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학(2008)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 9, 2008. pp. 5 ~ 38

중증장애 신생아 치료와 윤리적인 실천1)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한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우하는 가에 따라서 아동의 지위는 달라
진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서 이해하는 가족의 신성성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을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아동을 개별적 욕구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존재로 이해하지도 못함을 의미한다. 동일한 위험에서도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영향을 받고, 아동은 성인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인권을 갖지만 아동기의 발달에
대한 방해는 성인보다는 아동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 아동에게는 다른
유형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서는 신생아 가운데 조산아,
특별히 중증장애가 예상되는 미숙아들이 부딪치는 위험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
사회에서 의학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과거 같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신생아들의 생
명을 구하는 일과 이들의 생명연장에 관한 윤리적인 실천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신생아, 미숙아, 중증장애

1) 본 연구는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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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현대 사회에서 의학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과거 같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신생
아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이들의 생명연장에 관한 윤리적인 실천에 관해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들어, 의학의 발전으로 신생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살아나게 된 유아는 만성장애, 특히 일
생동안 시설에 수용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이, 부모, 가족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행복
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동의 삶의 질에 심각하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 장애 신생아동의 치료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병원현장에서 사회복지
사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의 윤
리적인 실천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의미 있는 일이다.

Ⅱ. 중증장애 신생아 치료의 윤리적인 실천
아이의 탄생은 즐거움이 가득한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다. 의학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
터 심각한 결함(impairment)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동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의 부모 또는 다른 의사결정자들에게는 모종의 선택이
요구된다. 예컨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조산아2)로 태어난 아이를 살리려면
결손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의학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치
료를 계속 기울일 것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치료수단을 취하겠
지만 아이의 결손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 그 결손을 치유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인가, 진통을 위한 조치만 취하면서 아이가 죽게 내버려
2) 조산아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로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하이며, 태중 37
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저출생체중아(조산아)라 하고 1,500g이하의 신생아
는 극소저출생체중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0%로 추정되고 있다. 조산
아는 몸의 모든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저항력이 약하므로 병에 쉽게 노출되고,
선천성 이상으로 여러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산모
의 신체적인 요소(체중, 건강상태, 자궁이상) 환경적 요소(산모의 삶의 질, 스트레
스, 나이, 공기오염) 등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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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것인가, 또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고통 없이 아이의 생명을 끝낼 것인가?3)
등과 같은 물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내려져야 할 결정에는 개인적, 개념적 그리고
윤리적인 난점이 따른다. 개인적인(personal) 난점은 주로 그 상황에 직면한 부
모들의 심리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이의 출생 그 자체, 그리고 지금-바로-여기
(hear and now)에서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이전의 심사숙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심리적인 요소가 함께하기 마련이다.
우선 개념적인 난점은 주로 상황 그 자체를 정의하는 개념과 관련된다. 특히
결손(defect), 고통(suffer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의 개념이 그러하다. 신
생아가 ‘심각한 결손이 있다’는 말을 할 때, 또 아이가 ‘낮은 삶의 질’에
직면하고 있고,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서 ‘삶의 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또
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들은 어
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아동의 생명연장 여부 및 치료
의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와 아이의 부모에
게 직면하게 된다.

1. 장애의 문제
생명유지 혹은 생명연장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장애(disability)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 역시 이와 유사한 윤리
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심각한 장애’4)로 여
3) 미숙아(조산아)에 대한 의식연구(박상기 외, 2000)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조산아를
낳으면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3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태어난 조산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이며, 심각한 장애로 평
생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치료
비인데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조산아 출생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
정, 법적으로 자의 퇴원을 금지하고 의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4)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면, 심각한 장애란, 예를 들어 척추기형으로 인해 척수의 일
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대소변실금이나 하반신 마비, 뇌수종 등의 합병증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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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것과 단순한 ‘불편함’5) 정도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
고 축적된 개념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이밖에도 장애의 개념은 장애아동이 속
한 사회가 아동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치유책을 제공할 수 있는 능
력과 장애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인 장벽의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상
대적 요소라는 점이 분명하다. 다음의 사례6)들은 의료현장에서 종종 접하게 되
는 신생아들로서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된 예이다.
사례 1:
성별, 남/ 생후 20일, 재태기간 26주 6일, 성장상태, 체중 2210g / 키 45 Cm/
가슴둘레 31 Cm/ 머리둘레 32Cm, 진단 명은 조산이다. 중증의 만성폐질환과
조산아 망막증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만성폐질환(출생 후 3일 이상의 기계적
환기요법 및 산소공급을 받았던 영아에서 폐 손상의 결과로써 신생아가 재태
36주 또는 생후 28일이 경과되어도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방사선상 폐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 조산아 망막증은 출생 조산아에게 호흡장애가 있으면
보육기 안에서 산소공급을 하게 되는 데, 그때 산소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망
막의 혈관이 붓고 출혈, 박리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실명을 포함하는 강한 시
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신생아 또는 심한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는 생물학적으로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은 설령
생존하게 된다고 해도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명백한 의미에서 볼
때, 그러한 신생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테이삭스병, 점진적으로 부가역적인 신경계 쇠약을 포함하여 종
국에는 6세가 되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 사지가 없이 태어난 유아, 심장
기형이 있는 신생아, 식도가 차단되어 섭취한 음식이 위로 전달되지 못하는 신생
아 등의 경우, 두개골이 열려있고 뇌간이 없는 무뇌아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이
모든 경우는 단순한 장애가 아닌 매우 심각한 장애의 예들이다. 이상은 현대 의학
기술이 최대한 발휘되지 않는 한 이런 상태로는 아이가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
5) 한편 단순 불편함이란, 구개파열, 지적능력의 지체, 발육부진과 같은 조건으로 태
어난 유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약시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학습장애 또는 집중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장애가 있긴 하
지만 훨씬 덜 심각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특수교육과 같은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면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아동 등 많은 경
우가 있다.
6) 사례들은 피터싱어 지음(장동익 옮김, 2003) ‘생명의료 윤리의 도전: 삶과 죽음’ 철
학과 현실사, 제6장에서 소개한 내용과 양옥경 외(1993)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
울아카데미, 제10장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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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척수기형의 일종인 낭상이분석추(Spina bifida cystica)(수막류(meningocele),
수막척수류(myelocele),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탈장성낭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추신경계의 발달장애, 척추의 선천성 열구에 의해 불쑥 나온 것으
로 돌출된 주머니는 피부층 또는 얇은 막에 존재하여 쉽게 협착되기 때문에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수막 감염의 위험이 증가된다)를 지닌 채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로부터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낭상이분척추는 선천성
기형으로 장애의 심각성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모든 경우에 하지마비와 대소변
기능의 약화를 가져와 배뇨를 못하고 배변의 잘 안되며 많은 경우 정신지체를
동반하는 심각한 장애이다.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면, 이 아기는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수술 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예후가 매우 나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견되
었다. 부모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아기의 수술에 동의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의뢰 되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
째,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가? 둘
째,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신생아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야 하
는가? 셋째, 살려져야 하는 삶 혹은 살려질 가치가 있는 삶은 어떤 것이며 죽어
도 되는 삶은 어떤 것 인가? 넷째, 누가 신생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가?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윤리적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신생아의 생명의 존엄성7)
신생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상이든 장애를 지니든 간에 인간이며, 어떠한
상황이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확실한 경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살인으로 간주된다.8) 적극적 혹은 소극적 구별에 대한 논의는 제임스
7)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 1996)는 윤리적 의무들이 서로 갈등적
인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의무를 우선 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
기 위해 ‘윤리원칙 준거틀’을 위계서열 형태로 제시하였음. 1.생명보호의 원칙, 2.
평등 불평등의 원칙, 3. 자율성과 자율원칙 4. 해의 최소화 원칙, 5. 삶의 질 원칙
6.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7. 진실성과 완전개방의 원칙 등의 원칙이며, 윤리원
칙은 원칙 2-7보다 상위원칙으로 실천 상황에서든지 우선 관련되는 윤리원칙과 적
용되는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8) 의료적 치료는 크게 보편적인 치료(ordinary medical care)와 특수한 치료
(extraordinary medical care)로 구분되며 지지체계를 동원하여 심장을 움직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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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스(J.Rachels, 1980)의 논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비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
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학기술로 인해 점점 더 극적인 형대로 됨을 피할
수 없다. 존 해리스(J.Harris, 1981)에 의하면, 그것은 의사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수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사실상 그러한 권리를 이미 그들은
지니고 있으며 정상적인 치료행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소아과에서의
선별적 치료는 결함 있는 아이들의 일부만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선별해 치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리스는 적극적 살해는 거부하지만 치료중단은 허용하는
로버(Lorber, 1975)의 견해를 비판한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생아를 죽
게 할 때, 아이에게 최선이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로버의 선
별적 치료중단의 방법은 결함의 정도를 결정하고 치료중단을 허용하는 선별기
준의 구체적 목록과 결부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의 단축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공표해서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이다. 헤어(Hare, 1976)는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
의 출생이 결함을 갖고 태어난 아이의 죽음에 달려 있는 다음에 태어날 아이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피트(Parfit, 1976)는 낙태 논의에서
다른 방식으로 잠재성 논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존재하는 인간과의 구별
되는 가능한 미래의 인간에 대해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가, 만약에 의무가 있다
면, 인간의 출산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으로 명령
된 것이거나 적어도 가치측면에 있어 긍정적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의무가 얼마나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가이다.
심각한 결함을 가진 환자의 생명연장과 관련하여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생명연장이 의무인가?’하는 질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신앙교리서:
Sacred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1980). 교황청 신앙교리서는
1980년 ‘안락사에 관한 선언’을 통해 생명연장의 도덕적 책임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하였다.9) 가톨릭교회의 생명연장에 관한 가르침의 핵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수한 치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치료를 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은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의료 전문적, 법적으로 사
회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이다.
9) 이 선언에서는 ‘일반적인’과 예외적인‘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다소 불분명하므로 ’
균형적인‘(proportionate)과 ’불균형적인‘(disproportionate)이라는 표현을 제안하였
다. 수단의 균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치료유형, 그것의 복잡성과 위험
정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그것의 사용 가능성 등을 기대 가능한 결
과와 비교해야 한다.“ 이 선언은 어떤 의학적 수단이 위험과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 수단은 통상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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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예외적인 불균형적인 수단은 중단 가능하지만, 일반적이고 균형적인 수단
은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환장에 대한 연명치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윤리의식은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인간생명을 삶의 질에 따른 유용성과 생산성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hopeless ill)’라는 개념은
두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인간
이 가망(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둘째, 구해질 수 있는 삶
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대의 의료기술은
거의 모든 사람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명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다시 말
해 어떤 생명들은 더 높은 질을 지니고 다른 생명들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을 논하고 삶의 질을 비교하는 행위는 모든
선언은 또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만을 제공할
뿐인‘ 의학적 수단은 철회 또는 중단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교황청 보건
사목평의회가 1995년 발간한 ’의료인 헌장‘(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 역
시 생명연장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 이 헌장은
‘합리적 치료’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의료인들은 ’합리적 치료‘ 원칙을 적
용해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용되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
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단 유사한 병
중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홍석영, 2007:
73-74).
10) 의사윤리지침의 내용 가운데 제 30조 3항: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
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 57조 2항: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사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58조 1항: 안락사
라 함은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노
력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지침내용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
사의 진료기준이 무익, 무용이며,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는 유용성, 효용성 측면에
서 더 이상 낭비적인 치료일 뿐이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
한 예로 미국 예일대학의 뉴해븐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970년에서
1972년 사이에 사망한 299명 중 3명(14%)이 치료중단과 관련되어 사망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당시 예일대학병원 신생아실 주임의사도 가망 없는 환자
(hopelessly ill)를 죽도록 허락하는 것은 의료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
실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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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명이 지니는 그 내재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이동익,
2007: 49).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어느 신생아의 삶의 질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 대단히 낮을 것이라면 그 신생아는 계속 살
아 있을 필요가 없고 죽여지거나 아니면 죽게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편이다(Tooley, 1983 Weir, 1984; McMillan, Engelhardt and Spicker,
1987; Doyal et al., 1994).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의미는 명료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일부 기준들은 한 개인이 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는가 하
면, 또 다른 기준들은 주관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그 개인의 경험과 그 개인
의 인생 만족도에 초점을 둔다. 또 다른 기준들은 보다 균형 잡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상호 결합하
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Schmaker & Berzon, 1995). 그러나 어떠한 삶의 질 기
준이 일반적으로 적절한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으며, 신생
아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는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내
용들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은 주관적 요소를 갖는 삶의 질 기준들이 대개
는 현재(currently) 경험되고 있는 삶의 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하
다. 그 이유는 신생아의 경우 현재 경험되고 있는 삶의 질에 집중하는 것은 단
지 그들의 장애의 본질과 영향력에 대한 현재의 인식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신생아들은 그들의 발달단계에서 그 단계의 심각 수준으로만 인
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은 특수한 경우의 신생아는 아무런 고통을 경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 낮긴 하지만 납득될 만한 수준이라는 식
으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명의 유지에 관한 결정은 환자가 치료 후에 경험하게
되는 삶의 종류(kind of life)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Schmaker & Berzon, 1995).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생명은 그 자체로서 유지

되기보다는 다른 가치를 위한 조건이며 다른 가치들이 달성될 수 있을 때에만
생명유지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가치란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 속에서 발견되며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노

력이 지속될 때 생명의 의미는 위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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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장이 의무인가? 에 관한 최초의 명시적이 언급은 스페인의 신학자 빅
토리아(F. DeVitoria, 1486-1546)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생명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최소한 도덕적 죄를 면제받는다. 즉 약물의 사용과 관련
하여, ‘생명연장을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
다.’라고 지적하였다. 이후 바네즈(D. Banez, 1528-1604)도 생명연장과 관련하
여 특정 수단이 도덕적으로 의무인 수단인가 아니면 선택 가능한 수단인가와
관련된 논의에 ‘일반적’(ordinary)과 ‘예외적인’(extraordinary)이라는 용어
를 도입하였다.11)
이밖에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 즉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인
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가, 즉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과연 ‘살아있음’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고통과 극도의
박탈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뇌 신생아와 같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동을 인격체(person)로 보아야 하는가, 또는 단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장애가 있는 인간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이 물음
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무뇌증이 다른 심각한 결손이 있는 신생아들의
사례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적 고려들의 동일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가의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바를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인지적으로 의미 있
는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다(Tooley, 1983;
Kuhse & Singer, 1985; Magnet & Kluge, 1985; Kluge, 1992). 그렇다면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 신생아의 생명유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아이의 인간관계를
위한 잠재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
며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의
치료결정에 대한 이러한 기준의 사용은 몇 가지 문제를 지닌다.
11) 즉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예외적인(extraordinary) 수단은 제한을 받지만, 통상적
인(common), 음식, 옷, 약품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 이후에도 일반
적인 수단과 예외적인 수단은 가톨릭교회의 윤리로 받아들여 사용되어 왔다. 일반
적인 수단이란, 혜택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동시에 과도한 지출, 고통,
불편함 없이 획득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약품, 처치, 수술 등을 말하며, 예외
적 수단이란, 과도한 지출, 고통, 불편함 없이는 획득할 수 없고 사용 불가능한 그
리고 사용된다 하더라도 혜택에 대한 합리적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는 모든 약품,
처치, 수술 등을 의미한다. 반면에 예외적인 수단의 사용은 반드시 의무일 수 없
다(홍석영, 2007: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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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치료결정은 치료 후에 신생아가 경험하게 되는 삶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의료적 상황에서 신생아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장애를 지니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출생 직후에 이 아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둘째, 최소한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매우 심각한 장애를 입고 도저히 삶의 희망이 없는 것으
로 보이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된
다는 점이다. 셋째, 앞에서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의미 있는 삶의 기준들을 사
용하여 능력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 즉 인간의 삶의 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동하(2007: 50)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미 있는 삶,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적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혹
은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또는 생명을 향유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모든 인간의 평등은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삶의 공통된 토대이며 전제이
며 민주주의를 세우는 필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평등의 자연적,
문화적 토대가 부인되고 불평등의 윤리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12)

12) 앞의 사례에서 우리는 단지 신생아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알 뿐이며 아기의 삶에
대한 태도나 의지, 능력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신생아의 치료에 관
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출생 당시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과연 이러한 장애나 결함이 없는 사
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결함을 실제로 경험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 혹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acceptable life)의 기준은 중증장애신생
아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잠재 능력도 무시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삶 즉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최소한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심각한 결
함을 갖고 조산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매
우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의료
기술을 동원하여 신생아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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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선택
신생아는 자신의 치료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생아의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대체로 최종적인 결정권13)은
신생아의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아기와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고 아이에 관한 결정은 결국 부모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부모와의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결코 부모가 슬픔
이나 좌절에 휩싸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결정은
결코 의료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의견 특히 부모의 의견은 존중되
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서는 부모의 이익과 아동의 이익은 갈등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결정권14)을 주는 것은 아동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가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윤리적이며 의미 있는 결정
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한편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삶의 질의 개념을 현재 시점을 넘어서 장
기적인 관점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장시킨다면, 아이가 점차 자랄수록 자신들
의 장애가 갖는 본질과 함축에 대하여 스스로 더 많이 알아나간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아동들에게 심
13)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란 사회복지실천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과 자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존중심에 기인하며, 동시에 자
기결정권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인간권리 존중에 근거한다. 한편 미
국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에서 자기결정권이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통합되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에서는 자기결정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를 강조하는 반면, “클라이언트의 행위나 잠재적 행동이 자신에게 물론 다른 사람
에게 심각하고 예측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자기결정권
의 제한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있다(NASW, 1996:7)
14) 신생아의 생명유지 혹은 생명중단의 문제는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등 가족의 문제와 직결된다. 아동의 생명과 존엄성과 이익은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과 이익에 위협이 되며 따라서 가족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
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심각한 장애를 지닌 신생
아의 치료와 양육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아동은 결코 정상인, 즉 완
전한 비장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치료와 양육을 필요로 한다. 장애아
동의 출현은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는 장애아동의 보호요구 때문에 다른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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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하여 그들이 극단적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
면서 자신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오
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 어떠한 삶의 질 기준도 이와 같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경험세계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신생아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삶의 질에 대하여 고지식하고 거두절미된
개념을 가지고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신생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생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이들 신생아들이 인지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생계획을 수립하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때
의 물음은 그들의 삶의 질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 사용
되는 삶의 질 기준과 관련한 질문이다. 인지적으로 의미 있고 스스로 결정한 삶
의 방식으로 결코 발달할 수 없는 일부 중증 장애 신생아들의 경우에, 그들의
장애는 그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들이 중증 장애 신생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생명이 유지되
어야 하는가,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죽도록 방치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삶
의 질에 기초한 결정에서 발휘하는 역할은 상당히 애매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15)
향후 예견되는 이익과 부담 혹은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술 등 치료를
통해 아동이 얻는 이익과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심각한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의 고통과 부담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출생 후 바로 자식을 잃어버
리는 고통보다 심각한 장애를 지닌 자식을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고통이 더 어
렵고 견디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 자식의 생명을 위해 가능한 모
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죄의식16)에 괴로워 할 수도 있고
15) ‘아기도우’ 사례 이후 1984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적으로 유익한’ 진료만
을 요구했다. 결코 의식이 회복될 수 없는 아이의 생명을 인공호흡기로 유지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말할 때 ‘의학적으로 유익한’ 용어는 ‘무용한’
이란 용어와 같이 삶의 질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16)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동을 돌보는 것이 부모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부
담을 준다면 시설에서 보호 양육하는 대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시설보호 대안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아동이 죽는 것보다 가족
을 떠나 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동에게 의미 있는 삶인가 혹은 가치 있는 삶
인가 하는 점이다. 시설에 보냄으로서 자식을 버렸다는 죄의식과 주의로부터의 비
난에 시달릴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보호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필요로
하는 개인적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신이 아동보다 먼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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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심각한 장애아동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며 자기 충족을 경험할 수 도 있
을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미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17)로서 이 일이 대중에게 일려지
자 온 나라에 광범위한 논쟁과 비난이 일었다.
사례 3 아기 도우(Doe)의 경우
1982년 블루밍턴의 인디애나 병원에서는 도우(Doe)라고 알려진 한 남자 아
기가 태어났다. 이 아기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였고, 식도가 위와 연결되지 않았다. 다운증상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발달
장애를 일으키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식도의 이상은
즉각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상태였으므로 수술이 필요했다. 식도를 연
결시키는 수술은 큰 수술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힘든 것은 아니었고, 성공가능
성도 높았다. 그런데 동료들의 반대에고 불구하고 한 의사가 어차피 아이는
앞으로 불쌍하게 살아야 할 테니 꼭 수술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부모들에게
충고했다. 부모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
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 법정명령을 얻으려 했고, 여러 부부들이 아이를 입양하여 기르겠다고 했
지만 부모는 요지부동으로 수술을 거부했다. 법정에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아
이는 죽었다.

위의 사례의 주요 쟁점인‘선택의 자유’혹은‘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18) 본 사건에 관한 논쟁의 열기가 가라않기도 전에 연방정부는 태어
날 때부터 결함을 지닌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치료를 하도록 정한‘아기도우규
정’19)이라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부모가 죽은 후에 자식을 누가 얼마나
잘 돌보아 줄 것인지, 가정에서 양육되던 아이는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며 이때 부
모의 상실과 시설의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시설에서 보호되던 아이
의 경우도 누가 아이를 방문하고 아이의 양육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된다(오혜경 외 2007).
17) 원준희 (역) 1997 : p.96에서 부분 발췌, 인용
18)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결정에
동조하였다. 이들은 삶의 질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운증후군 아이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결정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이며 아동 양육권
자인 부모의 자기결정권리의 문제라고 하며 부모를 두둔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와 병원 측의 행동이 아기를 굶겨 죽이는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하며, 장애
인에 대한 냉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9) '아기도우‘ 사례관련, 아기 도우가 사망한지 2주후에 레이건대통령은 연방정부 보
조금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은 신체장애인들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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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부모로서 어려운 결단이기도 하다. 다운증후군 증상의
아이를 돌보아야 할 그들의 힘든 앞날을 생각해서 그 부모를 동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 혼란, 죄의식 등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
지르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도덕
적인 책임은 아주 분명하다. 아기 도우는‘특별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밖
에 없고, 그 역시 생명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존중 또는 생명최우
선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권리
가 침해당한 것이다. 짧은 생애를 마감한 아기 도우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 사
회 속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사례 4 : 아기 제인(Jane Doe)의 경우
1983년 롱 아일랜드(뉴욕주) 병원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 제인도우는 앞서
말한 도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판단이 좀더 어려운 경
우였다. 이 아기의 의학적 문제들은 많고 심각했다. 이 아기는 척추파열, 뇌수
종, 소두 그리고 두뇌의 기형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아기의 부모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둘 다 가슴 아픈 선택이었다. 아기는 척추상
태를 교정하는 큰 수술을 해야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수술이었고,
수술이 성공하면 복잡한 치료와 수술을 더 받으면서 고통스런 침대생활을 기
껏해야 20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수술을 포기하고 통상적인 치료
와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기는 덜 복잡하고 좀더 안락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세살을 맞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20)

의사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그리고 진지한 기도와 성찰
후에 부모들은 선택적 진료의 길을 택했다. 그들은 이것이 아기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결정에 동조했다. 그러나 모두 동조한
시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새로운 규정이 6,800개의 미국병원에 전달되었다. 그
규정은 “신체장애아기에게 젖을 주고 돌볼 때, 차별대우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
된다”는 벽보를 각 병실과 시설에 붙여 높도록 하였다.
20) ‘이분척추 혹은 척추파역은 척추가 갈라져 그 틈으로 척수가 노출된다. 이 경우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 장, 방광 등의 마비와 척추 변형이
있어난다. 의료진(Lover, J.)이 자신의 임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택적인
치료방법을 제안하였다. 생존 가망성이 없는 아디들에 대한 치료중단을 지지하며,
아기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해줘야 함을 제안했다. 이후 이에 동조하는 의료진
들이 많이 생겨나고, 영국의 보건복지부나 척추이분증협회 등도 선택적 치료를 제
안하였다(장동익 역, 2003: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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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아기 제인이 가능한 모든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가 유
린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논증들을 가지고 그 부모의 선택을 옹호했다. 첫 번째 논증들은 개인의 삶의 존
엄성과 사적인 존중 그리고 삶의 질에 기초한 익숙한 논증들이었다. 그들은 그
것이 부모의 개인적인 결정이며,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은 그저 개인적인 일은 아니다. 자녀 양육방
식이 부모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자녀를 학대하거나 소홀히 다루더라도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가
빈약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생각
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고, 장애아들과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
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기 제인의 부모들은 이런 논거들에 근거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위험한 수술을 통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
으나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안락하고 고통 없는 삶을 아기에게 주는 길을 택했
다. 비록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은 짧아지겠지만 아이에게는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고통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3) 부담과 이득
앞의 예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없을 것이다.21) 그
러나 부담과 이득이라는 두 용어는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의료진,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실천가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은 어
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첫째, 제안된 조치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위험의 부담을 아기에게 줄 것인가?
둘째, 어떤 이득이 주어질 것인가? 그 부담과 이득22)이 비교되어야 한다. 주어
21)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갈
등을 겪게 되고 거의 매일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
복지실천에 임하는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치,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와 클라이
언트 집단의 가치, 사회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가치들 간의 충돌
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치갈등은 각 체계간의 가치 상
충,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의 의무상충,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실천 결과의 모호
성,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등의 가치갈등 유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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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이득이 아동의 겪어야 할 위험과 고통의 문제보다 큰가? 이것은 단일하고
명쾌한 답을 주는 수학공식과는 다르지만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책임 있는
방식이다. 이것은 흔히 명쾌하고 단순한 해결에 이르도록 돕고, 의사결정에 있
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실천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
에서 소개한 제인도우 아기의 사례는 생명존중최우선원칙과 고통최소의 원칙
을 적용한 좋은 예이다.
이 원리를 다른 어려운 경우들에 적용하면, 의사결정자들의 도덕적 감각을
만족시키고 당사자들에게도 공정한 대답을 제할 수 있다. 예컨대 뇌가 전혀 없
거나 뇌의 중요한 부분이 없는 아기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최신 첨단의학기
술과 최고의 의료기술과 최고의 비용이 투입되는 조치들을 취해서 아기들을 살
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아기들은 의식을 회복할 수도 없고, 주의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도 없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이 인간적인 삶일 수 있는가?
이것은 부모의 부담을 더욱 더 무겁게 하고, 아무 성과 없이 유용한 의학적 자
원을 낭비하는 경우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치료는 무익하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
며, 의료진을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해서는
안 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만을 제공할 뿐인 의학적 수단의 철회 또는 중단이 가
능하다고 하는‘합리적 치료원칙’의 적용 사례에 해당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 전문가, 부모 등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주체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윤
리차원의 생명존중, 생명최우선원칙과 공리주의 관점의 고통최소의 원칙 간의
충돌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22) 부담과 이득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선
택하는 관점이 유용성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유용성의 원리란 모든 행동을 그
행동이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을 가졌느냐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시인하고 비난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를 흔히 최대다수의 최대행
복의 원리 즉 공리주의 관점에서의 적용을 의미한다. 또한 본래적 가치와 비가치
의 측정 가능한 단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복과 불행에 각각 (+)와 (-) 부호를
붙여 행복과 불행의 단위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행복 또는
불행의 단위에 어떤 특정한 견해를 전제하지 않는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
황에서 각각 대안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 된다.(폴테일러, 김영진 역,
1977 ; 구인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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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비용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조산아 및 선천성장애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
료비 지원23)을 하고 있으나 진료비를 완납한 후 퇴원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 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최
23) 추진방향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산아 및 선천성 이상
아 등록을 통한 공적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은 물론 생
명 윤리관 확립 도모, 영아 사망률 감소 및 장애발생의 조기발견, 조기에 치료함
으로써 건강 위험 요인을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 도모, 조산아 및 선천성 이상
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영아사망
의 예방 및 장애 등 저 체중으로 인한 후유증의 최소화, 적기에 적절한 의료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산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산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 및 보건소 등록 유지 등. 조
산아 의료비 지원의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
산부, 영-유아 조산아 등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조산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
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
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명
시되어 있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관할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지급 시는 보
건소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생활실태조사 및 통장 등 이웃 주변에서 생활상태
등을 확인받아 지원 필요성 있을 시 관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생활곤란자 유형
으로는 전세/ 월세로 거주,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조달해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부부가 장애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남편이
봉급생활자 또는 가계운영을 하여도 월수입이 일정액 이하로 조산아 치료비를 감
당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가정이다.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으로는 보건소 등에 조산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
비지원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
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한다. - 지원방법으로는 의료기관 또는 조산아 출산
가정의 부모 등이 신고한 조산아 중 지원을 요하는 자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건
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이 포함된 지원 결정액
등 관계 서류를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 지원절차는 의료기관 또는 조산아 부모의 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의료비
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관할 시, 도 또는 시, 군, 구청장에 지급요청: 보건소장,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
이 100만원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하
고 1인당 최고지급약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본인 부담금이란 조산아
치료에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된다. 치료도중 사망
하였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조산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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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수천만원이 넘는 전체 치료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 중증장애아동을 키우게 되는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
담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예후가 좋
지 않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태어난 조산아들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조산아 출산에 따른 지원정책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조산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
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와 사망원
인을 제거하여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장애발생을 예방함과 저소득계층의 의료
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 신생아의 치료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다. 사회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 즉, 자원의 배분24)의 측
면과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측면, 특별히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사
회적 공동책임의 가치가 본 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
24) 한정된 자원의 배분, 즉 부족한 자원의 배분을 위한 기준과 관계된 논쟁은 분배
적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분배적 정의
의 기준은 평등, 요구, 보상, 기여와 같은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된다. ① 평
등(equality)은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다. 평등을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일정한도 내에서 동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분배의 결과를 강조하
는 것이다. 즉 자격을 가진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동일 한 몫을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다. 둘째, 실제 결과보다는 자원분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를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이 있다. 잠재적인 수혜자들은 서비스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
는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추첨 등의 방법을 통
한 무작위 선정방법이 있다. 이 역시 기회의 평등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② 욕구에 의한 분배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
해 자주 활용하는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책임을 지닌 자가 가장 요구가 큰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욕구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
해지며, 제한된 자원은 이 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③기여에 의한 분배로서, 기여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첫째, 자원을 수혜자들의 기여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즉 제한된 자원은 수혜자가 기여한 만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불능
력이 있거나 관련 비용에 대한 보험료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배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종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잠재적 수혜자의 기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즉 삶의
사회적 질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들, 공동체들, 지역조직
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④보상에 의한 분배로서, 보상은
단순히 평등이나 욕구의 기준만을 고려하기보다 차별철폐조치의 원칙을 고려한
기준이다. 즉 긍정적 차별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이는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을
일반인과 비교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차별을 받아 왔으므로 이것을 보상받아야
하며, 사회복지 자원의 배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즉 차
별받는 사람,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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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특정의 문제에 쓰여 져야 하는
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적 상황에
서 의료전문가들은 어떤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가 주어질 것인가를 결정해
야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 환자를 선택하고 치료의 양을 결정할 것인가? 먼저
병원에 온 순서대로 치료를 제공할 것인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
게 제공할 것인지, 공리주의25)의 원칙대로 예후가 좋은 순서대로, 즉 치료 후에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공할 것인지, 자원분배의 원칙을 결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26)
자원배분의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동의 치
료는 우선 치료에 동원되는 기술과 장비가 최신의 의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으로 매우 비싸며 치료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하
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효과 면에서도 장애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간
주될 가능성이 높다.27) 그러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
25) 공리주의는 목적론 윤리의 범주에 속하며 의무론과 함께 현재윤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윤리설이 되고 있다. 그 취지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절충하는 데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인 것이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일반적 행복에 도덕 판단
의 기준을 두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공리성의 원리 또는 ‘최대다수
의 최대행복’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권 사상과 맞섰다. 공리주의는 ‘최대행
복’ (또는 같은 말이지만 ‘최대쾌락’)을 윤리적 기준으로 하는 윤리설이다. 이에 따
르면 모든 사람은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말은
쾌락은 분배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분배문제는 차지하고 그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벤담(J. Bentham. 1748-1832)의 공리주의
는 ‘양적 쾌락주의’라고도 한다.
26) 학자들(Engelhardt, 1973; Magnet & Kluge, 1985; Macmillan, Engelhardt &
Spicker, 1987; Steinbock & McClamrock, 1994)은 아동의 치료 혜택이 가족이 겪
는 고통이나 부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아동에게 치료가 주어지지 않
는다면 이러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가족관계가 지니는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가족관계란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돌보
아 주는 가족성원간의 애착(attachment)에 기반 한 것으로 가족의 이익을 위해 아
동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가족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이다. 가족이
겪는 경제적 손실과 부담은 현실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치료를 통해 얻은 혜택보다 가족이 겪는 경제적 손실(아동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훨씬 더 큰 것이라면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인지, 가족의 부담 또는 어느 선까지 가족이 부담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결정
하기란 매우 어렵다.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원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
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가능할 때 가
족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가벼워 질 것이다.
27) 중증장애아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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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중요성과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치료가 거부되도록 결정된다면, 사회가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동은‘쓸모없는 인간’혹은 다
른 인간에 비해서 살아 있을 가치가 덜한‘무가치한 인간’이므로 죽도록 내버
려 두는 것이 정당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28)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5) 의사결정과 기준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신생아가 죽는 편이 나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Kuhse & Singer, 1983).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신생아
가 죽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예컨대, 중증장애아동의 퇴원 후의 문제로서, 생활비용의 추가부담 증가분(가정재
정부담 및 심리적 부담분),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고가 의료장
비 등의 지원 단체가 설립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의 장애보조기 등
의 고가 의료장비지원단체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이밖에도 교육의 문제로서, 조
기교육 등의 공교육지원체계가 있지만(공적부담금 만 3세부터 18세까지는 특수교
육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만 3세까지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는
데,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중도에도 포기하려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현
재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가 있지만 아동이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가족 중 아
동의 통학 등을 위해 일인의 가족이 전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다른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아동에게 전적으로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사회
성원으로서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생계를 일인의 보호자가 생
활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도 요구되는 사항이
다.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가 인구, 제도, 계급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거 특성 지워지며 그에 따른 사회문제를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정책
이 나타난다. 이는 문화적 배경 안에서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국가 등의 재정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로서 바뀌어 진다. 외국의 경우, 희귀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
나 개인이 기부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민간기금의 구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공공기금의 조성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 대안 형성을 위한 사회운동관점에서 현대 사회는 예전
의 봉건적 가족사회 중심에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종전의 가족이 담당했
던 많은 부분 등이 제도권내로 편입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문제가 개인이나 공
공에서 부담하는 차원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며, 제도권내의 편
입을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이 또한 다수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교류와
쟁점 등이 되어 정책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28) 그리스도교 전통의 인간의 존엄성은 본래적이고, 자연적이며, 양도할 수 없다. 하
느님으로부터 창조(창세기, 1.26-27)된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인
간이 창조될 때, 이 본질적 존엄의 이유로 인해 존엄성과 그 가치면에서 창조된
우주 전체를 능가하는 인간 존재이다(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제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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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29) 논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특히 어느 한
조건체계 하에 있는 것이 다른 조건체계 하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의 두 경우 이들의 삶의 비교의 대상이 되게끔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삶이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논의는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Annas,
1981; Steinbock & McClamrock, 1994). 그러나 위의 논증은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론은 거부하는 방식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증장애신생아의
살아있음은 고통의 연속이란,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최
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구도 내리려 하지 않는 것이다.

3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결정자와 의사결정의 쟁점들과 관련한 일련의 문
제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
는가? 일반적으로 의사와 면담을 한 부모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시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생각이 논박 가능한 어림짐작에 불과하다는데에도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Gaylin & Macklin, 1982). 부모들이 사회의 나머지 성
원들과 공유되지 않는 개인적 가치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리고 이러
한 가치의 적용이 다른 신생아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신생아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그 부모들은 더 이상 적절한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의사결정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의‘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
29) Kuhse, Helag & Singer, Core(1983)는 빅토리아주의 소아과 의사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의 산부인과 의사와 83%의 소아
과 의사는 장애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외 1990 캐나다, 1992 영국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설문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영어권 나라의 응답자 중 98%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장동익 역,2003:
153-154).
30) 예컨대 신생아가 죽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그러하
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생명은 최소한의 주관적으로 경험된 질적 수준을 충족해
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요건이 가능하지 않다면 살아 있다는 바로 그 사
실은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신생아에게 지속적인 위해가 된다. 신생아를 계
속 살려두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인격체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삶, 기회가 주
어진다면 버리고 싶어 하는 삶을 아이에게 떠맡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러한 생
명을 끝내려는 또는 죽게 방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대신하여 그 신생아가 그런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었다면 사용했
었을 삶의 질 기준을 통해 대리결정을 내려주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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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
로‘최선의 이익’은‘생명’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
근에는 삶의 질을 고려한 생명이 중요하고 신생아 또한 어떤 감각적이고 인지
적 인식능력과 즐거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삶은 일반적으로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고려되며, 따라서 신체적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신생아들은 계속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고통이 제거될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살
도록 하는 일은 아동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주제들에 대한 합의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며, 인간성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어떤 이가 인격체로 간주되기 위
해서 충족시켜야만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
한 접근이 사회로부터 동정과 관용 그리고 이해와 같은 덕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리하여 사회의 도덕적 삶을 전반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 주장해 왔다(Mitchell & Snyder, 1997).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도 한계는 있다.31) 인
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 가치의 원천이
다. 자기결정은 절대적인 권리이지만 실천원칙으로써 자기결정을 적용하는 데
는 제한이 따른다(Rothman, 1989). Bernstein(1960)은 자기결정이 그 자체로서
‘최고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반면, Perlman(1965)은 자기결정

은 비록 중요하지만 10분의 9는 망상이라고 주장한다. Rothman(1989: 598)의
‘자기결정은 전문직에서 클라이언트를 궁극적으로 존중하는 것과 부합되지만

그것의 의미와 적용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결정은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딜레마 중의 하나이다(Abramson,
31)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실수나 한계보다는 장점과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전문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사회복지사 자신이 결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의존심을 증가시키고 수동적
역할을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낳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원리는 사회
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문적 관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게 된다(양옥경외,
20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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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87)이다. 이러한 어려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는 우선 지적, 정

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중증의 신생아, 이들의 예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아이의 부
모들도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
에게 선한 것과 사회에 선한 것이 다르다는 개념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을
까? 이렇듯 자기결정권에 대한 윤리적 지침과 중요한 권리임을 명확하게 정의
하는 반면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제한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
연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
난 신생아의 치료유지 혹은 치료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곤란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2) 의사결정과 실천
중증장애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학적 개입이 어느 정도나 시도되어
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의견들이 서로 갈리고 있다. 가톨릭교회
의 입장(신앙교리서: Sacred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1980)
에 따르면 중증 장애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통상적 조처들
이 취해져야 하지만 비통상적인 수단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
다. 그러나 통상적 수단과 비통상적 수단 간의 구분은 인위적이며, 논점을 회피
하고 또 너무 모호하다. 의학적 개입이 통상적이냐 비통상적이냐의 문제는 그
개입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달려 있다. 또한 통상적인
것과 비통상적인 것 간의 구분이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로 그 구분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것이 일상적인 또는 보통의 실천이 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Kluge, 1993). 그러나 일상적인 또는 보통의 실천이 도덕적으로는 불충분한 것

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진정한 문제는 보통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냐가 아니라, 아이를 계속 살리기 위한 시도들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중증장애 신생아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과 가능한 신속하게 고통 없이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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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죽이는 것 사이에 윤리적으로 유관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보
편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둘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적극
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미리 예상한 상태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살인을 범하는 것이지만, 단지 한 사람이 죽게끔 내버려두는 것은 일이 자
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Singer, 1998).
한편 또 다른 입장에서는‘어떤 행위를 삼가는 것’은‘어떤 일을 실제로 행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판단하는 처신일 수 있다고 믿
고 있다. 예컨대,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단이나 또는 생명연장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생아를 다른 수단으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그 신생아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처신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생
아의 죽음이 작위 또는 무작위에 의해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일어나는가의 문
제가 아니라, 아이를 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신생아의 죽음이 적절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
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 죽음이 초래되는 방식의 윤리적 지위에 대하여 이견을
보인다(Singer & Kuhse, 1998).32)

32) 적극적으로 생명을 종결지을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중증장애 신생아들을 구하지
않기로 또는 이들 신생아들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이 내려졌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
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신생아들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은 그들이 가진 질병의 진행
또는 조건에 있다. 즉 그 과정이 자연스레 일어나게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서는 사망의 능인은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다른 관련 대리인이다. 이런 주
장에 대한 반론은, 아무 치료도 행하지 않는 부작위와 일이 자연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둘 것을 선호하는 이들은 일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단시킬 것을 선호하는 이들은 어떤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 또는 수단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
적이다. 만약 도덕적 차이가 있다면 그 도덕적 차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의도
(intent)에 있어야 한다(Singer & Kuhs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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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쟁점
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목적과 사명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
는다는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회복지 전문직의 창시자들과 현대의 실천
가들의 뿌리 깊은 신념에 근본을 두고 있다. 본문의 주제인 신생아의 생명이나
태아의 생명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life)33)의 가치로서, 기본적인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의미 있는 삶(quality of
life)34)이 지니는 가치이다. 둘째, 자유(freedom)의 가치이다. 부모의 선택의 자

유가 지니는 가치이며, 아동의 생명의 존엄성과 아동의 보호의 가치와 함께 균
형 있는 판단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정의(justice)의 가치로서, 치료 기회의
평등, 즉 인간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 가능성을 의
미한다. 그리고 넷째, 행복(happiness)의 가치로서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의
미한다.
윤리적 딜레마는 여러 가치들이 서로 상충하게 되므로 생겨나게 된다. 한 가
치를 옹호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똑 같은 가치가 한
개인에게는 소중하지만 다른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윤리
적 딜레마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35)

33) 인간생명과 관련하여, 신성함에서 출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생명은 천명으
로서 절대적인 것이며, 인간이 임의로 조작하여 변화시키거나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신의 것이 생명을 부여한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절대성을 지닌 것을 의미함. 또한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수정에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인간에 대한 불가침성의 표징으로 요구됨(이동익,
2007; 59-61).
34) 이동익(2007)은 삶의 질이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
며, ’삶의 질‘이라는 판단 기준이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삶의 질‘보다는 생명윤리의 그리스도교적 기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생
명의 신성함‘ ’생명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35) Loewenberg & Dolgoff (1996)는 윤리적 의무들이 서로 갈등적인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윤리원칙
준거틀’을 위계서열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윤리원칙 1은 원리원칙 2-7보
다 상위의 원칙이며, 윤리원칙 2는 윤리원칙 3-7보다 높은 위계서열에 있다. 어떤
실천 상황에서든지 우선 관련되는 윤리원칙과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한
다. 윤리원칙 준거틀은 ①생명보호의 원칙 ②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③자율성과 자
유의 원칙 ④해의 최소화 원칙 ⑤삶의 질 원칙 ⑥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⑦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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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강령, 특별히 중증장애 신생아 치료
나 중증장애가 예상되는 태아의 낙태 등과 관련된 윤리강령36)의 내용을 검토함
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의 가치에 합당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
되어야 하는 가를 분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래적인 존
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기결정
권37)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선택
각각의 전문가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전문가 윤리강령의 내용이 상이하듯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의료진의 윤리적 의사결정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개
실성과 완전개방의 원칙
36)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중증장애 신생아의 치료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 되는 항
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회복지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에 기반 하
거나, 다른 어떤 기호에 기반 하거나, 개인적으로 특성이나 상황, 지위에 기반 하
여 클라이언트를 차별(discrimination)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②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위험 가
능성과 권리, 기회 및 의무와 관해 알려주어야 한다. ④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⑤다른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대행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과 함께 노력
하여야 한다. ⑥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시민권이나 법적 권한에 위배하거나
감소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⑦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이 그들이 필요
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사회복
지사는 모든 개인들이 최대한의 선택권과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회의
불이익이나 억압받는 집단과 개인의 편에서 활동해야 한다.
37) 윤리강령에 나타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살펴보면, 한국의 윤리강령 II-1-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윤리강령, 1.02 자기결정,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향상시켜야 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심각하고, 예측가능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 행동이나 잠재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1.14 의사결정능력
이 없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클
라이언트를 대신할 때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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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가치를 명료화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이
익을 보호해야 하며 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
단해야 한다.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아동의 이익을 위해 신생아를 옹호하는 입
장을 취해야 하는가? 수술을 통해 아동이 얻는 혜택에 비해 부모와 가족의 고
통과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
택을 격려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인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일차적인 의사결정권자
가 되는가?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서는 심각한 중증의 장애신생아가 그 가족들에
게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과
해야 하는가? 또 이러한 아이의 출생이 사회자원에 미치는 부담에 어느 정도나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회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성원
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회는 어떠
한 도덕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다.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우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이 어떤 지표라 하면, 사회복지사는 일관
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해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
이다. 한 아이의 출생은 그 아이를 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을 불
러일으킨다. 장애와 곤경이라는 변수가 추가된다고 해도 본능적인 반응의 강도
를 더 높일 뿐이다. 이는 가족의 수준에서든 사회의 수준에서든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해악을 예방하고 적어도 그 심각성과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거의 불가항
력적인 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곤경이 부모 또는 사회의 곤경과 혼
동되어서는 안 된다. 후자의 가치, 즉 부모나 사회의 곤경이 아이들의 권리 자
체를 제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한다.38)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윤리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오히려 단순
38) 이와 같은 쟁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할지
라도 이것이 그 쟁점들이 명료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기 다른 고려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충되
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비극이 윤리적인 재앙의
경우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신생아들은 생명이라는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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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컨대 부모의 옹호자 혹은 아이의 옹호자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때 부모
의 선택의 자유가 우선되고 결정권이 부모에게 주어진 경우, 사회복지사는 부
모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들을 제공하고 각 대안
이 지니는 장, 단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가로서의 역
할을 하게 되며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견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결
정은 부모가 내리는 것이며 부모의 결정이 사회복지사의 견해와 반대되는 것이
라 할지라도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위기상황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거나 부모의 이익과 아이
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
우 부모와 다른 의료전문인 간에 협조적인 결정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부모의
의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종교적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모
아져서 토의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의견,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협력적인 결정과정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다시 누가 궁극
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부모의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이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다루어진 것이며, 반면에 부모가 아닌 결
정방침이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주어진다면 부
모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39)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존엄성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강조에 더하여 이러
한 원칙들은 사회복지사의 신생아를 옹호하는 입장을 정당화 해 준다. 그러나
신생아의 옹호자로서의 입장은 여전히 명확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이의 장애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준을 설정하
는 것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복
잡한 문제를 남긴다.
39)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관한 NASW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원칙은 다음
과 같다. ①사회복지사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에 기반하거나, 다른 어떤 기호
에 기반을 두거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 지위에 기반을 두어 클라이언트를 차별
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②다른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권한
을 대행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 기회
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모든 개인들이 최대한
선택권과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회의 불이익이나 억압받는 집단과 개
인의 편에서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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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의 질은 부모와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 증증장애아를 돌보는 일은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논
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증장애아를 돌보는 일은 가족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은 아동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가족의 결합된 이해관계, 즉 아동
에게 가능한 혜택과 가족의 예견되는 부담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
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미래에의 예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Ⅳ. 결언
지금까지 생존이 불가능한 신생아의 치료문제 즉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
서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인
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직면한 사회복지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첫째, 이해가 서로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가치에 우선
권을 두어야 하는가? 둘째, 누구의 이해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혹은 누구를 위
해 일해야 하는가? 셋째, 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
윤리적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입장은
부모로 하여금 치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양육
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모의 삶의 결정에 의해 커다
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택은 부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 부모의 결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부모의 선택의 자유
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부모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부모가 이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적 책임을 지니며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부모가 치료를 선택한 경우나 치료를 거
절한 경우에 적용된다. 아이의 최소한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치료를 거절하는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아이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없다면 부모의 결정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윤리적인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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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의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가족배경이나 생활경험은 강하게 삶의 질과 특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 자신이나 주위에서 중증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경험을 가졌다면 자신의 경험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
나 이 또한 윤리적인 실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
의 윤리적 입장이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평가하는 계속적인 자기훈련과 자아인
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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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Issues in Practice
with Severely Disabled and Impaired Infants
Oh, Hea-kyung
(Pr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article have attempted to clarify complex arguments about a very
emotive and painful issue in contemporary society. Ironically, both who
oppose and those who advocate prenatal diagnosis or the treatment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impaired

infants

can

make

the

mistake

of

exaggerating the potential of screening to detect and eliminate disabled
children. Genetic intervention is not the solution to the disability problem,
nor is it a significant threat to disabled people. Therefore, while interesting
dilemmas are raised, in terms of disability rights this option seems less
problematic than existing prenatal diagnosis and the treatment for the
severely impaired disabled infants. It conclude that however, the privacy of
those faced with these difficult decisions should be respected, and their
autonomy supported. Everyone has an interest in helping prospective
parents make better decisions, which they are less likely to regret at a
future date. We should be on hand to offer counselling, good quality
information and support, but we should not venture to dictate where the
duties of prospective parents may lie.
key word : disability, infant with disability, social work practice with severely
disabled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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