신생아"라는 용어는 질환별로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치료방법

과 결손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있어 논의를 용이

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부터는 고위험 신생아의 구체적인 세 유형이 지니는 특징과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미숙아는 재태기간이 37주미만이 되는 아기들을 일컫는다.12) 이러한 미

숙아들 중에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이

면 저체중 출생아 (Low Birth W eight Infant ), 1,500g미만이면 극소저체중출생아

(V ery Low Birth W eight Infant ), 1,000g미만인 경우는 초극소저체중출생아

(Extr em ely Low Birth W eight Infant )이라고 한다. 체중에 따른 분류는 신생아의

장기이환율 및 사망률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미숙아 중

저체중 출생아가 이환율 (M orbidity )이나 사망률 (M ortality )이 높은 까닭은 이들에

게 호흡기의 질환, 뇌실내출혈, 감염 및 괴사성장염 등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생

기기 때문이다. 특히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이 유난히 적은 극소저출생체중아들에게

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다. 24주미만에 태어난 아기는 살기 어렵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라도 500- 700g정도 나가는 아기의 반은 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신체

가 충분히 자라서 자궁 밖에서 사는데 필요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

록 발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선천성 이상아로 선천성 기형과 선천성 대사 질환을 포함하는 것으

로서 출생시 구조적 이상이나 장애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일컫는다.13)

12) 홍창의,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 1997년, 244- 5쪽

13) 양영진, 정진영, 박상규(울산대학교병원 소아과), 선천성 기형에 대한 통계학적 고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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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은 미숙아 및 분만 손상과 더불어 신생아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의

하나이며 최근 태아학과 신생아학의 발달로 사망률은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

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사망률은 몇몇 기형을 제외하고는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14) 대표적 질환으로는 식도폐쇄증, 십이지장 폐쇄증, 척추이분증, 척수수막류,

수두증, 무뇌아, 다운증후군을 비롯하여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염색체질환, 포터

증후군, VAT ER 연합증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분만시 기계적 외상 혹은 저산소증에 의해 야기되는 손상을 입은

경우로 거대아, 미숙아, 둔위 태위, 두부 골반간 불균형, 난산, 지연분만일 때 빈도

가 증가한다.15) 대표적으로 신생아 가사16)와 두개내 출혈이 있다.

2 .2 치료중단의 이해

2 .2 .1 치료 중 단 의 개념

치료중단이란 의학적으로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다.17)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현재의 치료에 상당하는 대안적 행

한 신생아학회지 : 제4권 제2호 1997, 170- 175쪽

14) 홍창의:완전개정 6판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 266- 273쪽, 1997
15) 홍창의, 전게서

16) 신생아가사는 분만과정에 문제가 생겨 중요한 장기 예를 들어 뇌나, 심장, 폐, 장 등에

허혈이 발생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경증의 가사는 아기

의 신경계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중증의 가사는 극심한 신경계 손상을 동반하게 된다.
미국소아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AAP ) 와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ricians and Gynecologist s , ACOG)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가. 동맥제대혈 pH<7
나. Apgar score 5분이 지나도 0- 3점일 때

다. 경련, 근약화증(hypotonia), 혼수상태, 분만직후(in the early postnatal period) 저산

소증- 허혈성 뇌병변이 있을 때

라. 분만직후 다발성 장기기능장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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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중인 치료적 행위를 점진적

으로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으로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처치가

시도되지 않거나 현재 진행중인 치료적 행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이 포함된

다.18)

치료 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치료의 범위를 언급할 필요가 있

다.19) 첫 번째는 최대한의 치료(M ax im al support )를 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것

을 영웅적인 처치(Heroic m easure), 적극적인 치료 (A ggressiv e tr eatm ent )라고 부

른다. 이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

는 것이다. 치료 비용은 상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다 (Basic m edical care only ). 환자에게 하는 처치는 단지 응급처치뿐이며, 질

병 자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 방법의 목표는 환자를

응급상황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Minim al support or palliativ e care only ). 환자에게 음식을 주고 깨끗

이 닦아주며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주어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약품 정도만을 투여한다. 이 방법은 자연적인 질

병 경과를 두고 보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 (P assiv e euth anasia )고도 한다. 네

번째는 최소한의 처치도 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으며 또한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이다. 음식도 수분도 공급하지 않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치료중단은 위와 같은 단계마다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치료범위의 단계마다를 중단하는 형태로 논리적으로 나눠 볼

수 있지만, 그 방법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실제 임상에서 이뤄지는 치료중단의

형태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20) 첫째,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17)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273쪽
18) Prendergast T .J ., Luce J .M., Increasing incidence of withholding and withdrawal of
life support from the critically ill. Am J Resp Crit Care Med. 155; 15- 21, 1997; 김선옥,
중환자실에서의 치료중단 특성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쪽, 1999
19) 김일순, N.포션 지음,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7,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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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 ot - at tempt - r esu scit at ion , DNAR ), 둘째, 가망없는 퇴원, 셋째, 의학적 충고

에 반하는 퇴원, 넷째, 진행치료의 중단. 다섯째,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DNAR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DNAR을 시행한 경우

의 대부분은 혈압보조제나 혈관수축제 등을 최대용량까지 증량하여도 활력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된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 가망없는 퇴원으로

이것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공호흡기와 인공영

양 및 인공수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를, 자기 자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

에 의하여 의사가 퇴원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반대하지 않는다. 보호

자가 자퇴결정서 를 작성하고 병원의 앰뷸런스를 타고 인턴이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작동하면서 집으로 가게 된다.21)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은 의학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허락하는 경우이다.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

원이 가망없는 퇴원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은 의사가 그 시점의 상태로 보아, 더

치료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환자 자신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행치료의 중단은 호흡기 분리 후 병동으로 이

동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거부하여 병실로 이동되어 보조적 치료 외에 모든 치료적 행위가 시도되지 않는

것이다.

2 .2 .2 치 료 중단 의 구 분 에 대 한 비 판

위에서 치료중단에 대한 구분이 평면적인 것에 불과했기에, 여기에서는 치료의

시점, 치료의 내용에 따른 구분과 그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 김선옥, 전게서, 21쪽
21) 강명신, 가망없는 퇴원,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한국의료법학회

5월 학술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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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치료중단과 보류

보편적으로 의료인들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나 처음부터 치료

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느낀다. 치료의 중단은 치료 시작의 보류에 비

해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의 사용중단은 죽음의

원인이 될 것이나, 호흡기 사용의 보류는 하나의 신중한 의학적 결정인 것처럼 보

인다. 또한 치료의 시작은 그 치료가 계속되리라는 기대감을 낳는데, 치료 중단은

바로 이 기대감을 져버리는 결과를 낳으며 치료의 보류는 아예 이런 기대감을 피

하게 해준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치료 보류와 치료 중단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의사의 본질적 임무가 환자의 치료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치료의 중단이든 보

류든 우리는 그 행위 혹은 무위가 환자의 치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물어

야지, 그것이 단순히 치료의 중단에 속하는가 아니면 치료의 보류에 속하는가의

물음은 의미가 없게 된다.22) 그래서 치료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치료 보류도 치료

중단의 개념에 포함하고자 한다.

2.2.2.2 특수한 치료와 일상적인 치료

특수 치료와 일반 치료, 다시 말하면 치료 내용에 따라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달라지는가? 특수한 치료 수단 이라는 말은 카톨릭 도덕 신학에서 최초로 언급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없다고 가르쳤다.

특수한 치료가 환자에게 이점을 줄 것이라는 희망도 없고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

적 혹은 영적인 부담을 준다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특수한 조치를 취하는 일

22)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네원칙, 계축문화사, 1999. 5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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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적인 의무는 아니다.23)

윤리학계와 의료계는 일반적인 생명유지치료는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없지만,

특수 치료는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구분을 하였고, 퀸란 재판을 비롯한 여

러 법정은 이 점을 주목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윤리학계, 의료계, 법조계는

모두 치료 수락 또는 거부권을 두고 치료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 치료 또

는 특수 치료, 중요한 치료 또는 사소한 치료를 구분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떤 치료가 언제는 특수한 것이고, 언제는 평범한 것인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이 워낙 신속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한 때는 특수했던 치

료방법이 이제 와서는 평범한 치료법이 되고 만다. 즉 양자의 도덕적 차이를 구분

하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치료 형태가 어떠한가의 물음이 아니라 그 치료가 환

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아니면 피해를 주는가의 물음이다. 따라서 이런 기준

들은 이익과 부담의 균형을 잡는데 요구되는 삶의 질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만 의미있게 된다. 이러한 구분보다는 선택적인 치료와 의무적인 치료도 대치되어

야 한다. 이 구분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의 균형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24)

2.2.2.3 의학 기술과 생명유지 기술

바로 위에서 치료중단의 구분은 선택적 치료와 의무적 치료로 구분되어야 한

다고 했다. 영양과 수액의 공급은 환자의 평안과 존엄성 유지를 위해 언제나 필요

한 것이기에 의무행위이고, 그 밖의 모든 의학적 치료는 단지 선택인가? 영양과

수액공급을 의학적 치료로 볼 수 없는가? 영양, 수분, 기본적인 간호 등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의학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 간호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흔히 음식물과 물을 주지 않는 것은 돌봄과

23) Arthur S. Berger , When Life Ends , Legal overviews , Medicolegal F orms, and
Hospital Policies , 2000, p.31
24)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전게서,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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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양과 수분공급 자체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함과

모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인공 수액을 공급받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둔

환자가 수분 공급을 받은 환자보다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25)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간호라고 해서 반드시 의학적으로 영양과 수분공급을 수

반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또한 감정이나 상식의 정서에 의거해서 진료가 이

루어져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환자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영양이나 수분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 같지 않을 경우, 설사 영양

과 수분의 수준을 향상시켜 준다해도 그것이 환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

우, 영양과 수분공급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해도 부담이 이득을 능가하는 경우들

에 대해서는 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의 거부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2.2.4 소 결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두 삶의 질이

라는 부분과 관련이 되고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언어상으로는 구분되는 용어들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힘

든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2 .2 .3 치 료중 단 과 안 락사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해서 일부는 고위험신생아들의 소극적 안락사라

고 부를 수도 있고, 공리주의자인 Sing er에 의하면 영유아살해, 비자발적 안락사라

고 부른다.26) 한편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특별한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할 지도 모른다.27) 치료중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한 의사윤리지

25) T om L. Beauchamp, James F .Childress ,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Oxford
university , 1994, p.244
26)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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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서 규정된 소극적 안락사 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소극적 안락사는 가치판단이 담지되어 있어 다소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

는 반면에, 치료중단은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사협회에서는

그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있다.28)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장치를 보류하거

나 중단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소극적 안

락사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치명적인 부작용 즉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완화치료 (palliat iv e tr eatm ent )의 제공은 안락사의 이중효과로 묘사된다. 그 치료의

의도는 생명을 마감시키는 게 아니라 고통과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환자의 죽음은 치료에 있어 예견가능한 결과이다. 한 예로 중증의 위암환자의 고

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통제의 용량을 점차 늘려가다보면 호흡을 마비시키고 죽음

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는 목

적에서 차이가 난다.

좀 더 자세히 구분한 내용을 보면, 안락사의 목적은 죽음인 반면, 치료중단은

연장을 중단하는 것으로 전자는 오만한 태도이지만, 후자는 겸손한 태도이다. 그리

고 전자는 죽임이지만, 후자는 죽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전자에서 죽음의 실행은 의

사인 반면에 치료중단은 병에 의한 것이다. 둘 다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29)

본 논문에서도 이런 구분에 동의하고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하여

27) N.포션, 의료윤리, 어린이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258
쪽

28) 미국의사협회(AMA)의 보고서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do- not - att empt - resuscit ation , DNAR)는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1988년도에 기

술심의기구(T he Office of T echnology Assesment T ask F orce)에서 조사한 결과, 한 해에

3775- 6575명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고, 1,404,500명이 인공영양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 정도로 인공호흡기 및 인공 영양, 인공수액에 대한 공급의 수요가 갈수록 커짐

에 따라 생의 말기(the end of life)에 관련된 의학적 결정이 대두되는 현실속에서 "Report s
on End- of- life"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 Reports
on End- of- lif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1998, p.19
29) 제이홀맨,박재형외(역),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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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것이다.

2 .3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한 현실

2 .3 .1 고 위험 신 생 아 의 치 료 중 단 의 현 황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한 연구 및 통계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미비하

다. 대한신생아학회지에 게재된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통계조사를 요약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미숙아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로 지난 1996년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보건

지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생에 관한 통계와 신생아기 사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30)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일년간 전국 64개 병원에서

원내출생과 원외출생별로 각 재태기간 및 출생체중별 ① 출생율, ② 미숙아 및 저

체중출생아의 발생율, ③ 신생아 사망률(자의퇴원을 사망수에 포함) ④자의퇴원

율31) ⑤ 자의퇴원이 총신생아사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은 전체 64개 병원에서 1년 간 원내출생 아기는

129,175명이고 원외출생아기는 9,379명으로 합계는 138,554 명이었다. 이는 1996년

전국 일년 출생의 약 1/ 5로 추산되는 신생아 수였다. 출생통계는 ① 원내출생아에

서 출생체중별 분포는 고출생체중아 3.6% , 정상체중아 86.6% , 저출생체중아가

30)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회, 1996년도 전국 64개 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관련 통계: 신

생아출생률, 신생아사망률 및 자의퇴원률, 대한신생아학회지 :제4권제2호1997, 153- 168쪽

31) 이 연구에서 정의내리는 자의퇴원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 생

존의 가망이 없거나 , 생존시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의 지속적인

치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포기하여 퇴원하는 경우로 이들

대부분은 퇴원 후 사망하게 되는 경우이고 2) 생명에 치명적인 원인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미숙아나 장기입원, 미혼모, 부부간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혹은 정신적인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보호자가 거부하고 퇴원하는 경우로 이들에서 상당

부분은 치료를 계속하면 후유증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자의퇴원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

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의퇴원을 치료중단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 내용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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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이었고, 저체중출생아에서 극소미숙아는 전체의 1.7% , 초미숙아는 전체의

0.5%이었다. 원내출생아에서 재태기간 별 분포는 과숙아가 1.8% , 만삭아가 87.1% ,

미숙아가 11.1% 였고, 미숙아 중 32주 이하는 전체의 2.9% , 28주 이하는 전체의

0.8%였다. ② 원외출생아에서 출생체중별 재태기간별 분포는 고위험 아기의 전원

으로 인해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 극소미숙아, 초미숙아의 분포가 원내출생아보

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의퇴원을 신생아 사망에 포함하여 산출한 신생아 사망률

은 ①원내출생아에서의 사망률은 1,000명 출생당 9.3%이었고, 재태기간별, 출생체

중별로는 미숙아가 72.5명, 만삭아가 1.5명, 과숙아가 3.6명이었다. 출생체중별로 저

체중출생아가 80.5명으로서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② 원외출생아에서의 사망률은 1,000명 출생당 37.6- 38.3명으로 원내출생아보다 높

았다.

자의퇴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51개 병원에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

이다. 원내출생아에서의 자의퇴원율은 전체 출생수인 108,778명 중 482명이 자의퇴

원하여 0.44%이었다. 재태기간 별로는 미숙아에서 3.56% , 만삭아에서 0.06% , 과숙

아에서는 0.10%이였고, 미숙아를 다시 세분하여 볼 때, 28주 이하가 33.00% ,

29- 32주가 3.43% , 33- 36주가 0.06%로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자의퇴원을 하는 비율

이 높았다. 총신생아 사망수에서 자의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이었다. 출생

체중별로 보아도 저출생체중아는 3.78% , 정상체중아는 0.06% , 과출생체중아는

0.08%의 자의퇴원을 보이고 있다. 저출생체중아의 경우, 체중별로 세분해보면, 극

소미숙아가 17.28%이었고, 이중에서 초미숙아는 37.04%로 체중이 적으면 적을수

록 자의퇴원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995- 1996년 2년간 연세세브란스병원 신생

아중환자실에서의 자의퇴원율 조사결과32)에서도 저출생체중아에서 7.9% , 극소저출

생체중아에서 26.3% , 초저출생체중아에서 41.9%로 출생체중이 작거나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자의퇴원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32) 이철. 우리나라 저출생체중아 출생현황 및 문제점.1997년도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차 춘

계학술대회 연제집. 1997, 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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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요약해보면 한국에서의 미숙아는 11.1% , 저체중출생아는 9.8%로 전

체 출생의 약 1/ 10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고, 자의퇴원을 포함하여 산출된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 출생당 9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높은 수준이었는데 자의퇴

원 중에서 상당수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경우였을 것임으로 실제 사망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높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33),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아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1992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만 5년 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치료중단에 대한 조사는 없다.

총 출산아 9,569례 중 481례로 5.0%로 나타났으며 신생아기에 발견된 선천성

기형의 발생빈도는 333례로 3.5% , 신생아기 이후에 발견된 경우는 148례로 1.5%

였다. 선천성 기형아의 기관별 발생빈도는 소화기계가 25.6%로 가장 높고 심혈관

계가 22.1% , 비뇨생식계가 18.9% , 근골격계가 15.5% , 피부연조직계가 11.7% , 중추

신경계가 1.6% , 호흡기계가 1.0% , 기타 3.6% 순이었다.

다발성 기형아의 기관별 분포를 보면, 다발성 기형아는 총 기형아 481례 중

32례(6.7% )로 이 중 2개의 기형을 가진 경우가 14 례 (44% ), 3개 이상의 기형을 가

진 경우가 18 례 (56% )로 나타났다. 염색체 이상의 16 례에서는 3개 이상의 기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환경을 가진 일본의 한 논문에서 보면34), 52개의 병원

에서 100명의 아이가 평균 2년 이상 호흡기에 의존해 있고, 이런 아기들의 60%

이상은 신생아 가사, W ednig - H offm ann 질환과 다양한 근육질환, 선천성 신장기

형과 같은 회복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질환들에 걸린 아기들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일본의 신생아 학자들이 신생아 치료집중 치료중단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33) 양영진,정진영,박상규(울산대학교병원 소아과), 선천성 기형에 대한 통계학적 고찰, 대한

신생아학회지 : 제4권 제2호 1997, 170- 176쪽

34) Sakakihara Y, Yoneyama A, Kamoshita S. Chronic ventilator - assisted children in
university hospitals in Japan. Acta Paediatr Japonica 1993;35:33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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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 수 있다35).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연구조사 결과는 없지만 이런 현실임을 부인하

지는 못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호주의 Mon as h Me dica l

cen t e r 의 N ICU에서 8년 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 16명의 사망 영아 중 6 5%가

생명유지치료를 죽기 전에 중지했다. 이중에서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

할 수 없었던 아기는 70 %였으며, 나머지는 심한 뇌손상과 같은 중요한 장애로 인

해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 아기들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완전한 치료를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며, 약 3 5%의 경우에만 최대한의 치료가

행해진다. 이런 연구결과는 호주뿐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영아 중 30 %가 의도

적으로 생명유지치료를 의도적으로 중단했으며, 네덜란드에 있는 네 곳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4 0 %만의 영아가 죽을 때까지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영아 3 1%는 치료를 중단했으며 19 %는 삶의 질이 낮아질 예

후가 농후하여 치료를 중단했다.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N e w Ze alan d의 오클

랜드에 있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사망의 78 %가 집중치료를 중단한 것이

다.36)

이렇게 죽음을 야기하는 생명유치 치료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죽음이 치료를 계속하거나 중단할 지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

실은 병상 수가 극히 제한적인 중환자실의 경우,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의학적 치료

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치료중단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2 .3 .2 치 료 중단 에 대 한 의 료 인 들 의 의 식

35) Victor Yu, Ethics of Selective non- treatment ,
http :/ / www .medicine.org .hk/ guild/ profyu.htm

36) Victor yu, Selective non- treatment of Newborn Infants ,
http :/ / www .medicine.org .hk/ guild/ profy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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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종료와 관련되어 의사들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보면37), 의사들은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죽음관과

의사- 환자 관계에 대한 서구의 계약론적 접근법이 혼재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전통적인 죽음관에 벗어나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수용하는 쪽

으로 의사와 환자 관계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환자의 존엄

사를 긍정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들은 머리로는 환자의 자율성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직업적인 염려 때

문에 환자나 가족이 생명유지 장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결정을 하면 이를 잘못

하는 행동 으로 보게 된다. 의사들이 이렇게 보는 까닭은 환자나 가족의 결정을

쉽게 묵인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고, 의

사의 역할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는 신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환자나 가

족의 의견을 존중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38). 이는 의사들

이 환자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에 다른 의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설문조사에서는 치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의사와 보

호자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의사표명능력 부재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직

까지 한국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의료비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보호자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윤리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결정에 있어서는 아직 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보라매 병원사건 에서처럼 의식없는 환자의 경우나 소아 환자들

인 경우, 보호자의 의견은 더 막강해 지게 된다.

37) 정윤철, 삶의 종료와 관련된 의학적 의사결정의 의료윤리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학

과 석사학위논문, 1996
38) Arthur S. Berger , When Life Ends , Legal overviews , Medicolegal F orms, and
Hospital Policies , 200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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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보 라 매 병 원 사 건 이 후 치 료 중단 에 대 한 대 처 방 안 의 변 화

2.3.3.1 병원의 태도

우리나라 의료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 본인이 치료 중단

을 요구하거나, 말기 암환자 등을 집으로 데려가 임종을 맞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치료중단도 지난 98년 5월의 이른바 '보라매 사

건 ' 이후부터는 병원측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39)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는

뇌수막염으로 뇌사에 가까운 뇌손상을 입은 채로 중환자실에서 6년간 치료를 받

았으나 이 사건 이후로 병원은 이런 상태로 퇴원하는 것은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40) 이렇게 보라매 병원사건 이

후 병원들은 그 동안의 관행을 바꾸어 환자가족이 원해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 가족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었다.

39) http :/ / www .bookoo.co.kr/ review/ 21/ front/ issue.htm
40) 식물인간 6년, 승영이 부모는 산소호흡기 제거를 결심하지만… 결혼 5년 만에 얻은 귀

한 아들 승영이는 돌을 지낼 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뇌수막염으

로 호흡정지 증세를 보인 후 지난 6년 동안 승영이는 단 한 번도 소아 중환자실에서 벗어

나본 적이 없다. 뇌간 손상으로 인해 뇌사 직전의 상태로 기관지에 연결된 산소호흡기가

없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잠에서

깨어나면 눈을 뜨는 것뿐. 시력도 청력도 모두 잃은 상태이다. 승영이의 부모는 6년 동안의

길고 긴 고민 끝에 얼마 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만 승영이를 퇴원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곧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3년 전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으니 퇴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부모는 한 가닥

남은 희망 때문에 결심을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아이의 병원비는 6천만원이나 밀렸고,
작년엔 IMF 여파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까지 이

르렀다. 무엇보다 부모가 승영이의 퇴원을 결정한 데에는 진정으로 살아 있다고 할 수 없

는 아이를 이제 그만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승영이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의 결심은 벽에 부딪혔다. 이제와서 병원에서는 퇴원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이를 퇴원시켰을 경우,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다. 부모가 결심만 하면 승영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장

벽 앞에서 승영이 부모는 허탈하기만 하다. http :/ / cs .sbs .co.kr/ VOD/ wannaknow/ 990807/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방영됨. (99/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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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

의료의 놀라운 발전과 진료환경의 변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신장에 따

라 의료영역에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다루고 있

는 치료중단의 문제에서 인간 복제기술의 문제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가치다

원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에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한 의사 혼자서 해결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또한 W H O에서 건강을 단지 허약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의학적 판단만을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었지만 환자를 위한 최

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단순히 의사의 관점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문

제가 되었다. 더구나 환자들의 권리 신장은 과거의 의사중심의 온정적 간섭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환자들의 자율성이 더 존중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의

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검토하는 공적 담론의 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병원윤리위원회이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 및 장치로서 관련된 사실

을 모아 그것을 검토한 후 가능한 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단독보다는 선한 마음을 지닌 소그룹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을 것

이라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등에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병원표준화심사지침에서 병원윤리위원회

를 갖출 것을 요구하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윤리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있고,

시군구의사회와 시도의사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그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윤리적 딜레마 해결은 3가지 차원을 지닌다. 하나는 예방적 차원

이요, 다른 하나는 제도적 차원이요, 나머지 하나는 사건 해결의 차원이다. 예방적

차원이란 이런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로서 의료진

에게 윤리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도적 차원은, 사회윤리학자들이 흔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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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로 제도가 비윤리적이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윤리적일 수 없기 때문

에, 제도가 윤리적이게끔 만드는 정책 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의서 서식 시

안을 마련하는 일 등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사건 해결의 차원이란 이렇게 교육

과 정책이 이루어져도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직접 해결하는 윤리상담을 말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병원윤리위원

회는 의료진에 대한 윤리교육, 정책 결정, 개별 사례에 대한 윤리상담이란 3가지

기능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물론 개별 윤리위원회는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

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만 담당하기도 한다. 윤리위원회의 이 고전적 세 기능가운

데 사례상담이 가장 두드러지고, 의료진 교육이 가장 약하다. 윤리위원회의 기능

내지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물음 등 윤리위원회의 의견이 어떤 구속력을 갖느냐

의 물음은 병원윤리위원회에 관한 미국의학협회(AMA )의 안내 지침에 따르며, 위

원회는 규정적 (prescript iv e)이지 않고 순수 상담적 (con sult at iv e)이다. 그러나 대

부분 병원윤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41)

우리나라 병원윤리위원회의 문제점은 첫째, 아직 형식적인 기구일 뿐 법적, 제

도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안이 만들어진 곳이 드물

다. 위원들조차 의료윤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

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 홍보가 덜 되어서

의료인들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임상

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윤리지체현상으로 딜레마를 겪으면서도 해결해야만 하는

당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시급하게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41) 김상득, 병원윤리위원회:형성배경, 필요성, 구성 그리고 운영모델, 제6기 의료와 법 고위

자과정,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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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고찰

3 .1 문제 제기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의사가 신이 아닐진대 한 인간의 삶의

종말을 결정 내릴 수 가 있는가? 그러나 숭고한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한 인간의 마지막 권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비참하게 죽어 가는 임종환자에게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치료를 중단

하는 것이 의사의 또 다른 숭고한 의무가 아닐까? 한 생명의 존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인 권리인가? 그렇다면 한 생명의 존

재는 어디서부터 규정되어야 하며, 한 생명을 탄생시킨 신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선천적 기형아의 탄생도 과연

신의 자비로운 섭리인가?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환자는 물론 그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

은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절박하고 곤욕스런 문제들이다.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크고 중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 있

어서도 온 인류가 풀어야하는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 있다.42)

고위험 신생아인 경우 그들에게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가? 생명을 구하

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죽게 해야 하는가?

자비롭게 죽게 해야 하는가? 누가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

는가? 아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

고자 한다.43)

42) 김일순/ N.포션 편역, 의료윤리- 삶과 죽음, 그 영원한 숙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3
쪽

43) John Michael McGuire,정유석,장애를 가진 신생아의 윤리적인 치료, 의료·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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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어 떤 경 우 에 치 료중 단 이 정 당화 되 는 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살펴 보면, Mun son44)은 치료가 무의미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

단이 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장애를 가진 아기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학적 상태

에 더하여 Cam pb ell은 죽음이 필연적이 아니라도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될 수 있

는 경우를 포함하고 Eng elhardt는 치료중단은 살 가망이 없거나 산다고 하더라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삶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너

무 클 때도 치료중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성

한 인간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것은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T he principle

of the san ctity of hum an life )을 주장하는 Robert son 과 같은 입장이 있다. 즉 그

는 신생아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치료중단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다

른 유용성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되고 신생아에게 있어 삶 그 자체 가 아기

의 고통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치료중단이 정당화되는 공통적인 부분은 치료가 무

의미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망없는 퇴원이 인정되고 받아들

여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

를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시키기에는 실제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

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경우 외에도 치료중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범

위가 조금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3 .1 .2 누 가 결 정 해 야 하는 가 ?

제3권제2호, 2000년, 213쪽

44) Munson R. Intervention and Reflection :Basic Issues in Medical Ethics ,5th edition ,
Belmont :Wadsw orth , 1996,p.121- 122 ; John Michael McGuire,정유석, 앞의 책,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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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물음은 과연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이다. 부모인가, 주치의인가

병원윤리위원회,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권한이 부여되는가.

삶의 질을 고려하는 두 학자, Cam pbell과 Eng elhardt는 부모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 아기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가

족의 이해利害와 분리될 수 없다. 아이가 존재하고 발달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

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위험 신생아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며 사회제도와 법률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기의 생명권은 부모와 아기의 치료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미국에서 법과 공공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2년 인디아나주 블루밍턴에 다운증후군과 식도폐쇄증이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

Baby Doe로 알려진 이 아기의 부모와 담당의사들은 식도에 구멍을 뚫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의 지지를 받았

고 태어난 지 6일만에 Baby Doe는 기아와 탈수로 사망했다. 1개월 후인 1982년 5

월 연방보건성 장관은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는 어떤 의료기관도 합법적으로 장애

아라는 사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장애자체가 치료나 영양공급의 금기가 아

니라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약물 또는 수술이나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부모가 아닌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45) 그러나 1980년대에 수뇌증과 소뇌증에 이분척추46)를 가

45)1985년 8월15일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에서 통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edical neglect " (치료소홀) 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처치를 보류하는 것을 포함

시켰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처치인가? 여기에서는 3가지 중재를 항상

정의하고 있다. 즉, 영양, 수분, 약물공급이다. 즉 치료를 하면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거나 교

정할 수 있다고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인정되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치

료를 중지해도 치료소홀 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1. 아기가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의식불명인 상태

2.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망을 지연할 뿐이고,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

태를 개선하거나 교정하는 데는 효과적이 아니거나, 아기의 생존에 무익할 때

3.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아기의 생존에 무익하고 그런 상황에서 치료 자체가 비인간

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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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태어남으로써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을 인지한 부모가 수술을 거부했지만 생존했던 Baby Jane

Doe 의 판례와 같은 일련의 사례들로 인하여 이 법안은 중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다. Baby Jan e Doe 판례에서 법원은 의학적으로 합당한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 선택을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 Mun son은 생명유지치료중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와 의사의 협

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대안으로 병원윤리위원회나 더 전문화된 유아보

호검열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대통령 자문윤리위원회와 미국소아

과학회에서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나 의사의

결정으로 이뤄지기에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듯이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제

3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고 이는 도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도 져야 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학적 판단에

만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

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의사가 의학적 오판 을 내릴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

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

이 규정에서는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 을 관련된 의학적 상태에 관하여 그 사례와 치료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신중한 의사가 내린 의학적 결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주 아동

보호단체가 아기가 치료소홀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기구로 지명되

었다. ; Gregory E. PEnce, Clsaaic cases in Medical Ethics , McGraw - Hill publishing,
1995, p.141- 142
46) 척추이분증이란 척추에 구멍이 생기는 출생시의 기형을 일컫는 일반적인 이름이다. 발

생과정에서 태아의 척추가 서로 적절하게 융합되지 못해서, 열려 있는 척추 뼈를 통해서

신경을 덮고 있는 막이 외부로 노출된다. 이 막 안에는 척수액과 신경조직이 들어 있는데,
이 막이 얇고 팽창된 주머니를 형성하면서 밖으로 밀려 나오기도 한다. 이 주머니안에 신

경조직이 있으면 이를 척수수막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척추이분증의 가장 심한 형태이다.
이런 아기들은 근육쇠약과 신경손상 때문에 근육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 때문에 생기는

다리와 발의 기형을 고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몸

이 어느 정도 마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마비는 허리 아래쪽이다. 그래서 방광이나 장

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이 질환은 거의 대부분 수두증을 동반한다. ;홍창의, 소아과학,
대한 교과서(주), 1997년, 244-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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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전문적인 집단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주치의 및 관련의사들의 전문적 의료

지식이 치료 여부의 결정에 불충분하게 또한 잘못 반영될 가능성이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안들의 복잡성 때문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데에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가 한 명의 주치의

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47)

그런데 이와 관련된 가능한 반론은 Siegler가 제기한 것으로 윤리위원회가 환

자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치료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환자는 아기이기 때문에 그

들의 의사를 우선 확인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

부모와 의사가 위임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한다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도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Siegler의 주장

대로 결정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3 .1 .3 치 료 중단 의 결 정 과 관 련 된 고려 사 항 들 은 무 엇 인 가 ?

치료 중단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인 고려 사항인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

가 존재한다. 한쪽 극단은 생명의 존엄성 을 강조하며 생명이 유지되는 한 어떤

치료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Reagan 행정부

에 의하여 입안되었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치료 중단을 허용할 때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견해가 있다. 끔찍한 장애나 지속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예상

되는 경우에만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Hebert는 질병과 치료 과정이 통

증과 고통 (정신적, 육체적) 장애, 죽음의 가능성은 물론 환자의 독립성, 타인과의

관계능력, 행복이나 만족감, 자존심의 상실, 사생활 문제, 신체 능력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맺고 있는 타인들을 고려하는데 있어 공리주의

적 극단에서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확대된다. 실제로 H are는 신생아의 이익을 따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아기의 현재, 심지어는 미래의 형제들, 의료진들, 장애

47) 이충진, 장애신생아 치료의 윤리성, 생명공학시대의 철학적 성찰, 제14회 한국철학자대

회보, 6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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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제공될 의료자원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

자들, 그리고 아기의 치료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손익까지도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생아는 고려하되, 신생아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인들

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바로 W eir가 최선의 이익 이라는 고려사항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장한다. 아기의 능력과 장애가 어떨지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아기에게 주어질 미래를 추정하려는 삶의 질 옹호자들의 태도에 동의하지

만 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의 인

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 과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

는 것이다.48) 예를 들면 삶의 질을 주장하는 자들은 삶의 질을 아기의 예상되는

지능 수준에 근거하여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W eir는

8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8가지는 의학적 상태의 심한 정도, 완치나

교정이 가능한 치료법의 접근성, 중요한 의학적 목적의 성취, 심각한 신경학적 손

상의 유무, 고통의 정도, 다른 심각한 의학적 문제의 동반 유무, 아기의 여명, 치료

가 아기에게 미치는 이익과 손해의 정도이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모두 환자가

자신의 의사능력을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누군가 그 이익을 대신 따

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W eir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익이 불확실하거나 가족들

의 삶의 질과 상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각각의 사

안에 따라 고려 사항이 추가될 수 있어 약간은 열린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아기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할 지라도 가족과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이 진정

으로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 결정 시, 의학적 결정과 앞으로 성숙된 존재로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48) Weir R. Lifeand Death Decisions in the Midst of Uncertainty . Intervention and
Reflection :Basic Issues in Medical Ethics , Belmont : Wadsworth , 1996,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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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이에 요구되는 치료비용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

서 비용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아기의 치료

로 인한 부모들이 받는 걱정과 환자가 직접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포함한다.

3 .2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기준으로서의 의료윤리 네원칙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

는 요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은 그것이 포괄할 수 있는 경우들의 범위

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부터 가장 특수한 기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계열로 구성될 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요소들만이 고

려되어야 하며, 특수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요소들 외에도 특수한

요소들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49). 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료윤리의 네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 들 중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안락사

의 논의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원칙이다50).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고, 이 행위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선행이라고 판단된다면 도덕

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원칙은 우리에게 최고의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던 생명의 존엄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신

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원칙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 원칙에 의해서 항상 우위가 아니라 차치될 수 있는

49) 이충진, 장애신생아 치료의 윤리성, 생명공학시대의 철학적 성찰(2), 제14회 한국철학자

대회보, 2001, 679쪽

50) 악행금지의 원칙에 관한 논의와 선행 원칙에 관한 논의와 일맥상통할 것이고, 정의의

원칙은 지금과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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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는 것을 펼칠 것이다. 그 원칙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4가지 기준을 들

어 반박하고자 한다. 그 네 가지 기준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무의미한 치료, 삶의

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Inform ed con sent )이다.

3 .2 .1 최 선의 이 익 기 준

신생아나 식물인간과 같이 동의능력을 지니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해 주는가? 이를 우리는 대리결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리결정을

한다면 누가 그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대리인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대리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환자의 대리

인, 주치의 등이 될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대리결

정을 내려야 하는 가이다.

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대체로 3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순수 자율성 표준 (T he pure autonom y st andard )을 고려한다. 이 표

준은 자율적인 결정이나 의사를 표명한 자율적이었던 환자에게 적용된다. 의사무

능력 상태를 대비한 사전의사결정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료조치가 자기에게 행해지길 원하는지를 밝혀

놓은 것이다.51) 여기에는 자기 생명과 신체에 관한 유언 (T he liv in g w ill ), 이 경

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물의 신뢰 가능성이 문제시된다. 즉

그 환자가 그 당시에 관련된 의사를 충분한 자율적인 능력을 갖고 명시적으로 표

명하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전의사결정을 가지지 않은 환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활

용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대리판단 표준 (Sub st itut ed ju dgm ent stan dard)이다. 다

른 결정권자가 그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개인적인 욕구와 필요, 그리고 가치관

51) 손명세, 유호종, 의료에서의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도덕적 검토, 의

료윤리교육 제4권제1호 : 51- 68,2001년 6월,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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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대리인은 판단을 대신 내리게 된다. 환자를 위해 대리인 자신이 무

엇을 원하는가 의 물음이 아니라, 이 환자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에 대

해서 대리인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과정은 다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

나는 그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그 환자가 자율적인

능력을 지녔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를 찾는 방법이다. 이는 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결정의 주관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므로 의의가 있겠다. 다른 하나는 그

환자와 같은 질병에 걸린 합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

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수의 판단이 특정 환자의 선택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

을 지닌다.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기준 (T he pat ient ' s best int er est s st andard )

이다.52)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의사나 선호를 알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 현재 이용선택이 가능한 대안들이 환자에게 미치는 이해득실

을 따져 환자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대리결정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기대

여명, 치료와 관련된 고통, 생이 유지될 때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능력 상실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 이는 환자의 복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에서 삶의 질 기준 (Qu ality of life st an dard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

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삶의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서 주관적

인 의사나 개인 적인 가치관에만 의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의 이익기준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한 범위 내에서 이라는 조건절이 들

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최선이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식이 누군가에게 최선책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손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도 의

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있어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이 기준은

52)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네원칙, 계축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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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은 가장 적절하다. 우선

아기는 이전에 어떤 이익을 원했는지는 논할 수 없지만, 현재, 미래의 이익을 명백

하게 가진다. 현재의 이익이란 기쁨을 느끼고,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고, 살아 있다

는 것이 된다.53) 그리고 미래의 이익은 적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시킬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 미래의 기쁨과 즐

거움이 고통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된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치료를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너무 크

다.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기에 굉

장히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은 아기의 생명을 확장시키게 되는 좋은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수술은 마취가 아기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 때

문에 마취없이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치료의 속성, 치

료법의 선택, 치료를 받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예후 등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주

어야 한다.

3 .2 .2 무 의 미한 치 료 ( M e dic al fu t il it y )

『1992년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났다. 폴스 처치에 있는 페어펙스 병원에서 한

무뇌아가 태어났는데 K "라고 불렀다. 뇌, 두개골 및 두피가 거의 없고 뇌간과 척

수만 있는 상태를 무뇌아라 한다. 무뇌아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뇌간 및 척수반

사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출생 후 1주 내에 95%가 사망한다. K 는 호흡곤란이 있

어서 기계적인 호흡에 의지하고 있었다. 의사들이 기계적 호흡을 중단하기를 원했

을 때 어머니는 이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병원은 의사는 의학

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처방하거나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

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병원은 일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다.

53) Buchanan AE, Brock DW . Deciding for others : the Ethics of Surrogate
Decision - making. Newyo가,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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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2:1로 일심의 판결을 지지해 주었는데 그 근거는 이러하다. A ct iv e

Labor A ct의 Em erg ency M edical tr eatm ent an d W om an조항을 근거로, 소아의

호흡문제가 응급상황이므로 어머니가 기계적 호흡을 요구하면 병원과 의사는 이

를 따라야 한다.』

위의 사건에서 의료계는 어느 한 법정이라도, 의사는 의료 전문직의 도덕과 모

순되고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기를 바랬다. 이 재판을 통하여 무의미한 치료 (F ut ilie th erapy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54)

실제로 임상에서 무의미한 치료는 위와 같은 사례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

자의 생명유지 장치치료, 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말기 암 환자의 화학요법이나

수술, 거의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나 수액을 투여하는 행위에서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지만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관절

염에 걸린 환자가 비타민이나 여러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경우에 관한 치료 행

위로 한정지으려 한다.

W eb st er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무의미한 (fut ile )"이란 단어는 "유용한 목적에

쓸모가 없는 혹은 완전히 효과가 없는" 의미로 나와 있다. 의학적 무모함의 개념

은 다음의 의미들로 사용된다.55)

1) 환자의 생물학적 상태로 인해 실행될 수 없다.

2) 의도된 생리학적 결과를 낳을 수 없다.

3 )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4 ) 예상되는 이득이 부담의 피해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 4번은 이익- 비용

54) Arthur S . Berger , When Life Ends , Legal over view s , Medicolegal Forms and
Hospital Policies , 2000
55)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 vol3, Academic press , 1998

- 33 -



의 균형 물음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유용함과 무용함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을 얼마 살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그는 여생을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85세의 노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 보

호자 치료요구, 의사는 의학적 판단으로 보아 생명유지 체계의 지속은 아무 쓸모

가 없다. 그러하다면 의학상 선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의학상 무모하다는 판

단이 될 때 무효화될 수 있는가. 그가 집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하고자 한다면 이

런 선택은 유용할 수 있지만 생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의학은 생명유지, 고통경감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

한 목적들이 상충하게 될 때, 어떤 목적이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한 지방에 있는 병원과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과연 같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료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도 무의미한 치료는 달라지게 된다.56) 또한 무의식적인

상태일지라도 생물학적 생을 연장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추구라고 믿는 사람

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고통, 삶의 질의 문제를 소

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57) 이는 무의미한 (fut ile )"이 가치중립적인 용

어같지만 이미 가치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의 판단은 판단

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게재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성인 환자의 경우에서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활발하다. Nan cy Cruzan이

라는 여성은 식물인간 상태(per sist ent v eg et ativ e st at e, P VS )로 8년째 병원에 입

원해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녀의 영양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이다. 그

녀는 25세였기 때문에 그녀의 치료비는 주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로 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는 더 이상의 치료

를 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은 어떤 개인이 인위

56) O'Brien LA, Grisso JA, Maislin G, LaPann K, Krotki KP, Greco PJ , Siegart EA,
Evans LK. Nursing home residents 'preference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s . JAMA.
1995;274:1775- 9
57) K. Payne et al., 1996. Ann. Internal Med. 125, p. 10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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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명연장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생

전의 사전유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려 부모의 요구를 거부하였

다. 반대로 H elga W anglie의 경우는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남편이 강력하게 치료

를 요구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바로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무의미한 치료에 대

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사협회에서는 무의미한 치료의 정의를 지금까지 제시된 가능한 접근 방

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58) 첫째, 양적접근이다. 1%이하의 확률을 가

진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질적 접근이다. 이는 삶의 질의 이익과 손해

를 따지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자에 대해서 환자나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

는 주장과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9) 세 번째는 신체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의사나 환자 혹은 가족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접근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사회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병원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Callahan은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논쟁은 철학적 수준과 정치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60)고 하였다. 철학적 수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특정 치료가 특정 환

58)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 AMA. Medical futility in end of life care,
1998,
59) 의사중심모델 (the physician authority model)은 의학적 무용성을 따지는 것이기에 의

사의 의학적 판단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1) 그러나 미국에서

는 위에서 제시한 Baby K사례에서처럼 법원은 아기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판단되어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실

려온 무뇌아에게 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모델은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

용한지 결정을 내릴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는 의사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의사중심모

델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환자 혹은 대리인 중심모델(the patient or
surrogate autonomy model)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체인 환자나 그 대리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은 Baby L이나

Helga Wanglie와 같은 경우처럼 의학적으로 무용한 경우에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가 지속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60) Daniel Callahan, Medical Futility , Medical Necessity- T he problem without a name,
Hasting center Report , July- August 1991, p. 31

- 35 -



자에게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의사가 일방적으

로 소용없는 치료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환자나 가족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하는 문제이다? Callahan은 이를 전문가의 의견과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싸움 이라고 표현하였다. 싸움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의사가 이기고 있는 것 같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은 일방적으로 심폐소생술보류(DNR ) 처방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무의미한 치료 원칙에 따라 의사가 일방적으로 진료결정

을 내리는 행위가 합법적인가? 이 문제는 어느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는 방식의 진료행위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1992년 어떤 주에서 사전결정서

법을 제정하면서 사전결정서에 심폐소생술보류 처방을 포함시켰고 나아가서 환자

가 심폐소생술보류 처방을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제 환자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심폐소생술보류 처방을 하면 의료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환자

의 자율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앞서 내린 규정을 삭제하고, 소용없다

고 판단한 진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61) 심폐소생술 보류처

방을 할 때에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는 방식의 진료행위를 인정한다해도 의사

는 심폐소생술과 심폐소생술보류 처방에 대하여 환자와 의논을 해야 한다. 한 연

구에 의하면 심폐소생술보류 처방에 관하여 환자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기

관은 환자에게 생명유지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결정서를

작성할 수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환

자와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사협회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공정한

해결과정을 통해 무의미한 치료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의 최소한 4개의 개별과

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환자, 가족과 의사간에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이해를 심사숙고하고 사전

61) Arthur S . Berger , When Life Ends , Legal Overview s , Medicolegal Forms, and
Hospi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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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도록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환자 혹은 가족과 의사간에 병실에

서 연대의사결정(join t decision m aking )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자문

인의 도움을 받아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제한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네 번째는 세 번째 과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병원 내 윤리위원회의 도움을

청한다. 다섯째, 병원 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나, 의사와는

다를 경우,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한다. 환자를 설득하지 못한 경우, 다른 병

원으로의 이송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측의 소망을 따라 줄 의사나 병

원이 없다면, 이 경우는 의료인의 대부분의 시각에서 의료윤리와 전문적인 규범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기된 치료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한다.

무의미한 치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뤄지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그 정의를 내리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사는 처음부터 의

사결정과정을 환자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될 것이다. 앞으로 논의에서는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에 있어서 무

의미한 치료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2 .3 삶의 질 ( Qu ality of Lif e )

생물학적 죽음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특

수한 수단을 사용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결정할 일이다. 또

한 의사의 충고와 판단은 환자들, 그리고 혹은 그의 가족들에게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62)는 구분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의료 환경

이 변한 현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사협회의 논평에 비추

어 볼 때 현대의 문제점은 확실히 그 문제가 생물학적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

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년 전에는 사망했을 아이들도 현재에는 생

62) JAMA 227:728,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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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연장할 수 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인 것이다. 전문의료인들의 공동

노력과 단계적인 수술 방법, 인공호흡장치, 그리고 그 밖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현

대 의학은 거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죽

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 릴 수 있을까 의 문제로부터 생명 연장 때 야기되는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의 문제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용하기에 너무 위험하고 어렵지 않

은가? 이 방법은 단지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만이 아닐까? 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만 생명을 연장시

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인 것

이다.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를 두려워한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

야 한다. 능력의 증가는 곧 책임의 증가이고,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제기되는 삶의 질은 생명과 생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

의 인식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 즉 의미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생활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의개념 속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에게는 현재 생활이 없지만 앞으로 자라면서 생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생아의 앞날은 비참한 생활이 될지도 모른다. 목 아래가 마비된 아기

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생활이 과연 살 가치가 있

는 생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복잡한 삶의 질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63)

·높은 삶의 질 -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곤란 따위가

없는 사람으로 삶의 질이 육체적인 조건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대단

히 전체론 (holistic )적이다.

·평균적인 삶의 질 -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

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다.

63)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181-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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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삶의 질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복잡하다. 특히 의료에서는 더욱 다양하다.

의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지게

된다. 아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자체로 살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교정이 어려운 경우의 아기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은 치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기 자신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생아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 그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면 이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선천성 기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육이 저해되며 또한 기형이면서 지능이 떨어지는 아기인 경우에는 산다

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도 부담 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 부담 중의 하나가

육체적인 고통인데 이것의 대부분은 아기가 받아야 할 반복적인 수술로부터 오는

것이다. 기형아들은 다른 병리학적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반복되는 골절,

탈골, 수술, 기능부전 등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두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삽입된 측로(shunt )는 자주 막히기 때

문에 자주 외과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 통증은 간헐적이며 또한 진통제로서 처리

될 수 있다. 영아들에 있어서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증이 크

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64) 그러나 최근 자료들에 보면 아기들

또한 통증을 느끼고 잘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지 그들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5)

다음으로는 삶의 질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64) John A. Robertson, Involuntary Euthanasia of Rejective Newborns . Stanford Law
Review , vol.27,January , 1975, p.213- 214
65) Lee Hoover , Ethical Issues in Neonatal Pain Management ,

http :/ / pedspain .nursing.uiow a.edu/ GenePain/ NeoET HIC.ht
Agarw al, R., Enzman- Hagedorn, Gardner ,SL.,Pain and pain Relief, Handbook of
Neonatal Intensive Care, 4th . St .Louis , Mosb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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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인간들 간의, 혹은 인간들과 다른 관심의 대상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일은 도덕적이고 방법론적인 논쟁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

한 비교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상대적 가치를 두고 비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이란 다

른 가치들에 대한 조건으로서, 그러므로 다른 가치들을 성취할 수 있을 때에만 보

존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다른 가치들은 인간관계에 내재하고 또 근간을 두고 있

으므로, 생명이란 인간관계를 맺을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만 보존될 가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 단순한 노력에 종속될 때에 이러한

인생이란 그 잠재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 할 수 없다.66)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생명의 존엄성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그러나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에 대

한 신념과 함께 삶의 질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3 .2 .4 충 분 한 설 명 에 근거 한 동 의 ( In form e d c on s ent )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런 일반 원칙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

어 보인다. 그러나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게되면 적지 않

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특히 의료 행위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

제에 지나지 않고 한 개인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노출시킨

다. 자율성 존중은 주로 진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에 대한 물음으로 나타난다. 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Inform ed Con sent )는 환자에게 법적 권리로서 어떤

치료법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환자는 의사로부터 권유받은 치료법

에 대한 특성과 그 치료법의 한계 및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66) N.포션, 의료윤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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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67)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능력, 자발

성,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무지한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

료 행위를 하기 위해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선택할 수는 있는 기회를

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의사상위, 환자하위의 수직적 관계에서, 의사

는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왜냐하면 의사만이 질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책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 의사와 환자 사이에 는 인간

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료계에서 환자의 목소

리가 점점 커져 오히려 의사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바뀌어 의사는 방어진료를 하

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윤리적으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도덕적 우선성을 둔다

는 말이다.68)

그런데 고위험신생아의 경우는 명백하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대리인이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과 가상적인 동의 방

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환자의 대리인이 누구이어야 하는가의 어려운 물음이 발

생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나 가족 혹은 의사나 담당변호사가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들이 환자의 생사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적 동의란 Raw ls가 제시한 개념으로. 실제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동의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가정적인 표명을 말한다. 그러나 이 방법도 환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완전한 방법은 못된다. 인간은 자기가 그러한 입장에 실제로 처

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상

적 동의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인 인간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게 된다. 더구나 최선의 이익기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생아들은 의사표현

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경우의 대안으로서 환

67)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네원칙, 계축문화사, 1999, 19- 20쪽

68)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269-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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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장에 서서 대리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로 위원회

를 구성하여 그들이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여 결

정하는 바로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다. 가상적 동의가 한 사람의 의견

으로 결정되는 반면, 집단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오류발생이 줄어든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를 과연 제3자가 끼여들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다고

인정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기

의 부모에게 주치의가 충분한 설명 후에 동의를 받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도

거절을 한 것인지,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하

게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병원윤리위원

회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3 유형별로 본 고위험 신생아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 고찰

3 .3 .1 . 고 위 험 신 생아 치 료 중 단의 유 형 화

고위험 신생아 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치료중단이 정당

화되는 경우도 있고 정당화될 수 없는 사례들도 있다. 그리고 치료중단이 허용된

후에도 기본적인 영양과 수액을 공급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의료진

은 치료중단을 원하나 부모가 거부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무

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가의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은 연장할 수 있

으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기형 상태로 살아야 하는 아기들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지, 기형아의 삶이 가치있는 삶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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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적인 물음들을 하나의 철학적인 물음으로 보편적으로 논하지 않

고,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분류된 각 유형의 치료중단이 윤리적으로 허용가

능한지와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한다. 이러한 방법은 김상득의 생명의

료 윤리학에서 인공수정의 도덕성 물음을 논할 때 사용되었다. 인공수정이란 분야

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여 흑백논리를 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는 인공수정의 도

덕성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괄적인 평가는 상

식적인 수준의 접근법이라고 일축한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상식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되며,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라는 정의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면

서,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중

단의 유형을 나눠 보고자 한다.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한 사례들에 있어서 치료 결정의 어려움이 생

기는 상황이 아기의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 의료진의 입장이 다를 때이다. 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할 때,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 물음과 관련된 도덕 판

단들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우리는 도덕적 갈등 (m oral conflict )라 부를 수

있다. 특히 하나의 행위자가 양립불가능한 두 대안을 모두를 선택해야만 하는 도

덕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나, 어느 한 요구사항도 다른 요구사항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덕적 딜레마(m oral dilem m a )로 정의된다.69) 그러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요구를 지닐 경우도 도덕적 딜레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 고위험 신생아 치료중단의 경우 부모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아기의 치료를 포

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아기의 입장에서는 살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

다. 또 이를 실제로 행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아도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도덕적 딜레마가 된다. 결국 실제 상충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와 의사가 되는 것이

69) W. Sinnott - Armstrong,"Moral Realism and Moral Dilemmas", T he Journal of
Philosophy 84(1987),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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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와 환자, 이 경우와 같이 의사 소

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전에도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한 아기들인 경우에 부모

가 아이의 의사를 대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

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70) 그래서 부모의 치료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다. 의학적 판단은 어느 상태일 때 치료중단

이 정당화되느냐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W eir71)가

제시한 8가지 내용을 고려하고자 한다. 8가지 내용을 모두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교정가능성과 의학적 상태의 심한 정도, 두 가지를 의학적 판단

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교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교정이 어려

운 경우로 나누었다.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서는 의학적 상태, 장애정도, 고통의 정

도에 따라서 분류하였고, 교정이 어려운 경우는 Cam pbell이 분류한 것을 사용하였

다. 그는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고 후자에 대해서만 세분화

했다. 그리고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에게서 분명한 것은 치료 중단은 의학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

을 경우뿐만 아니라 죽음이 필연적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할 될 경우

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러한 분류를 미숙아와 분만에 관련된 손상은 제외한

선천성 기형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나누었다. Cam pbell의 분류와 이 유형화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선천성 기형과 미숙아, 분만시 손상까지도 포함시켜서 분

류했다는 것이고,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분류하여 윤리적인 논의를 하는데 더 도

70) President ' 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in Medicine and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Deciding to forgo life- sustaining T reatment : A
report on the Ethical, Medical, and Legal in treatment Decisions . p.127- 128
71) Weir R. Life- and- Death Decisions in the Midst of Uncertainty . In R Munson,
Intervention and Reflection :Basic Issues in Medical Ethics . 5th .ed. Belmont :
WAdsw orth , 1996 p.135- 141;John Michael McGuire, 정유석, 장애를 가진 신생아의 윤리적

인 치료, 의료·윤리·교육 제3권제2호, 2000,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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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중단의 경우들을 부모의 요구와 교정가능성, 의학적 상태

의 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표로 나누어 보았다.

표 1 - 1 . 고 위 험 신 생아 치 료 중 단의 유 형 - 교 정 이 가 능한 경 우

부모의 요구

상태의 심한 정도

치료

요구

치료

거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미숙아

(예후가 거의 확실한 경우)

저체중 출생아

GA : 37주- 28주

B .W t : 2500- 1500
미숙아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 미숙아망막증

감염치료

질환동반

- 횡경막탈장, 쇄항

식도기관루

미숙아

(예후가 불확실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만삭아
단순 기형

- 쇄항, 심장기형

다운증후군같은 생

명보조장치 없이도 지

낼 수 있는 장애

단순 기형

무뇌아와 같은 생

명유지장치나 기타 도

움이 더 요구되는 장

애

단순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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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 . 고 위 험 신 생아 치 료 중 단의 유 형 - 교 정 이 어 려운 경 우

부모의 요구

상태의 심한 정도
치료요구 치료거부

오랫동안침습적이고

복잡하며 고통스런

치료로도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염색체 이상과

관련없는 복합기형,

VAT ER 연합증,

좌심실 기형,

샴쌍둥이

적극적인 치료로

생명은 유지하나, 심각한

장애와 만성질환,

수명단축등을

야기하는 경우

뇌내출혈 (3기,4기)

근긴장성 이양증

척추이분증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뇌사, 무뇌아

P ott er syn drom e

Edw ard syndrom e

폐이형성증(BPD )으로

v ent ilat or depen den cy

가 생긴경우

24주 이하인 초미숙아

이 분류에 의하면 고위험 신생아에 있어 치료 중단이 발생하는 유형은 모두 9

가지이다. 그래서 부모의 요구와 의료인의 판단이 상충할 경우를 포함한 유형은

모두 18가지가 된다.

각 유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이 가능한 경우는 먼저 고위험신생아 중에서도 그 상태가 비교적 경

한 경우인 특별한 문제가 없는 미숙아와 다른 질환을 동반한 문제가 있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로 나누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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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미숙아의 경우에는 재태기간 28주 이상∼37주 미만의 비

교적 통상적인 미숙아 치료를 받는 아기들이고, 그런 치료를 받다가 불가피하게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교정이 가능한 합병증을 가지게 된 경우 두 가지로 구분

된다.

그 다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미숙아 중에서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이다. 그

질환들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로서 교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도기관루

나 항문기형, 횡경막탈장 등이 있다. 이러한 기형들도 정도가 다양하지만 그런 부

분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선천성 이상아이다. 미숙아가 아닌 아기들로서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인데 이는 우선 세 가지로 분류된다. 만삭아와 다운증후군과 같은

생명유지 자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아기, 그리고 무뇌아 같은 생명유지 장치 등

보조적인 수단을 가져야만 생존이 가능한 경우이다. 특히 마지막 같은 경우는 교

정이 어려운 경우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외과적인 방법으로 교

정이 가능한 다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교정

이 가능한 경우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형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단

순기형으로만 정했다. 많은 아기들이 여러 기형을 복합적으로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기술로 보면 각각의 질환별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아기 전체를 보았을 때 고

통과 장애발생 정도를 고려한다면 3개 이상의 기형을 동반하는 복합기형은 교정

이 어려운 경우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에 있어 일관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정이 어려운 경우는 Cam pbell이 분류해 놓은 기준을 도입했다.73) 그는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를 처음으로 들었다. 적극적인 치료

72) 이 순서가 상태의 심한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약간 무리가 발생할 것 같다.
질환을 동반한 예후가 불확실한 미숙아와 다운증후군 같은 경증의 염색체 이상 질환과 단

순 기형을 가진 아기 와 정도를 따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위결정이 치료중

단의 결정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금의 순서대로 실었다. 그러나 임상에서 제한된 병

상 수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우위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으나 그 때에는 다른 고려사항

들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73) Neil Campbell, When care cannot cure:Medical problems in Seriously ill babies ,
Bioethics an anthology, Edited by Helga Kuhse and Peter Singer ,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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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죽기 전의 기간만을 늘이는 경우이다. 그 질환들로는 뇌사, P ott er syndrom e,

무뇌아, 중증의 염색체 이상인 에드워드 증후군, 24주미만의 초미숙아이다. 24주

미만의 아기는 아직 일반적인 의료기술로는 살리기 힘든 주수이고 W H O에서 체

외생존가능성을 24주부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은 확실하지만 심각한 장애와 만성 질환, 수

명단축 등을 야기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질환은 척추이분증, 뇌내출혈 (3기, 4

기), 근긴장성 이양증 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오랫동안 침습적이고 고통스런 치료를 거쳐 생존할 수도 있는

경우로 한마디로 불확실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VAT ER 연합증인 경우, 5 - 7개의

기형을 동반한다. 뇌 기능에 문제가 없고 상태가 경증이라면 (기형이 2- 3개가 복합

된 경우)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5- 7개의 기형을 가진 중증의 경우

여러 차례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좌

심실 기형이 이에 해당하는데, 좌심실은 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

분이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야 하는데, 첫 수술에서 50- 95%의 아기들이 사망

한다. 그리 많지 않은 아기들은 두 번째 수술로 생존하게 된다. 그리고 샴쌍둥이

의 경우가 있다. 그 유형에 따라 생존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 몸이 하나이고 머

리만 두 개인 경우는 한 명이 사망하게 되겠고, 장기들이 분리된 경우는 예후가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각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하는 질환들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고 각각의 유형 속에는 다른 많은 질환들이 존재할 것이다.

실제 사례들은 대체로 이 유형 안에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치료요구와 치

료포기에 대해서는 각 유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3 .3 .2 . 교 정 이 어려 운 경 우 의 치 료 중 단 의 정 당 성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교정이 어려운 경우 중에서 윤리적인 물음이 많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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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기준 설정에 있어 중요한 논의가 많은, 교정이 어려운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

겠다. 앞서 설명한 최선의 이익기준, 무의미한 치료, 삶의 질, 충분한 설명에 근거

한 동의 (Inform ed con sent )에 따라 본 유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3.3.2.1.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를 임상에서는 무의미한 치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

고 가망없는 퇴원 (H opleless discharg e)을 시켜왔다. 병원에 있어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가 회복가능성없이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그런 경우는 일단 차치하고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질환들을 확률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중요 장기에

손상이 있거나 중증의 염색체 이상으로 1년 이내에 사망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이

다. P ot ter ' s syndrom e 같은 경우는 신장기형과 동시에 폐기형이 있어 인공호흡기

로만 호흡이 가능하고 신장기능은 점점 떨어져 신장투석을 받거나 장기이식의 방

법이 있다. 그러나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죽음

이 불가피한 경우에 생명유지 체계의 지속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치료 중단

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의학상 선행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치료의 효과가 없음으로 인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무의미한 치료에

관한 입장들은 경제적 비용과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은 무의미한 치

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경제적 비용 탓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

다. 선행의 의무는 비용과 상관없이 인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조건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개인이나 사회가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은 무한한 가치 내지 존엄성을

지닌다는 슬로건조차도 인간 생명이 다른 가치와 상관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

장을 포함하지는 않는다.74) 다른 가치들은 인간 관계에 내재하고 또 근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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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생명이란 인간관계를 맺을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만 보존될 가

치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인간의 판단에서 이런 잠재력이 완전히 없거나 없

는 것 같을 때 또는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단순한 노력에 종속될 때에 이러한

인생이란 그 잠재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운증후군 인

사람이 우리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를 맺을 순 없지만 인간관계

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강한 주장일 수 있으나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

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는 아기들 중에서 뇌사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심한 뇌질환으로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 중단이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죽음은 불가피하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다.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미숙한 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된다. 특

히 호흡곤란증후군 (RDS )를 가진 아기들은 인공계면활성제 (Surfactant )라는 약물로

놀랍게 상태가 좋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아기들이 생긴다. 그 아기들은 오랫동안

호흡기를 착용하다 보면 폐포가 상처를 많이 입고, 산소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몇몇

아기들은 폐이형성증으로 폐가 변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폐손상이 생기면 호흡기

를 떼기 어렵게 된다. 이는 1달,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나타난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쉰다는 것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하시킨다. 사회적으로, 감

정적으로 고립된다. 영양공급도 튜브나 정맥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suct ion (가래뽑아내기)와 많은 검사 등의 침습적이고 고통

스런 처치들 속에서 보내야 한다. 이런 단계에까지 처해진다면 치료중단이 고려되

어야 한다.

아기 자신들의 고통 외에도 가족 특히 부모와 사회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희생과 고통도 고려되어야 한다. 부모의 고통에는 견줄만 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

74) 김일순, 전게서,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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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피한 경우 치료를 해야 하고 돌보아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통을 받

게 된다. 부모들에게 알리고 원인을 설명해 줘야 하며 부모들의 정신적 충격을 처

리해야 할 어려운 일을 맡게 된다. 자신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연장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살 가망이 극히 희박해

보이는 아이를 계속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과 간호에

대한 자신의 이중성이 유발되기도 한다.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람을 얻지 못하

고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고통들이 부모들에 비해 아주 하찮게 보이고, 일

시적일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으나 의료인들은 그럴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

에 쉽게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호흡기 치료로 폐와 장, 간 등 몇 개의 장기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아기에게 미숙아 망막증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임상 현

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하면서도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죽

음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지만 법적 책임

을 면하기 위해서, 또한 치료적 의사결정을 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3.2.2. 적극적인 치료로 생명은 유지하나, 심각한 장애와 만성질환, 수명단축

등을 야기하는 경우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치료중단은 살아

서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법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이

외에는 정당화된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경

우에 대해서도 치료중단은 정당화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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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이분증 (spin a bifida ) 이 심각한 경우에 유아는 허리 아래가 영원히 마비되

며, 창자와 방광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 때로는 뇌에 액체가 축적되는 경우

도 있는데 이는 뇌수종이라고 알려진 상태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몇 가지 치료

법이 있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한 상태이면 마비나 실금, 정신장애가 치료되

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 가운데 몇몇의 삶은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이들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진 어떤 의사들은 그들을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수술은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비 때문에 일어나는 척추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또 그 밖의 비정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반복적인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아기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그 삶을 살아갈 존재의 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 가치가 없

다면 그리고 아기를 살아있게 해야 할 외적인 이유마저 없다면 아이가 더 이상의

고통없이 죽도록 돕는 것이 낫다. 이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주장하던 존

로버(John Lober )박사는 오랜 연구기간에 걸친 치료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

면서 척추이분증의 가장 심한 형태인 뇌척수수막류를 가진 어린이의 모두가 치료

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란 의견을 첨부했다. 그는 질병의 병리학적 인 부위,

뇌류의 유무, 그리고 그 밖의 요인들에 따라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W eir가 제시한 8가지 의학적 고려사항들을 내포하는 것이다. 생존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외적인 치료중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명한 소아신경과 의사인 맷슨 (M at so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5)

고통을 치료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의사와 지역사회의 의무라면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통을 쓸데없이 연장시키지 않는 것도 또한 의사와 지

역사회의 의무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할 확률이 희박한 아기들을 비용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 것 또한 그

들의 의무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산전검사에서 이런 기형을 가진 아기임

이 밝혀진다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76) 태아와 신생아를 동등한 입장에

75) Matson,"Surgical T reatment of Myelomeningocele",42, Pediatrics , 1968, p.225
76) 법 제 14조 (인공 임신중 절수술 의 허용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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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 기준과 고위험신생아

의 치료중단에 허용되는 기준은 다르다. 그러나 고위험신생아 중에서도 생명은 유

지하나 심각한 장애와 만성질환, 수명단축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서 치료중단을 허

용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일치한다. 그렇다면 태아에서는 가능한 일이 왜 신생아

에서는 그른 행위가 되는가? 이미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인가?

그러나 장애가 아이의 삶을 정상적인 아이보다는 상당히 덜 행복하게 만들 것

이지만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려운 문

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공리주의자인 Sing er는 아기를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죽

게 한 다음에, 그 아기가 살았을 경우에 가지지 않았을 새 아이를 부모가 가질 것

인가, 그리고 그 새 아이는 죽은 아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면 아기의 치료를 중단해서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77). Sing er의 주장

처럼 미래에 태어날 아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어떤 사

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는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공리적인 유용

성이 어떤 결과도 정당화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 생학적 또 는 유전 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

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염성 질환 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 는 준강간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 는 인척간 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시 행령제 15조 (인공임 신중절 수술의 허 용한계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

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77) 피터싱어지음, 황경식, 김성동 (역), 제7장 살생:인간, 실천윤리학, 221- 222쪽

- 53 -



태어날 아기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현재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고

려하는데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중증의 장애아기를 키우다 보면

다른 자식에게는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같이 살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

서 성장기의 아이들은 그런 부모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삐뚤어지는 경

우도 있다. 경제적 비용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기들에 대해서 보

험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호적상 이혼하면 의료보호 대상자로 바뀌어

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때의 자녀들은 그

런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자신의 형제로서의 관계도 맺지 못하는 상태로. 그

리고 만약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생겨나거나 혹은 병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아기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에 수용하는 대안이 있

다. 그러나 과연 아기가 생명은 유지하나 중증의 장애와 만성질환, 수명단축을 야

기하는 경우 가족들과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기의 최선의 이익이 되

는 것일까. 보통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실

제로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의료인들을 더 힘들게

한다. 미국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일명 Baby L이라고 불린

다.78)

『아기 L은 재태기간 36주, 체중 1970g으로 태어났으나 태변을 먹어서 폐에 이

물질이 들어가 호흡곤란이 유발되었다. 출생직후 응급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호

흡기치료를 통해 생후 일주일 뒤 상태는 안정이 되어 호흡기를 뗐다. 그러나 신경

학적 문제가 생겨 고통외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기는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위루술과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23개월 동안 잦은 감염 (폐렴, 패

혈증)으로 자주 입원해야 헸고, 결국 23개월 째에 인공호흡기와 심혈계 보조기들

을 다시 달아야 했다. 이에 주치의, 간호사, 병원상담가, 병원윤리위원회에서는 단

78) J.J. Paris , P .K. Crone, and Reardon, Physicians ' Refusal of Requested T reatment :T he
Case of Baby 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2(1990), 1012- 13; Ross LF , T he
child as Patient , Children, F amilies , and Health care Decision making, Oxford, NY,
Clarendon Press , 1998,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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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통만을 경험하는 심한 신경학적인 손상을 입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치료는 아이의 근본적인 상태나 궁극적인 결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가적인 고

통만을 줄 뿐이므로 치료 중단을 부모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는 끝

까지 최선의 치료를 원했다. 이런 전례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변호사는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을 결정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의사가 있

어 전원되어 판결되어지지는 않았다. 1990년 아기 L은 4살이 되었고 그 때 진료기

록은 다음과 같다. : 눈과 귀가 멀고 사지마비에 위루술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고

있다. 아이는 하루에 한 번 발작을 일으키고 폐상태는 호전되었지만 하루 16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가정간호가 요구된다. 아이의 정신 상태는 3개월된 영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Ros s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79) Baby L의 경우 치료는 고통만 줄

뿐,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비인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

우 아기의 단 하나의 목적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아기가 살아 있다는 것은

아기 어머니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신적 만족이 아기의 고

통스런 상태의 지속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아기는 다른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다뤄져서는 안되고, 동시에 그 자신의 실제적인 개발된

목적을 존중하면서 다뤄져야 한다. 이 사안에서 결정적인 질문은 주치의가 Baby

.L의 생명이 아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느냐, 아니면 아기의 어머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전자라면 Baby L은 전원되어져야 하겠지만

후자라면 더 이상의 치료는 비인간적인 것이 된다. 치료가 무용하고 비인간적일

때, 비록 제 3자에게 이익이 되고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킬지라도 더 이상의 치

료는 의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대

다수의 의사들에게는 죽이는 일에 대한 토론은 사실 거의 금기나 다름없다. 그러

79) Ross LF , T he child as Patient , p.14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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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척수뇌막류 환자 중에서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정처럼 이

런 결정을 해주는 일은 곧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80) 치료를 요구하는 보호자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

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보호자가 요구하는 내용

이 아기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치료 중단을 요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의사 개인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호자의요구에

반하는 치료중단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도 필요하리

라고 본다. 생명의 존엄성은 근본적인 가치로서 존중되어져야 함에 자명하지만 의

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생명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

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고려해야 할 시

점에 와 있다.

3.3.2.3.. 오랫동안 침습적이고, 복잡하며, 고통스런 치료로도 생존이 확실하

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확률과의 싸움이다. 의료의 본질 자체가 확률에 근거한 학문이긴 하

지만 이 경우는 다른 질환들에 비해 예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염

색체질환으로 근본이유가 아닌 복합기형과 좌심실 기형, 그리고 샴쌍둥이가 있겠

다.

먼저 다음과 같은 아기들을 살펴보자. 식도와 기도가 붙은 기형 (식도기관루),

심장 기형, 신장 기형, 척추, 팔, 손, 다리의 기형, 항문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들이 있다. 이를 VAT ER 연합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더 정확한 정의는 이 기형

들 중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을 일컬어 VAT ER 연합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 가지를 갖고 태어나도 치료과정이 고통스러운데 이런 아기들을 이 기형들

을 교정하기 위해 7- 8차례에 걸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술을 받

는 다고 해서 완전한 교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뇌수막염같은 질환에

80) John M. Freeman, Is there a Right to Die Quikly?, Pediatrics , 1972, p.904-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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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지 않았다면 이 아기의 뇌기능은 정상이다. 그래서 염색체질환으로 인해 많은

기형을 가진 아기들에 비해 고통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잘 되면,

장기간의 입원이 요구되는 것이고, 나쁘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질환에서 중요한 점은 뇌기능은 정상이고, 수술로 교정이 가능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에 치료중단을 결정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합병

증이라도 발생해서 생명을 위협한다면 치료의 시작이 아기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아기들이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는 사례들이 인

터넷 싸이트에 소개되고 있다. 81)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들은 5- 6개의 기형을 가진

아기들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2- 3개의 기형을 가진 아기들이 수술로 회복되는 것

이다. 그러나 4개 이상의 기형이 복합적인 기형을 가진 아기들은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많은 기형을 가진 아기들에게 수술을 시도하고 그 수술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크고 , 그 수술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

우, 그 고통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죽음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경한 VA T ER 연합증이라면 치료를 해야겠지만 중증이고, 부모마저 완강하

게 원하지 않는다면 아기의 삶의 질과 무의미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단이 정당화 될 것이다.

샴쌍둥이의 경우를 보자. 샴쌍둥이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반신이 붙

은 자매는 분리수술을 받지 않고 40년을 살았다. 그러나 한 쪽2아기에게 심장과

폐가 다 있고 , 다른 아기는 그 아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때, 분리수술을 받지

않으면 둘다 죽을 확률은 8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약한 아기가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분리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지난 2001년 8월 맨체스터의 성 메리 병

원에서 태어난 샴쌍둥이 자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인 부모가 “한 아이를 살

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죽게 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술에 반대했지만

81) http :/ / www .stronghealth .com/ new s/ ithaca .htm
http :/ / www .tefvater .org/ html/ vatertw ins .html
http :/ / www .cincinnatichildrens .org/ family/ pep/ conditions/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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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국 분리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

다.82)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아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 아기

를 구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 말로

생명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

을 죽게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살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죽게 내보

려두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의 원칙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분리수술에 대한 예후가 참담한 샴쌍둥이가 있을 수 있다. 둘 중의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기

들의 수술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 아기들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En gelhardt는 부모들이 매우 어려

운 상황 (비용면)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치료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결코 없다는 것이며 이 특별한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으로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Eng elh ardt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전적

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모들이 특별한 치료를 할 의무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 예후가 아주 불확실한 경우, 부모들이 그들의 아기를 대신

하여 무거운 부담을 질 의무는 없고, 아기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확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침습적이고, 복잡하며 고통스런 치료에도 불구

하고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치료중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

3 .3 .3 . 교 정 이 가능 한 경 우 의 치 료 중 단 의 정 당 성

교정가능성은 예후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다.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한

치료만 주어진다면, 치료의 효과가 있고, 회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

존하게되면 정상적이나 혹은 수용할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장애가 없는 채로 혹은

82) http :/ / www .chosun.com/ w21data/ html/ news/ 200009/ 200009230217.html 디지틀 조선일

보 2001년 9월 23일 <英 '샴쌍둥이 분리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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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수용할만한 정도의 장애가 남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없거나 만성질환일

지라도 수용할만한 정도의 수준일 때, 이를 교정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용

할만한 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누구나 합당하게 부인할 수 있

는 근거가 없다면 이를 수용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정이 가능하다

는 사실은 그 치료가 의미가 있고,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고위험신생아들이 의학기술의 진보로 이 범주에 많이 포

함되고 있다. 치료 과정이 길고, 아기에게는 고통스러워도 교정이 가능한 경우의

결과들은 좋다. 침습적이고, 아픈 치료가 요구되고, 몇 달을 병원에서 지내야 한다.

또한 비용도 매우 높을 수 있다, 특히 호흡기를 오래 달고 있어야 하거나, 외과적

수술, 인공영양을 해야 하는 아기들인 경우에는 더 많이 든다. 반면에 만삭아이면

서 식도폐쇄증이 있어 수술하는 경우도 대략 9일정도면 퇴원하게 되고, 심장수술

을 받은 아기들도 3주안에 퇴원하게 된다.83)

이와 같은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미숙아, 즉

재태기간 28주에서 37주 사이에 태어났거나 출생 시 체중 1500- 2500g 으로 태어

난 아기들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아기들이 미숙아 치료를 받다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미숙아 망막증 이라든지, 감염치료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야 한

다. 그리고 미숙아면서 교정 가능한 질환을 동반 한 경우, 위 두 경우보다는 위험

성이 높으나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는 경

우, 의료진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치료를 강행할 수 있다. 부모가 치료를 포기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장애라든지, 아주 비싼 치료비 등 경제적인 이

유가 크다. 간혹 아기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이고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기의 아버지와 어

머니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83) Neil Campbell, When care cannot Cure: Medical problems in Seriously ill Babies ,
T he beginning of human life, p.327-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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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이유가 바로 비싼 의료비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

화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지불능력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모든 의료시술

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새로운 세계의 질서

인 자본주의는 이러한 권리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점차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약값도 오르고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

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만일 환자가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다면 법원이 환자의 치료비를 책임지게 된다. 만일 환자나

보호자에게 약간의 재산이 있다면 병원은 가족의 부동산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정말 지불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84)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라매 병원 사건처

럼 가족이 치료비를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면 의료 관행상 들어주어야 한다. 의사

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도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요즘에는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모금사업이나 병원의 사회사업

실에서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

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0년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선천성 이상아에까지 확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다.85) 많은

아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84) 정유석, 국내 의료윤리문제들에 대한 인터넷토의, 의료윤리교육, 제2권제1호, 1999, 180
쪽, Howard Brody, M.D,Ph.D.; Dept . of Family Practice Center for Ethics and
Humanities in the Life Science, Michigan State University
85) http :/ / www .mghc.or .kr/ misuk.htm

http :/ / www .chosun.com/ w21data/ html/ news/ 200001/ 200001020001.html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도에 배정하였으며 점차 지원예

산을 늘려 미 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는 전체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

다. 지원대상은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을 비롯하여 세 쌍둥이 출산

가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현재 지원

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은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보건

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을 지급하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한도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60 -



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기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못되

지만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양도받아 치료를 하고 결국 공공기관에 수용하는 대안

이 있겠다. 현재 서울시립아동병원과 같은 곳이나 이러 아기들을 전문적으로 돌보

는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공리주의자인 Hare는 납세자들까지도 고려 대상이 되어 치료중단이 정

당화될 수 있다고 했지만 납세자의 지갑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

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교정이 가

능한 경우에서는 치료비를 이유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순을 가진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치

료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의료인들이 치료비까지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은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이다.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

인데, 미숙아인 경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만삭아인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운증후군이나, 무뇌아인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치료중단이 정당화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교정가능한 질환을 치료

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교정가능성이 가지는 의미와 부합하는지의 물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무뇌아의 경우는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 무뇌아라는

상태자체가 교정가능성에서 전제하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없다. 무뇌아에게 동

반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무의미한 치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중단은 정

당화 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인 Baby Doe사례에서 부모는 다운증후군

인 아기의 식도폐쇄증 수술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장애아기에게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한 차별행위라고 간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아기가 원치않은 삶 (W rongful life )

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다운증후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안고 살

아야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한다. 정작 당사자들은 그러한 고통을 잘 못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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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을 키우는 부모나 가족들은 많은 상실감과 고통, 삶의 직접

적인 어려움들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운증후군과 같은 장애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명유지장치를 동반하는 경우도 아니고, 지능에도 문제가 있지

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랑받길 원하는 감정을 가진다는 사실로도 충분

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부모나 가족이 고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

운증후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형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 질환의

정도가 중증의 경우라던지, 아니면 복합적인 경우라면 치료중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모가 이런 아기에게 치료할 의무가 소실될

수 있다.

3 .4 실제 사례에 적용

지금까지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경우를 유형화하였고 그에 따르는 치료중

단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례들에 적용시켜

각각의 경우,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사례들은

본 연구자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과 각 문헌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사례1.

00 아기는 재태기간 29주3일, 출생체중 910g으로 출생한 미숙아이다.

분만직후 아기는 미숙아 호흡곤란증 (RDS )으로 자발호흡이 없어 응급처치를

받고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아기는 인공폐포계면활성제(Surfact ant )를

투여한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수액요법, 제대도관삽입 (수액요법을 받

기 위한 시술), 항생제투여 등 일반적인 미숙아치료를 시행받았다. 아기의 상

태는 호전되어 결국 호흡기를 떼고 자발 호흡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기는 아

직 경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고 있지만 뇌초음파상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이

었고 활동상태도 정상이다. 그러나 아기의 부모는 미숙아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 합병증의 가능성과 병원비를 이유로 완강하게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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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는 표 1- 1의 교정이 가능한 경우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미숙

아로 태어났으나 힘든 고비는 넘겼고 자발 호흡까지 가능한 상태이다. 이때는

입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발육에는 문제

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뇌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은 치료중단

에 있어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잠재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있다면 해결가능

할 것이다.

사례 2.

00 아기는 개인 병원에서 재태기간 37주4일, 2600gm으로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색과 선천성 항문기형, 심장기형이 있어 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어 왔다.

선천성 식도폐색교정수술과 항문이 막힌 질환에 대한 인공항문 조정술을 시

행하려고 하였으나 환자보호자가 수술후유증에 대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일단 응급수술을 보류한 상태에서 환자보호자에 대해 수술을 설득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환자의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아기에게 다른 기형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심장기형도 심하지 않은 상태였

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아기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 아기의 경우는 표1- 1의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선천성 식도폐색은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교정가능한 질병으로 더 이상 수술지연은 환자의 예후를 나쁘

게 할 수 있다. 쇄항의 경우도 일단 인공항문을 시행한 후 생후 10개월, 체중

8k g이상이 되면 교정수술을 해주어야 하는 상태로 수술 후 배변장애, 배뇨장

애, 생식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정가능한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심장 기형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아기가 가진 기형은 비교적 경증에 해당

되어 교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런 상태라면 이 아기를 치료하는 것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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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모두 고칠 수 있고 생명 유지에 큰 장애가

없고 치료 후 수반되는 고통이 다른 질환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경우이기 때

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 이 때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면 재정

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례 3.

00 아기는 재태기간 27주, 체중은 1074g 으로 태어난 미숙아이다. 대개

의 미숙아들이 겪듯이 심장은 동맥관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감염증세가 있어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으며 생후 10일째 실시한 뇌초

음파 검사에서 뇌출혈(III기)로 나타났다. 아기의 의학적인 생존 가능성은 현

재 70~80% 정도로 추정되나 신경학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후유증인 뇌성마비,

지능저하등은 뇌출혈이 III기이므로 약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기

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려운 경제사정 및 후유증을 이유로 자의퇴원을 요

구하나, 현재의 환아의 상태로 보아 신경학적 후유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지만 생존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기는 상황이다. 또한

아기가 퇴원하게 되면 호흡곤란 및 수유부전 등으로 인하여 수일 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주요 고려 사항이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이다. 이는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아기의 경우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생존할 가능성

은 70- 80%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판단하건대

표 1- 2의 교정이 어려운 경우의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뇌

손상으로 인한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누릴 수 있기에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

문이고 아직 주수가 작기 때문에 현재 감염을 어느정도 이겨내고, 자발 호흡

을 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다. 이에

대한 교정 가능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여도 뇌손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앞으

로 생존을 하게 되어도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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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에 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겠다.

사례 4.

00 아기는 재태기간 39주2일, 출생체중 2150g으로 태어났다. 부모는 이

아기가 산전진단에서 심장기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낳기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심장기형뿐

만 아니라 보통 아기들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작았으며. 항문기형

(imperforat e anu s )이 발견되었고 왼손합지증, 식도기관루, 복합심장기형 (

A SD, V SD, PDA ), 지방척수뇌막류 (척수기형), 신장 1개 등 모두 6개의 기형

이 있어 전형적인 VAT ER 연합증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 경우, 뇌기능은 정

상이다. 그러나 부모는 응급으로 시행해야 될 항문교정수술과 식도기관루에

관한 수술을 전혀 원하지 않고 퇴원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 아기가 가진 6개

의 기형들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모두 교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술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7- 8번 이상을 해야하는 대수술들이고, 교정은 가능하여

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된다. 이에 대해서 아기의 부모들은 경제적 비용보다

는 우선적으로 장애가 너무 많은 아기를 절대 키울 수 없다며 완강하게 퇴원

을 요구해서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게 되었다. 그들은 아기를 전혀 쳐

다보지도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갔다.

이 경우는 바로 표1- 2의 교정이 어려운 경우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VAT ER 연합증 중에 이것은 중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생존을 유지하기 위

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교정이 되기에는 너무 그 과정이 길고 결

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치료중단

이 허용된다. 만약 부모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치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치료는 아니라고 하겠다. 교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것도 뇌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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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미숙아로 태어난 00 아기는 출생직후 측정하는 아기의 활력증후상태를

관찰하여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A P GAR score에서 1분- 1, 5분- 2, 10분- 4, 20

분- 5 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출생 당시 자발호흡이 없어서 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출생직후의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폐 질환은 없었으나, 자

발호흡이 매우 약하여 호흡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지의 움직임도 매우 약하여 팔, 다리를 약간씩만 움직일 수 있고 몸을 움직

여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눈을 뜨고 감을 수는 있으나 머리를 움직이지도 못

하며, su cking 및 sw allow in g이 되지 않아 수시로 oral suct ion을 해주어야 한

다. 근육 조직 검사와 근전도검사 결과 근이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더구

나 뇌초음파 검사 상 뇌출혈과 선천성 뇌수종이 의심되고있다. 이에 보호자는

아기의 생존가능성이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퇴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선

천성 근육약화증에 동반된 호흡곤란증으로 호흡기를 제거 시에는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기형 및 질병으로는 향후 생존 및 회복가능성

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는 생존가능성이 10% 이하라고 판단되며 결국 표1- 2인 교정이 어

려운 경우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는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 죽음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의

미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아기에게 단지 고

통만 안겨주고 삶에 대한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6.

00 아기는 귀가 보통위치보다 낮게 달려 있고, 작은 턱과 발모양도 이상

하고 손은 꽉 움켜쥐고 있으며, 엄지 손가락이 기형이다. 게다가 그 아기는 숨

쉬는 것이 힘들고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에드워드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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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isom y 18) 이란 기형아였다. 1년 동안에 생존할 가능성이 10%가 안되고,

중증의 정신, 신체 장애가 동반된다. 의료진들은 이를 부모들에게 설명했고 아

기가 죽을 때까지 영양공급은 하되 의학적인 처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 권고했다. 부모들은 이 아기가 첫 아기이고 이런 상황이 그들을 매우 힘들

게 했다. 처음에 그들은 주치의의 충고를 들었고 1주 뒤에 생각을 바꿨다. 유

전학 상담을 한 결과 그들이 정상적인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 아기에게 영양공급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끔직한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했다. 이 질환은 죽음이 불가피한 경

우로 치료중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요구처럼 영양공급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경우도 사례 5와 마찬가지로 표1- 2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같

은 이유들로 치료중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사례 7.

00아기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태기간 31주, 1250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시 미숙아호흡곤란증이 있어 인공폐포계면활성제를 투여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는 상태로 지냈다. 오랜 호흡기 치료에

도 뇌손상은 없었으나, 결국 폐손상이 커서 폐이형성증 (BPD )에 빠지게 되어

호흡기를 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더 이상의 치료

는 무의미함을 알렸다. 그러나 부모는 퇴원을 강하게 부정했고, 언젠가는 호흡

기를 떼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

다. 아기는 호흡기를 w eanin g하지 못하고 하루에 10번 이상의 가래를 뽑아내

고, 입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튜브를 통해 우유를 먹으며 영양공급을 했다.

지속적인 튜브 영양으로 결국엔 위루술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호흡기를 계속

가지고 있다보니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내고, 호흡기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 머

리는 계속 커지고 팔다리는 상대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주치의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부모에게 퇴원하길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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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자 부모는 아기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아기

가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거부할 수 없어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아기는 호흡기를 달고 있기 위해선 진정제를 수

시로 놓아야 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요구대로 계속 치료

를 해야 하는가?

보통 치료를 원하는 경우, 의료인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적인 처

사로 인정되어 왔다. 법적으로도 의료인들에게는 진료거부 금지의 의무가 정

해져 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생명은 유지하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생

존해 있는 동안에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고통만 느끼게 하는 것은 아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경우가

무의미한 치료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이

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호 소홀로 아동학대에 해당한

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요

구하여 아이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것 또한 아동학대라고 판단된다. 그리

하여 이런 경우 부모가 치료를 요구한다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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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윤리적 기준 마련

4 .1 . 외국 병원들의 실질적인 기준 비교

미국에서 Baby Doe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19 83년 미국 정부는 장애를 갖

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죽음에 직면한 경우나 치료의 위험이 너무 클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했

다. 그러나 이 아기들을 실제로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샀다.

영국에서도 법정에서 선택적 치료에 대한 신생아의 세가지 권고안을 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86) .

1.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허용한다

2. 죽어가거나 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심한 뇌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감각신경의 장애의 고위험에 빠진 경우에 허용한다

3. 치료는 받고 있으나, 그 치료에 의한 고통이나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

한 경우에 허용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뜻하지 않은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제를 더욱 더 명확하고 세분화

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개시 후에 지속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의료진에 의해 판

단될 경우에는 생명유지치료를 중단하고,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이런 방법을 개별적 예후판단 In div idu alised

Prognost ic Str at egy 라고 한다. 즉 한 시점에서 아기의 상태에 대한 얻을 수 있는

86) Doyal L, Wilsher D. T owards guidelines for withholding and withdraw al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in neonatal medicine. Arch Dis child 1994;70:6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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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정도

를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이 신생아 중환자 치료시 합당한 방법으로 여

겨지며 미국소아과학회의 생명윤리위원회 (T h e Comm itt ee of Bioeth ics )로부터 승

인 받았다. 이와 비슷한 기준들을 미국, 영국, 호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 T h e R oy al c o ll e g e of P e diatric s an d Ch ild H e alth of U K 87 )

(1) the brain dead child

(2) the perm anent v eget at iv e state

(3) th e no ch ance situ at ion : 생명연장장치가 고통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

지 못한 채 죽음만 연기시키는 중증의 질환을 가질 때

(4) the no purpose situ ation : 비록 아기가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을지

라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손상이 너무 커서 아기나 가족이 그 치료를

견뎌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데는 합당하지 못할 때

(5) th e unbearable situ ation : 진행적이고 불가역적인 질환일 때, 더 치료

를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다고 아기와 가족이 느끼는 경우

2 . T h e B io e th i c s Com m it t e e of th e Can adian P e diatric S oc ie ty ,

A m eric an A c a de m y of P e diatri c s 88 )

(1) 죽음이 불가피할 경우

(2) 명확하게 비효과적이고 해로운 치료일 때

(3)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심하게 단축될 때

(4)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치료보다 더 큰 돌봄과 편안함 (caring and

87) Victor yu, Selective non- treatment of Newborn Infants ,
http :/ / www .medicine.org .hk/ guild/ profyu.htm

88) http :/ / www .cps .ca/ english/ statements/ B/ b86- 01.htm
T reatment decis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Bioethics Committee, Canadian
Paediatric Society (CPS ) , Approved by the CPS Board of Directors in 1986
Reaffirmed Februa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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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fort )을 줄 때

(5) 삶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통증으로 가득 찰 때

3 . Children s H o s pita l an d M e dic a l c en t er , S e at tl e , W a s hin g t on

- St an dard for w ithh olding/ w ith draw ing m edical care89)

주치의와 의뢰받은 전문의 2명의 의학적 판단이 합치될 때 환자가 다음과 같

은 상황이라면 환자, 보호자, 후견인이 의학적 권고에 합의할 때, 생명유지장치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환자가 불가역적인 혼수상태에 있을 때

(2) 의학적 치료가 단지 죽음의 연장일 때

(3) 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생명에 위협적인 상태를 모두 교정하거나 개선

하는데 비효과적일 때

(4) 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생존에 있어 무의미할 때 fut ile

(5) 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생존이나 사실상 무의미할 때 vir tu ally fut ile와

치료자체가 그 상황에서는 비인간적일 때

4 . 호 주 의 M on a s h U n iv ers ity M e dic al Cen t er의 P rin c ipl e s of s e le c tiv e

n on - tre atm ent 90 )

(1) 죽음이 불가피한 아기가 어떤 처치를 해도 죽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 생명유지 장치가 무의미한 행위가 되고 아기의 최선이 이익이 아니

기 때문이다.

예) 출생체중이500g 미만이고 재태기간이 24주 이하일때,

호흡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중증의 호흡기계 질환

89) John F .Monagle, David C. T homasma, Medical Ethics Policies , protocols , guidelines
& programs, An Aspen Publication, 2:15
90) Victor yu, Selective non- treatment of Newborn Infants ,

http :/ / www .medicine.org .hk/ guild/ profy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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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혈증, 산증, 저혈압등을 동반하는 중증의 패혈증에 빠졌을 때

진행성 다발성 장기 부전이 있는 아기

(2) 치료하면 생존은 할 수 있으나 아주 심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

진 채 생존하는 경우

예) 크고 양측성의 뇌출혈이 있는 초미숙아,

신생아가사를 겪고 저산소증- 허혈성 뇌출혈 3기인 만삭아

(3) 치료를 하면 경증m oderate의 장애를 가지지만 살아있는 동안 지속

적인 통증과 잦은 재입원과 침습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와 아동기나

성인 초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 방광과 장 조절을 못하고 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뇌수종을 동

반한 척추이분증을 가진 아기

지금까지 각 나라들의 고위험신생아들의 치료중단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살

펴보았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이다.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무의미한 치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치료로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삶의 질을 저해하는 중

증의 장애를 동반할 경우이고 셋째 치료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생존하더라도

삶 자체가 고통과 통증을 많이 느낄 경우이다. 각 나라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표현 방법만을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가족들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2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윤리적 기준 제시

외국의 기준들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

단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기준은 적어도 다음과 같

은 내용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고

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유형을 토대로 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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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 살 가능성이 20% 이하인 경우로 생명유지 장치가

무의미한 활동이 되고 아이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을 때

2. 모든 가능한 치료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무의미한 치료일 경우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은 못 느끼지만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상태

3. 생명연장을 위한 고통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이 큰 경우

- 치료하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아주 심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

데 되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끔찍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 잦은 재입원치료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동시에 치료비용이 큰 경우

-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이 와해되거나 이 아기의 치료로 인해 다른 형제들

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손상받을 때

4. 고통이 수반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5. 진행적이고 불가역적인 질환으로 아기와 가족의 삶의 질이 심하게 손상받

을 경우

4 .3 .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결정이 모두 윤리적으로 정당

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위험신생아 치료시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오면 제일먼

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부모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담당 주치의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설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인들이라면

부모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에게 알려주는 대부분의 의학적 결정

에 있어서 치료중단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의사의 지식과 판단, 그리고 정직성

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아기의 상태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숙련된 의사라고

할 지라도 혼자서 주관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오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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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인식을 하여 부모와 대화할 때 올바른 정보

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아과 의사인 Yu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91)

1. 내가 이미 절망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내가 아기의 외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3. 부모가 매일 아기를 찾아왔다면 내가 다르게 생각할까

4. 결과에 대한 나의 예측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가

그리고 Yu는 아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의사나 부모의 의무를

정의한 5가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모든 결정은 아기의 존엄성과 아기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

로 하여 내려진다.

2. 치료중단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찰과 부모가 포함된 의사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3. 부모가 아기의 건강에 대한 최우선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여러 가지 조언

을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들은 부모를 강제로 시키지 않는 범위

에서 최선을 다해 의학적 조언을 해야한다.

4. 주치의는 아기의 옹호자가 됨과 동시에 부모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의 의학 자

문역할을 해야할 책임이 주어진다.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은, 아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문을 받아야 하고, 아기의 부모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91) Victor yu, Selective non- treatment of Newborn Infants ,
http :/ / www .medicine.org .hk/ guild/ profy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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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해야하며, 부모나 또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사나 기타 부모

가 선임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모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5. 모든 중요한 고려사항들은 부모에게 문서화되어 전달되어야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실행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윤리위원

회라는 기구가 더욱 요구된다. 일단 의료진과 부모와 상의를 한 후 결정이 일치하

면 서로의 동의에 의해 병원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리고 만약 부모와 의료진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 병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면 병원윤

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이 모임에는 부모와 주치의, 간호사 그리고 사회사업가,

변호사, 자문 의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논문에서 보면92) 의료진이 가족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치료중단결정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지는 않

고 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금기시되는 사항이지만, 일본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의사의 의견이 매

우 존중받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모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끼치게 되며, 거의 의사의 의견대로 결정이 된다.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본과 유사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는 법적인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 존중에

근거하여 환자의 Inform ed con sent는 정착되어져야 할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제시한 윤리적 기준과 의료윤리의 원칙들을 가지고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부모의 참석은 중요하다. 주치의와의

단계에서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과정에서도 함

께 참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때, 다른 보호자보다도 가능하다면

92) Nishida H, Sakamoto S. Ethical problem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medical
decision making on the neonate with poor prognosis . Early Hum Dev 1992;89:1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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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참석이 요구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자의 의견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5장 윤리적 기준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병원윤리위원회이다. 치료 중단의 결정이 아기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가족들에게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이를 한 개인에게 책임 지우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부모, 주치의가 함께 모든 사항들을 고려한 뒤 합의를 도출한다

면 이는 합리적인 결정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라매 병원사건 이후 각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윤리위원회를

실제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앙병원이 대표적인 예로서 소아 중환자실의

환자 퇴원 시 등 병원자문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형식으로 매월 1회씩 개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또

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해서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93) 이러한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게 될

93) 제 6장 윤리 위원회

제74조(윤리위원회 설치) ① 이 지침은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에 각각의

소임에 걸맞은 윤리위원회를 둘 것을 권장한다.
② 각급 윤리위원회는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규정한다.

제75조(윤리위원회 역할) 각급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두며, 그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
제76조(소명 기회 보장) 각급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

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징계대상자 비밀 보호)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의

사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등은 징계 대상 의사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78조(윤리지침과 교육) 각급 윤리위원회는 소임과 역할에 걸맞은 구체적 윤리지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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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구조로 변해야 할 것이다.94) 그러나 의사윤리지침에

서 규정하는 윤리위원회는 너무 선언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병원윤리위원회를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따르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5 .1 새로운 조직 개편

병원윤리위원회는 대학병원에 소속된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의 일종이다. 윤리

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윤리위원회는 주최 기구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구분된

다. 우선 윤리위원회의 최고 기구로서는 대한 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에 따라

두 개의 윤리위원회로 나눠진다. 하나는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병원윤리위

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윤리위원회이다. 지역윤리위

원회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시군구윤리위원회라는 하위 조직이 있다. 이를 그림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그림 1 . 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조직도 ( 안 )

중앙윤리위원회

지역윤리위원회 병원윤리위원회

시군구윤리위원회

(개원의중심)

정하여 소속 의사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4) 의료윤리 자료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00,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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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되는 각 윤리위원회들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다 . 먼저 중앙윤

리위원회는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진다 . 첫째는 자문 기능이다. 병원윤리위원회나

지역윤리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있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윤리

위원회의 중심기구로서 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는 심사기능으로서

타병원과 사회에 실험자로서의 윤리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학회들을 대신하여 논문이나 학술지에 개재되는 연

구가 충분히 윤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심사하고 그러한 연구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는 기능을 한다. 세 번째는 교육기능으로 의사 단체나 병원 단체에 대하여

의료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 방안을 제안하고 그 학문적 근거

를 제시하며 타 병원이나 의료인 단체를 대상으로 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적

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 법적인 상황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네 번째는 서비스 기능으로

병원단체나 의사단체들을 대상으로 병원 윤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들을 연구

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의 윤리적 판단과 그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사윤

리 지침에 이를 반영시키고, 나아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법문화시키

는 것을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징계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자율적으로 의사윤리지침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를 준다. 이러한 징계권의 사용은 국민들로부터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조직인 병원윤리위원회는

항시 존재하는 상설 독립기구가 아니다. 병원 내의 QI팀이나 서무팀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는 병원윤리위원회가 현재 병원에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존재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데 있어 이런 팀들이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루는 데 목적이 크기 때문에 문

제해결에 있어 그 접근성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병원윤리위원회는 의료윤리를

전공한 전문가의 관리 하에 별도의 기구로서 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윤리적인 딜레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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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주된 문제는 퇴원심의 (가망없는 퇴원, 의학적 충고

에 반하는 퇴원, 치료 중단, 치료 보류), 사전의사결정, 생전유언 등 죽음과 관련된

문제, 원치 않는 임신, 보조생식기술등 출생과 관련된 문제 등 생명의료윤리의 문

제와 의사와 환자,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들인 전문직

윤리에 대한 문제를 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는 교육기능이다. 의료진과 환자 (또는 잠재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서 흔

히 겪을 수 있는 의료 윤리적 판단 상황에 대해 교육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윤리 위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 윤리 위원

회의 권위를 조성하여 병원 윤리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인 절차에서 충분히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수련의에 대한 교육을 수련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셋째로는 홍보기능인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지침들

을 기준으로 하여 본 병원의 사례들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병원 자체 내 규정

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윤리위원회는 3차 의료기관이 아닌 소규모의 병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윤리위원회이다. 조직이 방만하여 활동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윤리위

원회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윤리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사결정 기능이다. 개원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문제나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

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교육기능으로 3차 의료기관과 달리 이러

한 딜레마 해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

다.

5 .2 운영상 고려할 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

가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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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 중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윤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는 누가 요청할 수 있는가 인데, 진료 행위와 관

련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윤리상담을

병원윤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95) 일부에서는 상담 요청자를 담당의사에 국한

시키자는 제안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의 존재 목적

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최선이익 내지 복지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담당의

사의 진료에 윤리적으로 이견이 있거나 환자 복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할 때 환자

나 보호자에게 윤리상담 요청권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 복지를 위해 당연하기 때

문이다. 간호사 역시 환자의 옹호자(pat ient ' s adv ocat e )로서 당연히 윤리상당을 요

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 행위의 주체인 담당의사는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윤

리상담 요청권에 대해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윤리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상담 요청자는 윤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윤리상담 요청 양식 (Ethics

Con sult Request F orm )에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록한 다음 윤리위원장에게 제출

하면 된다. 그러나 윤리상담 요청이 강요적일 필요는 없고, 모든 것을 이해당사자

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는 편이 낫다.

두 번째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이다.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총

10명 정도로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사 2인 이상과 간호사, 의료윤리학자, 법률가,

종교인, 병원행정 담당자, 사회사업가가 위원이 되고, 주치의, 담당 환자의 보호자

(부와 모), 간사 (기록담당) 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해

결뿐 만 아니라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조

인의 참석이 필요하고. 해당 관련 전문의들의 참석이 요구된다. 간호사의 경우, 행

정가보다는 실제 환자를 돌보는 병동의 수간호사나 담당간호사가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주치의와 부모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참석하지 못할 때에

는 대리인이라도 참석시켜야 한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의료윤리를 전공한 학자의 참석도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5) 김상득, 병원윤리위원회:형성배경, 필요성, 구성 그리고 운영모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원 의료와 법 고위자과정, 2000년 6월

- 80 -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윤리 분

야의 문헌과 방법들에 대해 정통해야만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을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96)

세 번째는 각 윤리위원회의 운영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바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다.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한 가정내

의 재산정도부터 시작하여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등 아주 다양하고 사적인 부분

을 알아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확인

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들이 부모

에게 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자녀의 치료중단이 죽음을 야

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위원

회의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참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하

는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치료중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이를 효율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

러한 내용이 호주의 Yu에 의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97)

1. 아이의 의학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

2.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3. 당신 아기의 질병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우리가 당신의 아기에게 하거나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

까?

5. 당신아기에 대한 우리의 의학적 소견과 결정에 대해 동의합니까? 반대

96) Albert R Jonsen , Mark Siegler , William J Winslade. Clinical ethics : A practical
approach to ethical decision in clinical medicine. McGraw - Hill, 1998; 204- 205 ; 박석건,정
유석,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의 경험과 교훈, 의료윤리교육, 제2권제1호, 1999,88쪽

97) Victor Yu, Ethics of selective non- treatment , Appendix 1

- 81 -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 1. 당신의 아기가 더 좋아지지 않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

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6- 2.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는 또한 아이들이 의미없는 치료로 인해 고통만이 가중될까봐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아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

각합니까?

6- 3. 만약에 내가 하려는 치료가 당신 아기의 병세에 좋은 영향은 끼치지

못한 채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치료를 중단할 것입

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시간이 올 경우에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당

신의 아기의 경우엔 아직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

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7. 내가 당신을 충분히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

나요?

8. 이 결정에 있어서 당신의 종교나 문화적 가치가 영향을 미칩니까?

9. 이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10. 기계가 제거되었을 때 아기를 안고 있겠습니까? 안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서 보관하여야 하되, 각 위원들이 보고 난 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반납하

도록 하여 폐기시키도록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

의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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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의 목적은 고위험신생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현대 의학 기술과 지식

의 발전으로 치료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고위험신생아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치료 중단

의 방법과 현황에 대해 살펴 보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사건 이후 퇴

원이 죽음을 야기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자의퇴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는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굉장히 비윤리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제 4장에서는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생명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에 대해 죽음이라는 악을 유발시키는 치

료중단이 과연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기의 삶을 존중하면서 부모

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원칙을 가지고 주장하였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기준, 무의미한 치료, 삶의 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구체적인 원칙들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아 아기에게 이익이 되고,

아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녕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

원칙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어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치료중단이 정당함을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신생아라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아기들이 치료중단이 허용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의 유형을 나눠

보았는데, 그 기준은 부모의 요구와 교정가능성, 의학적 상태를 사용하였고 총 18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교정이 어려운 경우는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

구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적극적인 치료로 생명은 유지하나, 심각한 장애와

만성질환, 수명단축등을 야기하는 경우, 오랫동안 침습적이고 복잡하며 고통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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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도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들 경우들은 무의미한 치료와 삶

의 질, 생존을 위해 수반되는 고통98)이 크다는 이유들로서 치료중단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뇌아와 같이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한

아기의 경우, 교정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중단이 허용될 수 있지만 다른 교

정이 가능한 경우들에서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용할 만한 삶의 질이 보장되

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원칙에 우선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래서 치료중단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생존이 확실하지 않거나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크게 들 경우에는 치료중단이 허용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이러한 결론과 외국의 실질적인 기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았다. 우선 외국 기준들의 공통점은 앞서 제시

한 교정이 어려운 경우와 비슷하다. 즉, 모든 가능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

가피한 경우와 치료로 생존은 할 수 있어도 삶의 질을 심하게 저해하는 중증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그리고 치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생존하더라도 삶 자

체가 고통의 연속일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 둘째, 치료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경우, 셋째, 생명연장을 위한 고통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이 큰

경우 넷째, 고통이 수반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진행적이고 불가역적인 질환으로 아기와 가족의 삶의 질이 심하게 손상받을 경우

이다.

이 기준은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혼자 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주치의 및 의료진들의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부모와

주치의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

98) 여기서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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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병원윤리위원회의 제도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윤리위원회를 두고, 개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윤리위원회를 두어 각기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연구심사, 교육, 홍보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

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자율징계권을 행사하여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의사결정 과정

에 대한 사후 심사를 실시하여 감독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시하는 기준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 많

이 적용시켜 보고 델파이 기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가 60년대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병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중단에 대한 기준과, 원칙, 동의

서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던 무의미한 치료나 환자의

최선의 이익기준 등 치료중단의 근거들이 상당히 가치담지적인 기준들이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의사협회나 소아과학회 등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이러한 연구의 부재 속에 사회적 합의 도출

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고위험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그

부모들은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의료 환경

에서는 의료인들은 의료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환자의 이익이 무엇

인지 고민하고 환자를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인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고, 무엇보다 의료인들과 환자들간의 관계

에 있어서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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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치료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우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의료진들과 부모의 의무가 치료중단의 결정으로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치료 중단이 이루어져도 아기에게 수액과 영양공급

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아기가 죽어 가는 동안 부모가 아기와 함께 있을 조용한

공간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종교적 조언자들이 그

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기의

임종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집중치료를

중단하여, 가족이 좀더 편안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기들에 대한 대우가 없다면 치료중단이 가지는 생명의 존엄성

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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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s tu dy on e thic al de c i s ion - m akin g o f th e w ith draw al

o f h ig h - ri s k n e w b orn s

Jeon Hy o - S uk

D epartm ent of

M edic al Law and Ethic s

T he Gradu ate S chool

Y ons ei U niv ers ity

T he adv ances in n ew born s relat ed m edical tr eatm ent an d techn ology hav e

brou ght u s new ethical an d m edico- legal dilem m as . Am on g st them , the

decision a s t o w h en to st ar t or t o w ithdraw the tr eatm ent for infant s w ith 24

w eek s g est at ion ex trem e prem ature or in leth al cong enit al m alform at ion is a

v ery crucial m att er .

T he tr eatm ent process is norm ally long , painful, and the prognosis is

unpredictable, g enerally leadin g t o a disability of som e sort . T herefore it is a

v ery tough decision t o m ake w hether t o w ithhold or t o w ith draw th e

treatm ent .

In the practical m edical decision - m akin g proces s , it is alm ost a “tr adition”

t o follow the doct or s’ adv isory , unless th e parent s do not conform t o it an d

in w hich case th e parent s decision is gen erally accept ed . Recent ly , h ow ev 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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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Boram ae hospit al in cident the hospitals becau se v ery “defen siv e”,

an d, as a result , m ost patient s n ow are perm an ently looked after .

Of cour se, th is r eality has becom e a burden t o infant s as w ell as t o

parent s and the doct or s in charg e of the infant s . Hereby in th is paper , a

fram ew ork on the m akin g of su ch an ethical decision in th e w ithdraw al of

high - r isk n ew born s w ill be presented.

T his kin d of r eality has b ecom e a burden t o infant s as w ell as parent s

an d doct or s w ho are caring them . Of cour se , this r eality has becom e a burden

t o infant s as w ell a s to parent s and th e doct or s in ch arge of the infant s .

H ereby in this paper , a fram ew ork on the m aking of su ch an ethical

decision in the w ithdraw al of t reatm ent of high - r isk new born s w ill be

present ed .

F ir st , the w ithdraw al of high - r isk new b orn s can be ju st ified in th 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 y and th e prin ciple of beneficence . T herefore ,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principles , the best in t er est stan dard, m edical

fut ility , qu ality of life, an d inform ed con sent .

A lso, th e different cases in the w ith draw al of high - risk n ew born s h av e

been classified int o cat egories , and based on the ab ov e con dit ion s , the

ju st ification of th e w ithdraw al of t r eatm ent has b een inv est ig ated.

S econ dly , ba sed on the different categories an d the four principles in th is

paper , pract ical ethical st an dards for the w ith draw al of high - r isk infant s are

present ed .

(1) In spite of ev ery av ailable t reatm ent , death is in evitable.

(2) No hum an relation ship is pos sible, although life can be m aintained w ith

the av ailable t r eatm ent .

(3) H eavy m ental, phy sical, and econom ical cost for the ex t en sion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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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spite of painful t r eatm ent , th e surv iv al of th e pat ient is

uncertain .

(5) T he quality of the pat ient life and it s fam ily life being sev erely

dam aged by the progressiv e and irr ev er sible sicknes s of the pat ient .

T hirdly , is it sug gested that m ain body (org anization ) to u se and m ake

these prin ciples is th e Bioethics com m it tee. T h e decision s m ade through a

m ass decision - m akin g process by the Bioethics comm itt ee w ill r eliev e the

per son in charg e of leg al liability as w ell as m akin g it a b ase for th e approv al

of a socially logical an d appropriat e decision .

F or the Bioethics com m itt ee to play this role , a legal and a sy st em at ic base

sh ould be est ablished along w ith a new organizat ion w ith appropriate

fun ction alit ies . T he chan ge in the m edical env ironm ent now aday s does not lim it

the duty of th e m edical serv ices t o only ex t ending one’s life.

T o m aintain the dignity of life, the lim it of our m edical t r eatm ent m u st be

ackn ow ledged an d the w ithdraw al of th e tr eatm ent b ased on an eth ical decision

sh ould be taken int o account .

...........................................................................................................................................................

Key W ords : High - r isk new born , W ithdraw al of the tr eatm ent . E th ical

decision m aking , the Bioethics com m itt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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