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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철학
치과의사의 윤리를 중심으로
강신익*

생명의료윤리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고 한

명의 정의와 가치에 큰 혼동이 발생하게 되었

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나라 의료계는 수많은

다

스캔들을 경험했고 그 와중에서 격렬한 몸살을

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이렇게 수많은 의

앓았다

사와 국민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

이 시기는 생명의료윤리를 확립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불

우리나라가 낙태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공

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강력히 집

신의 나락에 빠져 의료업이 상업적 사업으로

행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많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노

발생한 중요한 시기이었다

력도 없다

1989년에는 의료

보험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국민

그것을 고쳐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법보다도 엄격

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의 정부 들어서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 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어 단일 조직체계를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갖는 건강보험시대가 열렸다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오히려 일상적으로 법을

이런 와중에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

는 진료와 조제를 분리하고 의약품의 유통구조

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죄로

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려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의사들은 비로소

고 하지만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역

법과 현실의 괴리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

사상 유래가 없는 전국 의사의 파업 사태를 초

기 시작한다

래하고 만다

첨단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그 적

한편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생

용가능성 또한 격렬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
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인제대학교 의학과 교수 (의사학 및 의료윤리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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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양 돌리와 연이어 한국에서 태어난 복제

다

소 영롱이는 이러한 생명공학이 우리와 그렇

으로 인해 생명의료윤리 일반에서 잘 다루지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않았던 문제들을 조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

준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유전자가 똑같은 인

명의료윤리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간을 여러 명 탄생시킬 수 있는 날도 멀지 않

점이다

은 것 같다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줄기세

에서 치과의사의 윤리를 논함으로써 자기중심

포 연구는 의학자들이 좀더 직접적인 관심을

의 잣대로 모든 사실과 가치를 재단하려는 유

갖는 분야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전통적

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성과 일반

생명의 개념과 상충된다는 데 있다 침해할 수

성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에서 늘 문

없는 고귀한 존재로 생명을 바라보는 전통적

제가 되고 있는 과제이며 이러한 관계는 생명

가치와

의료윤리와 치과의사의 윤리 사이에서도 그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생명공학

의 입장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간격이 있다

둘째는 치과의사의 윤리가 가지는 특수성

셋째는 생명의료윤리 전반의 맥락 속

로 성립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간격이 단순한 물리적 간극이

1 생명의료윤리의 기원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간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의료계의
윤리를 확립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적·철학적 의미를 살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

피려면 먼저 그 말이 성립한 배경과 변천과정

다

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한 시점 한

그 말의 현재적 의미를

공간에 고립되어있을 수는 없다 그것 역시 역

그대로 고대에 투영하여 당시의 사료를 해석

사와 문화의 누적적 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려고 한다면 당시의 생생한 삶의 현장감은

따라서 우리시대의 생명의료윤리를 확립하기

현재의 시각에 의해 상당부분 가려지거나 왜

위해서는 그것을 있게 한 시간적·공간적 맥

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글의 제목을

락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치과의사 윤리의 역사와 철학 이라 하지 않

이 글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생명의료

고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철학 이라 한 이

윤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

유는

한 것이다

이 출현한 것이 불과 몇 백 년 전의 일이므로

그러기 위해 생명의료윤리가 걸어

현재적 의미의 치과의사라는 직업집단

온 길을 되짚어보고 그 시기 그 공간에서 형성

최근 수백 년간의 현상을 기준으로 과거 수천

된 생명의료윤리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밝

년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히어 이를 당시 시대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살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펴봄으로써 지금 여기에 적합한 윤리사상을

사적 현상은 사회일반의 가치와 관행의 맥락

구성해보려고 한다

에서 파악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마찬가지

생명의료윤리라는 역

이 글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중에서도 특별히

로 치과의사의 윤리도 생명의료윤리의 맥락에

치과의사의 윤리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서 파악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의미가

다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필자 자신이 치과의

는 문화적 개념이 생기고 발전해온 과정으로

사이고 주요 관심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이

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생명과 의료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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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나타내는 일반적 상황을 검토해본

리타분한 유교며 도교의 가치를 들먹이느냐고

다음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것들이 어떻게 치과의사의 윤리와 만

문화적 전통의 가치는 그

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의사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시절 방영되었던 드라
마

1) 윤리와 도덕

허준 이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은

역시 대

중이 전통적 가치에 의존한 도덕적 상상력을
사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편 도

생명의료윤리를 논함에 있어서 전통의 가치는

덕(道德)은 좀 더 추상적인 가치를 가지는 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범으로 여겨진다

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윤리

윤리(倫理)라는 말을 문자대로 풀이하면
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이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는

이처럼 추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사상은

공리주의와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매

하지만 이 말들에는 단순한 어감의 차이 이상

몰되어 가고 있는 서구의 윤리사상이 가진 한

의 커다란 문화적 전통이 숨어있다 윤리가 유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교적 전통을 계승한다면 도덕은 도교적 세계

있다 2)

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라

2) 생명과 의료의 윤리

는 말 속에 인의(仁義)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적 가치와 신분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현실
적 논리가 숨어있다면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면

도덕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생태적이고 이상적인 세

사회의 구성원이 신봉하고 있는 가치를 체계

계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윤리의식

윤리와 도덕의 관계는 대칭적이면서도 상보적

이라고 하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체계를 말하며

이다 1)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가치
를 받아들여 산업화에 성공한 마당에 무슨 고

공직자 윤리

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치의 체계를 말한다

생명의료윤리라고 하

1) 윤리와 도덕의 영어 번역어는 이와 무척 다른 어원을 갖고 있다 윤리의 번역어인 ethic은 본래 사람의 성격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며 도덕의 번역어로 쓰이는 moral은 습관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용법에서는 이러한 어원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도덕적(moral)이라고 할 때는 특정 상황
에서 내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뜻하는 반면 윤리적(ethical)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들에 관한 체계적 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Rules JT and Veatch RM Ethical Questions in Dentistry Quintessence
Publishing 1993 p 40 ) 이 글에서는 윤리를 실천적 규범으로 도덕을 가치 지향적 규범으로 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문화와 생명의료윤리에 대해서는 Fox RC and Swazey JP
Medical Morality is not Bioethics
Medical Ethic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27(3) 336 360 1984
Qui Ren Zong Medicine the Art of Humaneness on Ethic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Journal of
Sidel VW and Sidel R
Medicine in China Individual and
Medicine and Philosophy 13 277 300 1988
Society
Hastings Center Studies 2 23 36 1974
Guo Zhaojiang
Chinese Confucian Culture and the
Medical Ethical Tradition Journal of Medical Ethics 21 239 246 199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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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명현상을 연구하거나 그 연구를 통해 밝

이 형성된 과정 그리고 이 직업집단이 전문직

혀진 지식을 인간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사

의 지위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아

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와

야 한다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치과의사는 서기전

따라서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는 생

3000년경에 살았던 이집트의 헤시 레(Hesi

명의 본질적 가치를 다루는 생명윤리(bioethics)

Re)라고 한다 5) 그는 특히 이를 뽑고 농이 생

와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의료인이 가져야 할

긴 턱뼈에 구멍을 뚫어 고름을 빼내는 일에 능

가치와 행동규범을 다루는 의료윤리(medical

했다고 한다

ethics)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편 의료행위에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진료를 함께 행하였

규제가 가해지고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으므로 그를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치과의사

에게만 독점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제

로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

도가 시행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뽑고 치료하는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일에 종사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독립된 전

이렇게 형성된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을 전문

문직의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대

직윤리(professional ethics)라 할 수 있다 4)

개 대장장이나 이발사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

하지만 그가 이 일에만 전념한

이

면서 때에 따라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아픈
이를 뽑아주기도 했지만 전업적인 치과의사와

3) 치과의사의 역사와 윤리

는 거리가 멀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시장
치과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 역시 생명윤리

한가운데 진을 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떠돌

전문직 윤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이 치과의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고통을 덜어

하지만 치과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적

주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뿐 아

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치과의사의 윤리 역시

니라 환자를 불구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고

역사적 구성물일 수밖에 없으며 이 세 가지 윤

한다 6) 치과의사의 윤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

리의 요소는 역사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 모습

두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무분별한 의료

을 달리한다

행위가 만연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

의료윤리
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윤리를 이야

기하려면 먼저 치과의사라는 독립적 직업집단

계가 있었다

3) McCullough LB Philosophical Challenges in Teaching Bioethics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Medical Ethics
and its History for Bioethics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7 395 402 2002
변순용은 생태학적 윤리 안에 생명윤리를 생명윤리 안에 생명의료윤리를 생명의료윤리 안에 고전적인 의료
윤리를 포함시킨다 변순용 쉬바이처 생명윤리에 나타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연구 제1회 ELSI 세미나 자
료집 생명윤리의 이론과 실천 2002 수록 논문
4) McCullough는 의료윤리와 전문직윤리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전문직윤리(professional medical ethics)라 부른다
위 논문 p 395
5) Ring ME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Abradale Press 1985
6) 16~17세기에 그려진 풍속화 중에 돌팔이 치과의사를 주제로 한 것이 무척 많이 남아있는데 이는 이미 당시에
도 돌팔이 치과의사의 폐해가 많이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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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치과의료 행위가 전적으로 이러한

있었던 것이다

돌팔이들에게만 맡겨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거나 도제제도 속에서

2 고대와 중세의 생명의료윤리

외과술을 익힌 의사들이 치과의술을 연구하는

의무론 목적론

수양론

경우도 많았다 치과의술은 의사(physician) 외
이발외과의(barber surgeon)

과의사(surgeon)

이발사(barber) 대장장이

그리고 그밖에 여러

역사 이래로 법과 윤리는 인간의 행위를 규
제하는 중요한 요소이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집단들이 나름대로의

관계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었

방식으로 행하고 있던 다양한 행위를 총칭하

으며 지금도 지역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성

는 것이었다

격이 많이 다르다 제사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

그러다가 1728년에는 최초의 본

격적인 전문치과의학 서적으로 알려진 피에르

고 의(醫)와 무(巫)가 일치했던 원시시대에는

포사르(Pierre

모든 일이 초자연적 힘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

Fauchard)의

Dentiste 7)가 발간된다

Le

Chirugen

이로써 치과학은 외과

학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

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그러나 정식으로

위해서는 그 초자연적 힘을 표상하는 어떤 절

의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나

대적 권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

머지는 여전히 특별한 교육도 없이 가업을 물

힘을 체현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나 무당이었

려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을 것이다 이 제사장이나 무당은 동시에 정치

교육수준

이 높은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

적 지배자이며 의사이기도 했다

기를 원했고 그 방편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윤

시대의 생명의료윤리는 수평적 계약의 관계보

리지침을 제정하여 무자격자를 최대한 배제하

다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려고 하였다

윤리 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치과의학의 전문

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따라서 원시

초자연적 권위의

돌팔이 시술자들로

그러나 자연현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축

부터 환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적되자 그 자연현상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나

치과의술이 갖는 경제적 매력 때문이기도 했

타난다는 자각이 생기게 되었고

다 8) 아무튼 치과의학은 이러한 개혁가들에

복잡해지자 그 사회에 일정한 규율을 부여하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간다

사회가 점차

여 인간의 행위를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치과의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문직의

되었다

초자연적 권위는 점차 쇠퇴하고 제사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대체로 공식적 교육

와 정치

기관이 설립되고

현상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규제하여야 할 필

전문적 학술잡지가 간행되

의(醫)와 무(巫)가 분리되자 세속적

며 자율적 결사에 의한 윤리규정을 갖게 되는

요가 있었던 것이다

시기와 일치한다

된 법전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빌로니아의

윤리의식의 고양과 전문직

이렇게 만들어진 성문화

지위의 확보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7) Fauchard P The Surgeon Dentist or Treatise on the Teeth translated by Lilian Lindsay Milford House 1969
8) 19세기 중반 런던의 일반의들은 평균적으로 월 200~400파운드를 벌었던 반면 치과의사들은 700~800파운드를
벌어들였다는 증거가 있다 (Hillam C ed The Roots of Dentistry British Dental Association 1990 p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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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B C

1792~1750) 법전이다

눈에는

향을 미치게 된다

눈 이에는 이 로 잘 알려진 이 법조문이 강조
하는 것은 철저한

보상과 보복의 윤리 이다

고대 그리스에 이르면 법과 윤리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진다

히포크라테스(BC 460~BC

동아시아 사회에서 의술(醫術)은 일반적으로
인술(仁術)이라 불리는데

이 말 속에는 유교

적 가치관과 윤리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
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인의(仁義)를 강조하

377)의 선서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생명의료윤

는 유교뿐 아니라 생명을 중시하는 불교의 자

리는 이타적 서비스와 자율적 규제를 그 특징

비(慈悲)와 자연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도교

으로 하는

의무론적(deontological) 윤리 로서

적 무위(無爲) 사상의 전통 또한 강하게 남아

오늘날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의 뿌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윤

가 되었다

리사상을 어떻게 조화시켜 주체적 사상으로

그러나 이 선서가 당시의 사회적
예컨대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생명의료의 영역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선서의 내용

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은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가 용인되던 고대

도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일반적 관습에 반하는 것

동아시아의 전통 의학이 성립한 것은 대체

이었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다 9) 그러므

로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체계가 성립한 시기와

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당시에 통용되던

일치하지만

일반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보다는

생명

생명윤리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보이는 것은 6~7세기경 손사막(孫思邈)이 쓴

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그 생명의 가치에 봉사

천금방(千金方)에 나타나는

할 것을 강제하는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을 논함(論大醫精誠) 이란 글이 처음이다 10)

선언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생명은 천금

있다 이 선언은 신과 환자와 스승과 동료의사

보다 귀하다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윤리적 논

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윤리이다

의의 중심을 이룬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동시대의 철학자인 플라톤(Plato B C

이 윤리기준들이 요구하는 바는 히포크라테스

427~347)에게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의무보다

의 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

추구해야할 가치가 더 중요했다

겠으나 윤리사상의 측면에서는 크게 구별되는

그리하여 그

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德)을 강조하는

점이 있다

윤리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사의

ethics)는

이 덕 윤리(virtue

사람 몸의 요구에 봉사하는 의학의

먼저

훌륭한 의사의 정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의

행위 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

논대의정성은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자세 를

근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덕성을 개발할 것을

강조한다

히포크라테스가 낙태를 금지하고

강조하는 목적론적(teleological) 윤리 이다 이

환자의 비밀을 지키며 스승의 자제에게 무료

처럼 의무론과 목적론은 고대그리스 윤리의

로 의술을 가르치겠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

두 축이었으며 이후 서양의 윤리사상에 큰 영

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반면 논대의정

9) Baker R
The History of Medical Ethics in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Bynum WF
and Porter R eds Routledge pp 852 887 1993
10) 신동원 한국 의료윤리의 역사적 고찰 의사학 9권 2호 163 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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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환자에 대한 자비롭고 측은히 여기는 마

로 강조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장에

음(大慈 惻隱之心)을 발휘하여 사람의 고통을

서는

다 구원한다는 서원(誓願)을 세워야 한다든가

내용 생명윤리

어떠한 욕심이나 바라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기서 논의한 세 가지 사상적 토대 의무론

오직 자신의 덕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등 그

적론

내용이 무척 포괄적이고 추상적임을 알 수 있

적 전개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생명의료윤리의 세 가지
의료윤리

전문직 윤리 과 여
목

수양론 를 염두에 두면서 실제의 역사

다 이러한 생명윤리의 전통은 조선조 세조 임
금이 저술한 의약론(醫藥論)에도 그대로 이어
진다

3 근대적 생명의료윤리사상의 대두

그는 의사를 9종류로 나누는데 그 최고

의 경지는 인위적 노력 없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무심지의(無心之醫)

그 다음이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心醫)라고 한다

의사의 수양의

정도와 인간됨됨이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상을
수양론적 윤리사상 이라 부를 수 있다
서구의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동양의 수양론이 그것이다

시의 사회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보아
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의무론에

서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가치의 체계를 받아

각 조문의 의미는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이 같지 않다 예컨대 자
유인과 노예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이
미 그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던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야 제대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들이고 그에 맞춰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
며

히포크라테

스 선서는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적 선언이지만

이상을 정리하면 생명윤리사상의 세 가지
뿌리가 드러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는 당

서양의학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

목적론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주체인

대로부터 과학혁명과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

몸의 요구에 봉사한다는 의학의 궁극적 목적

던 17 18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대체로 체액설

을 중심으로 행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윤리

에 근거한 고대의학이 지배하던 시기였으며

사상이다

수양론에서는 생명을 지키고 고통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

을 구제하는 행위의 주체인 의사에게 초점을

던 시기였다 의술을 행하는 의사도 신분적 질

맞춰 필요한 모든 능력과 덕을 내재화할 것을

서에 따라 내과의(physician)

외과의(surgeon)

요구한다

이발 외과의(barber surgeon)

이발사(barber)

생명의료윤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사
상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약종상(apothecary) 등으로 구분되어 내과의는

의료인의 의무를

주로 왕족이나 귀족에게 봉사하고 나머지는

명문화한 윤리지침에만 집착하여 그 지침의

주로 서민과 함께 하는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

인간적·사회적 맥락을 놓쳐서도 안 되고

었다 물론 이런 분업구조가 그렇게 견고한 것

무

슨 수를 써서라도 병만 고치면 된다는 목적지

은 아니었지만

상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의료란 것이

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본질적으로 인간적 교류의 행위이므로 인간적

내과의들은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신분과 생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

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수공

한 윤리적 명령이다 하지만 역사적 시기와 문

업자나 농민 부랑인 등을 위한 의료활동을 벌

화에 따라 이러한 세 가지 토대 중 무엇이 주

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왕실과 귀족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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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이발외과의

이다

귀족은 내과의사의

후견인(patron)

역

등은 최소한의 교육만 받은 상태에서 대다수

할을 했던 반면 서민들은 이발외과의의

무지한 서민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벌였다

(client) 이었다

내과의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후견인(patron)을

예절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상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의학의 내용도 현학

발외과의는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팔아 그

적(衒學的)이어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했기 때문에 주로

제

한된 수의 귀족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했기 때문

고객

따라서 내과의는 귀족에 대한
이

상업적 동기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에 진료의 내용도 환자가 중심이었을 것이다 11)

근대적 의료윤리는

의학에 과학적 방법이

그러나 이발외과의 등은 주로 떠돌이 생활을

도입됨으로써 내과와 외과의 전통적 구분이

했으며 진료의 내용도 상처를 꿰매거나 이를

무너지고 신분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후견인과

뽑는 등 당장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시

의사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적(顯示的)인 것을 위주로 했다

성립한다

진료의 장기

이제 의료관계는 개별적 인간 사이

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환자보

의 예절이나 상업적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성

다는 술자의 편이를 위한 시술이 많았으며 과

격의 의사집단 사이의

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로 전환된다

로도 용납할 수 없는 시술이 많이 행해졌다

개별적 인간관계에서 집단 사이의 관계로 중

근대적 의미의 생명윤리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했다

즉

신

분제의 전통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도래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인해 종교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이렇게

심이 이동하자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구체
적 윤리강령이 필요하게 된다
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이러한 필요성
토마스

퍼시벌

(Thomas Percival)이 1803년에 발표한

의료윤

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세속적이

리(Medical Ethics) 12)이다

고 기계적인 세계관이 그 자리를 대신한 문화

료윤리(medical ethics)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적 변화는 근대적 생명의료윤리의 발전과 밀

다

접한 연관을 갖는다

는 비공식적인
서의

여기서 그는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하
명예

대신에 전문직업인으로

의무 에 근거한 공식적인 윤리강령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1) 예절에서 윤리로

그는 이 책에서 의

개인윤리가 집합적 윤리

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 문서의 주요한 특징
중세의

내과 의사들은 개별적으로 왕실이

중 하나는

주어를 일인칭(나는

우리는)이 아

나 귀족에 봉사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였으

닌 삼인칭(의사들은)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며

는 지나친 주관성을 털어내고 최대한 객관적

일반 대중의 의료서비스는 이발외과의 등

교육수준이 낮은 직업집단의 몫이었다

환자

와 의사의 관계도 신분에 따라 무척 달랐을 것

이

인 윤리기준이기를 원했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문서는 1847년 미국의사

11) Jewson N D Medical Knowledge and the Patronage System in 18th Century England Sociology 8 369 85
1974
12) Baker R
Bioethics and History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7 447 47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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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AMA)가 윤리선언을 기초할 때 중요한

때까지 천 수백여 년 동안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거의 모든

아무런 의심 없이

이러한 고대의학에 근거한 의

의료인 단체가 이와 비슷한 자체 윤리강령을

료행위의 효과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지

가지고 있다

극히 미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
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2) 도덕에서 계약으로

자율성의 윤리

더구나 이발사나 대장장이 등 무자격자들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됨에 따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대표되는 고대의 의료

라 의료행위의 도덕성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

윤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이고 스

하게 되었다

의료윤리에서 도덕적 냉소주의

스로의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명의 가치

가 만연된 시기였다
이러한 도덕적 허무감은 의학에 과학적 연

에 봉사한다는 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의사는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있

구방법이 도입되고 질병의 미생물원인설이 확

었으며 의사라면 누구나 자연철학자로 인정되

립될 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

었으므로 사회적 지위도 높았을 것이다

따라

신과 항생제가 개발되어 실제로 많은 생명을

서 고대의 의료윤리는 의사 개인의 학식과 도

구할 수 있게 되는 19 20세기에 이르면 완전히

덕성이 중심이었다

반전된다

이러한 전통은 소위 온정

의학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의

적 간섭주의(Paternalism)이라는 형태로 지금까

사의 권위와 도덕성도 고양된다 이 시대의 의

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료윤리는 의학과 의사의 과학적 권위로 상징

이 전통에 따르면

학식과 도덕성을 겸비한 의사만이 환자에게

된다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환

79)는 자신의 구조기능주의 사회이론에서 의사

자나 보호자는 의사의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에게 부여된 과학적 권위를 그대로 사회적 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믿는

능으로 번역해낸다

다

는 사회라는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는 데 필

이러한 전통은 천금방이나 논대의정성에

보이는 동양의 전통적 의료윤리 사상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의사

과도 일맥상

요한 도구이다

1902 19

이 이론에 의하면

의사

이 시스템에서 환자는 질병에

서 회복되어 일터로 돌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
며 의사는 환자가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역사 속에서 많은 굴

역할을 한다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고통을 어

곡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도 상당히 다양하다

루만지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이기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1000여 년 동안

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도구에 머

의학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다

문다

스에서 갈레노스(Galenos

히포크라테

129 200/210)로 이

어지는 사체액설에 근거한 의학체계는
켈수스(Paracelsus

파라

1493 1541)가 갈레노스의

이제 의사는 사회와의 계약에 의해 그

사회의 작동을 돕는 기능을 부여받으며 환자
개인의 의지와 욕구는 대체로 무시된다

온정

적 간섭주의의 틀은 유지되지만 강조점은 환

의학교과서를 불태우고 베살리우스(Vesalius

자의 복지보다는 사회시스템의 유지에 두어진

1514 1564)가 갈레노스의 개념적 해부학을 무

다

너뜨리고 사실적 인체 해부도를 완성(1543)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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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권력에

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의료윤

대한 반항의 기운이 싹트던 때였다 미국을 중

리에서의 변화는 그 자율성의 주체가 의사 쪽

심으로 일어난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학생운동
동

유럽의

에서 환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군파로 상징되는 일본의 좌익운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

히피운동 등은

3) 전문직윤리

책임의 윤리

모두 기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의료계

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70년

이러한 계약적 의료관계는 합리적이기는 하

사회학자 프라이드슨(Freidson)이 최초로 의료

겠으나 인간의 내밀한 부분에 관여하며 인간

전문직의 신뢰성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회학적

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료의 본질적 이념과

비판을 담은 책13)을 출판한 이래로 많은 사회

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학자와 문명비평가

유대와 보살핌이라는 의료관계의 본질적 요소

역사학자

좌익이론가

인류학자

철학자 등이 현대의학의 순수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

따라서 인간적

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
하고 공정한 의료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

향은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권위주의적 문

운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화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비자권익운동

적 간섭주의의 가부장적 권위(의사)와 인간적

환자권리운동 등으로 나타난다

요소를 회복하면서도 자율적 결정의 권리(환

이제 환자는

잃어버렸던 온정

더 이상 모든 결정을 의사에게 위임한 채 조용

자)를 보장하고

히 지시에 순응하기만 하는 의료행위의 얌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 제시된 윤

한 대상이 아니었다

리가 전문직 윤리이다

20세기 말의 의료윤리에

양자간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의료윤

서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환자의 자율적 결정

리가 환자와 의사간의 인간적·의료적 관계를

권이란 사실은 그래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둘러싼 규범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제 의료관계는 더 이상 의사의 도덕적 동기

는 집단으로서의 의사와 환자 그리고 사회 사

에 의해 행해지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의사와

이의 윤리적 약속이다 집단 사이의 약속이 이

환자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와 금전을 주고받

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구성원들

는 관계가 된 것이며 의료윤리는 이 거래에 공

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필요하다

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환자 집단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율적 결정권

로써 의료관계는 도덕적 신뢰관계이기를 멈추

을 주요 가치로 주장하면서도 인간적 의료관

고 법적 계약관계로 변질되었으며 의료윤리학

계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한다 의사 집단은

은 의료법학으로 환원된다

급격히 증가하고

의료관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진료비의 허위과다청구의

환자에게 이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

혹 의사의 파업 등은 이러한 관계변화를 보여

서도 의학적 권위라는 가치만은 잃지 않으려

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다

고 한다 전문직 윤리는 이러한 도덕적 이해관

있는 의료과오소송

자율성의 윤리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윤리

13) Freidson E

전문직 윤리

계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Profession of Medicine A Study of the Sociology of Applied Knowledge Harper & Row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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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윤리는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가지
고 있다

먼저 의학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이고

지는 탄력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대가

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

난해하며 의례적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

된다

려운 지식체계이며 의사만이 그것을 가지고

이라는 말이

있다고 인정한다(秘儀的 지식)

진 말(profess)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둘째

의사들

전문직을 의미하는 프로페션(profession)
대외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을 가
이타적 이념을 대외적으로 선언함

은 그러한 지식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환자와

바가 크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선언한

으로써 스스로의 실천을 담보하고자 했던 것

사람들이다 14)(이타주의적

이다

이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의학과 의료에 관

자율성의 윤리가 권리의 윤리라면 전문직

한 결정을 의사들에게 위임하고(자율적 결정

윤리는 책임의 윤리16)이다 전문직윤리를 일반

권)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표하며 일정 정도

적 직업윤리와 구별하는 것은 이처럼 적극적

의 부(富)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

직윤리는 의학지식과 이타적 서비스를 자율권

라의 의사들은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이 강

신뢰와 존경 그리고 부와 교환하는 형식을 취

령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타적 서비스정신이

한다

며 이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부적 규율

이 중에서 자율권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으며 현대로 올수록 환자

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다

내부를 규율함으로

와 의사가 나누어 가지되 환자의 입장이 강화

써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되는 추세에 있다 15) 그렇다면 전문직윤리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익을 더욱 확고하게 다

전문적이고 비의적인 지식을 통해 이타적 서

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부와 신뢰로써 보

다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그 권리를 확

답하는 도덕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할 수 있다는 역설의 논리가 적용되는 장면

전문적 지식의 습득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은

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4) 첨단생명공학과 생명윤리

결국 전문직윤리

의 도덕적 계약은 이타주의의 이념과 신뢰의
교환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

20세기는 이전 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

환은 경제적·양적 효용의 교환이 아니라 인

던 새로운 문제가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된 시

문적·질적 가치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이

기였다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에 관한 윤리

가치는 동등한 효용을 갖는 교환의 대상이 아

적·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다른 한편에

니라

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버린 인간

주고받음으로써 질적으로 더욱 풍성해

14) 일반인들은 모든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15) 소위 관리의료(managed care) 체계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의사가 자율적 결정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는 각종 행정적ㆍ절차적 규제에
시달릴 뿐 아니라 그동안 당당하게 권리의식을 키워온 환자의 도전에도 대응해야만 한다
16) 한스 요나스 알베르트 슈바이처 등은 책임의 윤리를 강조한 대표적 철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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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조작 능력으로 인해 뜨거운 논쟁이 벌
어지고 있다

1978년 영국에서 체외수정에 의

이처럼 생명의료윤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심의 영역을 포섭하면서 발전해 왔다

여러

한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탄생하고 1997년에는

문화권의 전통적 생명개념과 첨단 생명과학의

역시 영국에서 체세포복제에 의해 유전자가

생명개념이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론과

동일한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인간이

실천

복제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의무론 목적론 수양론의 전통을 가진다고 보

또한 인간의 수정란을 이용하

과거와 현재

미래에의 전망 등이 뒤섞

이 글에서는 생명의료윤리의 역사가

여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질병치료에 이

았으며 내용적으로는 의료윤리

전문직윤리

용하려는 생명공학자들과 이것을 생명파괴로

생명윤리로 나눌 수 있다고 정리해 보았다

보아 규제하려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제 이러한 전통과 역사가 치과의사의 윤

논쟁이 뜨겁다 이 모든 현상은 생명의 시작에

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 살펴볼

대한 전통적 개념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차례이다

생명의 끝을 규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무
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문제는 의료계와
법조계

4 치과의사 윤리의 쟁점들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견해가 엇갈리

며 생명의 끝을 뇌사로 보아야 하는지 심장사

역사적으로 치과의사의 윤리와 관련되었던

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장기이식의 문제

쟁점들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윤리의 일반적

와 얽혀 양상이 복잡하다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해결을 모색
하는 분야가 생명윤리이다

생명윤리는 현실

적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실천적 영역과

이 중에는 과학적 치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되어 버린 쟁
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

생명

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

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영역으로 나눌 수

라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있다

실천적 영역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노력

도 있다

생명연구의

계획과 실행을 수시로 점검하는 기관윤리위원
회(IRB

1) 치아이식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활동

각급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적 판단을 돕는 의

18세기의

유명한 외과의사 존

헌터(John

료윤리위원회의 활동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

Hunter

만 생명연구의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생

를 닭의 벼슬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한 이후

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동안은

1728 1793)가 발육중인 인간의 치아
다른 사람의 치아를 발거하여 이식

한편 철학적 영역에서는 생명연구의 전제가

하는 수술이 유행한 시기가 있었다 그는 여러

되는 개념에 대한 검토(예컨대 유기체론과 기

명의 공여자를 대기시켜놓고 첫 번째 공여자

계론의 대립) 각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의 치아가 잘 들어맞지 않을 경우 다음 순번

생명에 관한 태도의 연구(의료인류학의 영역과

공여자의 치아를 뽑아 이식했다고 한다

겹친다) 지각과 인식 등 생명 현상에 관한 철

년에서 184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국의

학적 연구 등이 포함된다

주요 일간지에는 자연치아의 공여자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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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자주 등장했다고 한다 17)

tists of the City and State of New York)를 결성

이 시술은 성공률이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질

하고 아말감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그들은 모

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중단되기는

든 회원들에게 이 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했지만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크로코 형

공공연히 인체의 부분을 사고 팔았던

초기 사례로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극히

제는 미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시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그들에게 이 값싸고 간편한 치료법을 배운 많

러나 당시에는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과연 이

은 치과의사들은 여전히 아말감을 사용했다

시술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

1839년에는 미국치과의사회(ASDS

던 것 같다

Society of Dental Surgeons)가 결성되어 학식과

American

기술을 겸비한 도덕적인 치과의사와 파렴치하
고 비윤리적인 돌팔이 치과의사를 구분하겠다

2) 아말감 전쟁(1835 1850)

고 선언하면서 아말감 반대를 주요 의제로 설
치과 치료에 아말감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정한다

1846년에는 아말감을 사용하는 회원

7세기경 중국에서 발간된 의서에서 보이기 시

을 적발해 제명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많

작한다 18) 그러나 유럽에서 아말감이 본격적으

은 수의 치과의사들은 여전히 이처럼 간편하

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들어서였다 현재 아말

고 저렴한 치료법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사

감은 가장 보편적인 충전 재료로 인정되고 있

람은 오히려 이 치료법을 적극 받아들여 금니

이것이 안전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기까

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지만

지는 엄청난 윤리적 소용돌이를 통과해야만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했다

이 재료를 치과임상에 사용하기 시작한

렬한 내분에 휩싸인 ASDS는 1850년에 아말감

사람은 크로코(Crawcours)형제로 알려진 떠돌

반대 입장을 공식 철회하고 아말감 전쟁은 막

이 치과의사들이었다

그들은 유럽에서의 성

을 내린다 19) 아말감전쟁의 여파로 최초의 치

공을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해 선정적인 광고

과의사단체 ASDS는 1856년 정족수 미달로 총

를 통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인다 그러자 그들

회를 열 수 없어 해산하고 만다
1895년 블랙(G V

의 상업적 성공에 자극된 많은 무자격 치과의

격

Black)이 새로운 아말감

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아말감은 가장 보편적

사들이 그들의 시술법을 모방한다
하지만 그들의 시술법은 지극히 조잡한 수

인 치과치료술식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20세

준에 머물러 있었고 많은 양의 수은을 아무런

기말에 이르면 또다시 아말감 유해논쟁의 불

보호조치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붙는다

이 시술법의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뒤집혀서

위험성을 알고 있던 교육받은 소수의 치과의

미국치과의사회(ADA)는 아말감의 열렬한 옹호

사들은 뉴욕치과의사회(Society of Surgeon Den

자가 되고 일부 치과의사들과 생태론자들이

17) Wynbrandt 위의 책 p 73 74
18) Ring ME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Abradale Press 1985 p 66
19) Wynbrandt J The Excruciating History of Dentistry Toothsome Tales & Oddities from Babylon to Braces St
Martin's Griffin 1998 pp 12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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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편에 서게 된다

제거하자마자 극적으로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그는 잔존된 치

3) 특허

근 주위에 남아있는 감염증이 내과적 질병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1851년 굿이어 형제(Nelson Goodyear and

이 강연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

Charles Goodyear)는 신축성 있는 고무를 단단

후 원인이 확실치 않은 질병이 있을 경우 제일

한 고체형으로 변형시키는 가황처리법을 발견

먼저 구강 내 감염증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조

했는데 이렇게 얻어진 경화 고무(Vulcanite)는

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보철물이나 치

금보다 훨씬 다루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으

아는 무조건 제거해 버리는 유행의 바람이 불

므로 특히 의치의 재료로 안성맞춤이었다

그

어 닥쳤는데 이 바람은 약 10년간이나 계속되

Cummings)라는

었다 결과적으로 이 가설은 많은 사람에게 실

치과의사가 경화 고무를 이용한 의치제작의

제적인 피해를 입혔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

모든 과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윤리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런데 1864년에 커밍스(John A

굿이어 회사에 팔아넘긴다

이후 특허권이 소

5) 바이프홀름(Vipeholm) 연구

멸되는 1881년까지 경화 고무를 이용하여 의
치를 제작하는 모든 치과의사는 이 회사에 특
허권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1930년대의 북부 유럽은 치아우식 유병율이

치과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항하

최고에 달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

였지만 굿이어는 각종 소송과 협박을 통해 특

는 공중구강보건국을 신설하고 우식예방을 위

허권을 방어하면서 치과의사들에 대한 착취의

한 대규모 연구를 계획한다 그 당시 탄수화물

강도를 높였다 이에 격분한 한 치과의사가 굿

의 섭취량이 우식 발생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

이어의 대리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는 했으나 완전한

이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번진다 20)

의견일치에 이른 것은 아니었으므로

탄수화

물 섭취를 줄이는 우식예방 캠페인을 강력하

4) 국소감염설

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증거가 필
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10년에 걸쳐 바이프홀름 정신병원의

영국의 내과의사 헌터(William Hunter)는 19
10년 맥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감염증에 대한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성분과 형

강연을 하면서 미국의 치과의사들을 맹렬히

태의 음식을 공급한 뒤 우식의 발생률을 비교

비난한다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1945 1954)

그는

많은 내과적 질환이 잘못된

치과치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원인불

이 연

구 결과는 많은 우식연구가들이 즐겨 인용하

명의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 중 많은 수가

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불량보철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보철물을

으로 한 비윤리적 연구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20) Ring 같은 책 p 24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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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단된다 21)

거나 상수도에 불소를 넣는 것은 강제적 투약
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6) 광고

라든가

음용수를 오염시키려는 공산주의의

음모라든가
의료광고의 문제는 치과의사의 윤리 중에서

불소가 우식을 감소시킨다는 주

장은 연구결과를 왜곡한 결과라는 등 다양한

도 가장 뿌리가 깊고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논리를 동원하여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치과

치과의사가 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치과

전문직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다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치과의사로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

사업을 선전해야 했을 것이다

면서 설득하려고 하지만 반대론자의 불신을

그러나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면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허를 취득한 자만을 치과의사로 인정하게 됨

8) 첨단 유전공학의 윤리

에 따라 의료광고는 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게 되었다

자격증이 광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첨단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를 치과 영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의료

응용하려는 노력은 아직 극히 초보적 수준에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윤리지침을 가지고

머물러 있다 구강과 악안면 영역의 형질을 발

의료업을 상업적 행위와 구분함으

현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는 약 300종정도일

있는 것은

로써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이 밝혀진 것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기

이중에서 그 구조와

때문이다 현재 치과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7) 상수도수 불소화

유전자 검사로는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
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PST 검사가 유일

불소와 치아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이미 19

한 것이다 22)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러

맥케이(Frederick McKay)가 콜로라도에서 반점

가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먼

치와 상수도수 불소농도의 관계를 밝혀내고

저 그 검사 결과가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세기말의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1945년 처음으로 인위적인 상수도수 불소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개인에 대한 유전정보

시작된 이래로 이 문제는 다양한 논쟁을 불러

가 노출될 경우 그 개인이 입게 될 유형·무형

일으켰다

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소반대론자들은

불소가 물을 오염시킨다

이밖에도 윤리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으

21) Krasse B
The Vipeholm Dental Caries Study Recollection and Reflections 50 Years Later
Journal of
Dental Research 80 1785 1788 2001
22) Hamilton J
Dental Implications of the Human Genome Project Canadian Dental Association Journal 29 35
4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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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허위과다청구의 문제

약품이나 재료의

선택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문제

라운(Solyman Brown)이 자신의 잡지에 발표한

카이로프랙

전문인의

도덕(Professional

morality) 이라는

틱(Chiropractic) 등 정통치료법이 아닌 술식의

글이 아닐까 여겨진다 여기서 그는 무지와 무

수용문제

분별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소개하면

허식에 물들어 있는 돌팔이 치과의사들

서 주고받는 이권의 문제 과잉치료의 문제 등

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과학으로 무장한 새로

이 있을 수 있다

운 치의학이 이러한 악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
라고 예언한다 23) 그는 치의학이 과학이 되면

5 치과의사 윤리의 실천방식

비윤리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이 각종 허위 과장광

치과의사의 윤리를 논하려면 무엇보다도 치

고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자 미국치과의사회

과의사라는 직업군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American Dental Association)는 1866년 의료광

추적해 보아야 한다

고는 전문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unpro

역사 이래로 치과의술은

다양한 직종의 치료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으

fessional)라는 결정을 내린다

며 지금처럼 치과의사가 독립 전문직이 된 것

1882년이 되면 미국의 많은 주 정부안에 치

은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과의사의 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

이 치과의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착되기

성되며 1902년에는 모든 주가 치과의료법을

시작한 것은 피에르 포샤르의 책이 발간된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이루

1728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문적 분

어지기 이전에도 치과의사들은 자체적인 윤리

리)

규정을 만들어 스스로를 규제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나 의과와 치과의

직업적

분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19세기 이

미국치과의사회가 1865년 기초하여 이듬해 채

후의 일이며 그러한 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

택한 치과윤리강령이 대표적인 것이다

되는 것은 1825년 독일에서 치과의사 자격시

에도 치과의사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험이 치러지고

노력이 있었는데

1839년 세계최초의 치과전문

잡지인 미국치과과학잡지(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가 발간되며

이후

그 형식은 크게 두 가지 경

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40년 미국 볼티

1) 자율규제

모어에 세계최초의 치과대학이 설립된 이후의

미국의 경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생명의료윤
미국 치과의사의 윤리지침은

리에서 치과의사의 윤리를 따로 떼어 논의할

최대조직인

수 있는 것도 대체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라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의 윤리규정(ADA Prin

고 할 수 있다

ciples of Ethics and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치과의사의 윤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

과 각급 분과학회 및 단체가 제정한 윤리지침

미국치과과학잡지의 공동편집인이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법24)

며 치과계의 계관시인으로 불리는 솔리만 브

과 윤리가 구분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의 기록은

23) Ring Malvin E

A History of Ethics in Dentistry

The New York State Dental Journal Januar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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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모든 주는 치과의사법(Dental Act)

사가 무척 엄격해서 높은 학식과 도덕성을 겸

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은 주정부 안에 치과위

비한 치과의사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회(Board of Dentistry)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체의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치과의사로서는

이 위원회는 대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그

대단한 명예라고 한다

리고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25)으로 구성되며 치

의 윤리에서 ACD는 전문직의 가치를 적극적

과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

으로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ADA는 평균

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적 윤리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그리고 법은

이 위원회는 ADA 및

각급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 단

따라서 미국 치과의사

낮은 수준의 윤리를 강제하는 역할을 분담하

ADA는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신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지만 내
부적 규율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

2) 법적규제

유럽의 경우

기도 하다 이 단체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유럽의 전문직업조직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한 행동강령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이 윤리지

중앙 통제적이다

침은 주로 비첨과 칠드리스 (Beauchamp and

된 국가치과위원회(GDC General Dental Coun

Childress)의 원칙주의(Principlism) 윤리26)에 근

cil)가 치과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거하고 있는데 자율성존중

이 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선행

악행금지

영국의 경우 1956년에 설립

역

정의의 4대원칙 외에 신의(veracity)의 원칙을

시 치과의사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보조인력

추가하고 있다

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그

이 윤리지침은 모든 치과의사

에게 권고되는 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

리고 국가의료위원회(GMC

만 ADA는 이를 어기는 자를 징계할 수 있는

Council)가 추천하는 일반의사가 함께 참여한

권한을 가진다

다

ADA의 윤리지침이 치과의사의 비윤리적 행
위를 규제하는 소극적 성격의 지침이라면
1920년에

설립된

미국치과의사위원회(ACD

이 위원회는

General Medical

Maintaining Standards Guid

ance to Dentists on Professional and Personal
Conduct 28)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치과
의사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

American College of Dentists)의 윤리지침27)은

다 이 문서는 단순히 윤리적 행동을 권고하는

회원들에게 보다 높은 직업적 자긍심을 심어

데 머물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재

주고 전문가정신을 드높인다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까지 명시하고 있다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의 가입 심

이런 구조는 다른 유럽 국가도 크게 다르지

24) http //www ada org/prof/prac/law/code/index html
25)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이 위원회는 치과의사 8인 치과위생사 1인 공익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http
//dentistry ouhsc edu/board/DentalAct pdf)
26) Beauchamp Tom L and Childress James 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7) http //www facd org
28) http //www gdc uk org/pdfs/ms_full_nov200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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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프랑스의 경우 의사·치과의사·조산원

펴본 바와 같이 구미의 치과의사는 직업전문

각각의 직업윤리규정집(Code de Déontologie)은

화의 모든 과정을 온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다

해당전국협회에서 준비하고 국사원에 제출하

이발사

여 공공행정규정의 형태로 정해지며 29) 지방의

내과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경쟁 속에서 치과

사회는 지방법원의 징계권을 행사한다

의사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끌어올릴 수 있

한편

대장장이

가발제작업자

외과의사

의사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

었던 것은

지 않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

던 치과의학교육 개혁가들의 노력과

이 때 지방의사

회는 행정과 사법기관의 역할을
단체의 역할을 한다

노조는 이익

이처럼 유럽의 경우에는

윤리와 법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치과의학에 과학의 권위를 접목했
치과의

료 현장에서 수준미달의 시술자들을 배제하고
자 했던 자율규제의 전통

그리고 자체윤리규

정을 준수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
던 초기 치과의사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

6 한국적 치과의사윤리의 개발모형

능한 것이었다
한국의 치과의사는 이러한 직업전문화의 과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치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 정신에

적어도 제도적 장치의

근거한 주체적 윤리의식이 자라날 기회를 얻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지

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자

법률적으로는 의료법과 2000년

본주의화로 인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있

계의 윤리적 상황은
측면에서는

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의 규제를 받지만

치과

으면서도 한편에는 여전히 유교적 전통의식이

의사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어 지침이 될만

뿌리깊이 남아있다

한 규정은 1971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정

주체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한

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의 윤리 라는 선언적 문서가 전

우리는 이미

부이며 구체적 행동지침이 될만한 규정은 전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치과의사의 윤리 라는 선언적

따라서 한국의 치과의사가 전문직업

문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문서

성을 확립하여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려

의 정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면 위에서 논의한 외국의 역사적 사례와 우리

찾는 것이다

의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 윤리지침을 제정하

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 실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

과의사의 윤리 를

다

개정하여 한국의 치과의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혀 없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

필자는 치과의사의 윤리를 3단

가치들을 선언하고

먼저

치

치과의사 윤리선언 으로
여기서 선언된 가치들을

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어떠한 역사적·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방향을 규정한

문화적 상황에 처해있었는지를 함께 살피지

사 윤리강령 을 선포하며

않으면 안 된다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모아

그들이 걸어온 길과 우리가

걸어갈 길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

29) 강대룡 한동관 편역

프랑스의료법

동림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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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마지막으로 그러한

치과의사 윤리지침 을 제정하는 것이다

강신익∶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철학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치과의사들만의 일이

선언에 그친다면 아무런 실효가 없을지도 모

된다면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한

른다

계가 있을 것이므로 윤리학자나 시민사회단체

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의무의 실

의 대표 등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참

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입장을 대

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표하는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대중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한국의

상호적 의료관계에서는 환자에게도 의

2000년에 벌어졌던 의료대란의 상황은 의료

치과의사는 구미의 치과의사들이 통과해 온

인이 가져야 할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할 윤

직업전문화와의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적 행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기회를 주

구미의 치과의사는 스스로를 규제하는 윤리적

었다

행동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자

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율적 통제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리사상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위야 어쨌든 국민들은 의사들의 행동
새로운 윤
어떤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대의 윤리사상은 그 사회가 겪어온 역사와

대중을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살아온 문화의 산물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인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윤리규정들이 만들어지면 그 실천을

주지만 이것은 그것을 소화할 주체적 역량이

담보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우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

리나라의 구조로 보아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생명의료윤리 사

의 윤리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

상전체의 역사적 흐름과 서양의 치과의사들이

이다

걸어온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

그러나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공익을

새 시대 한국의 치

우리 자

대변할 수 있는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

신의 문화적 역량과 한계에 대한 주체적 반성

며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다

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구시대적인 권위에 안주하기보다는 대

철학적으로는 서구의 의무론과 목적론을 우
리의 수양론과 결합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서

중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확립하

구의 원자론적 인간관을 극복하여 상호적 관

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치과의사가 가져야 할

점을 회복하며 실천적으로는 환자와 더불어

윤리의식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사상의 출현을 기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치과의사 윤

대해 본다

리강령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명시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관계는 절대로 일방적

색인어

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일 수 없으며 상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사의 윤리도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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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H is t o ry a n d P hilo s o phy o f B io M e dic a l E t hic s
S e e n f ro m a D e nt is t' s P o int o f V ie w
KANG Shinik*
When we think about ethics or morals

we tend to look at them from the viewpoint of here and

now Actual implications of then and there however could be different That is why we should study
history of bio ethics along with philosophy involved in it

Bio medical ethics is situated in spatial and

cultural dimension as well as temporal and historical
Dentistry has been in a peculiar situation in that although it has evolved from the same root as
medicine

it has become separate discipline

Ethical implications of dentistry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with its mother discipline

i e

however

medicine

surgery

share the
barber

surgery and even smithery
This paper tries to grasp the main ideas of bio medical ethics from the ancient Greek and China
and picks up three of them as guiding principles
self cultivation from the east
etiquette to ethics

i e

deontology and teleology from the west and

It also tracks down the contents of modern biomedical ethics; from

from morals to contract (ethics of autonomy)

and ethic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inally it reviews and analyzes two different traditions of dental professional regulation from the
legal and ethical point of view(U S

and Europe)

and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dental ethics in Korea
Key Words∶biomedical ethics professional ethics dental ethics deontology teleology self cultivation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Ethics Inj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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