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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배경: 교황청립 생명학술원(PAV)은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황청립
학술 기구이다. PAV는 다양한 신앙을 고백하는 완화의료 전문가들을 세계 곳곳에서 초대해, 완화의료의 전 지구적 발
전을 위한 전략적인 권고사항들을 작성하도록 했다.
설계: 완화의료를 옹호하는 13명의 전문가들은 온라인 Delphi 과정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진행된 1-4 라운드
에 참여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을 명시하고 각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안했다. 각 라운드
는 이전 라운드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했으며,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
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가 13점 척도를 이용해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정했
다. 이후 각 권고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제안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완화의료 발전에 있어 지닌
중요도는 차이를 보였고, 군집 분석은 상이한 중요도에 따라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분류하였다.
결과: 1 라운드에서는 13개의 이해관계자 그룹과 43개의 권고사항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13개의 권고사항들이 가장 중
요한 것으로 선정되었고, 각 이해관계자 그룹 앞에 1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이해관계자 그룹 중 5개의 그룹은
보다 높은 점수를 배정 받았다. 이 5개의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입안자: 완화의료에 대한 보편
접근권을 보장할 것. (2) 학계: 학부생들에게 완화의료 관련 수업들을 필수과목으로 제공할 것. (3) 보건의료 실무자:
완화의료 전문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을 것. (4) 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 모든 보건의료 센터에 완화의료 약제를 보급할
것. (5) 완화의료 협회: 완화의료를 옹호하고, 정부와 협력해 국제정책 체제를 시행할 것. 본 글은 다른 8개의 이해관계
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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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백서는 합의회의 절차를 통해 마련된 PAV의 입장표명서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완화의료를 발전시킬 옹호
전략들을 담고 있다.
키워드: 옹호, 발전, 지구적, 완화의료, 입장표명서

배경(Background)
매년 2천5백50만 명의 인구가 ‘심각한 건강 관련 고통’ (SHS: Serious Health-related Suffering)을 겪으며 사망
하고 있다. 이러한 SHS는 삶을 제한하거나 위협하는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데, 추가의 3천5백만 명의 인구는 그러한
질환과 SHS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세계 인구는 적절한 치료, 돌봄, 사회적 지지를 여전히 받지 못하
고 있다.
완화의료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SHS를 완화하고자 한다.

완화의료는 기술적인 측면에 자주 치중하게 되는 현대적 의학 모델을, 보다 전인적인 인격중심 돌봄 모델로 전환시킨
다. 이로써 완화의료는 “총체적 고통”을 완화하게 된다.
충족되지 않은 완화의료 요구를 지닌 인구는 해마다 2천 6백80만 명에 도달한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매해 4천만

명이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지녔으며, 61천만 명이 SHS를 앓고 있다. 다양한 자료들은 완화의료 공급이 그 수요보다
부족함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 분야의 불평등
이슈로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비전염성질환 (NCD)의 부담률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NCD는 전체 사망원인 중 70%를 차지하며,
성인의 완화의료 요구 중 93%가 NCD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인구의 완화의료 요구 중 80%는 저소득·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세계 인구는 또한 노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NCD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을 악화시
키는 그밖의 다른 만성질환과 감염질환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완화의료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연구 자료는 2040년에 이르러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 비율이 25-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 곳곳에 있는 보건 기구들 역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요구들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3회 General Program of Work를 승인하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한되었으며, 수 천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전지구적 완화의료 옹호 운동을 발전시
키고 지원하기 위한 전 지구적 완화의료에 관련된 몇몇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 이후
완화의료가 점진적으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완화의료 발
전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몇몇 국가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거의 아무런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완화의료를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완화의료(역주: 국문 교리서에는 ‘진통제를 쓰는 치료’로 나와
있으나, 영문 교리서 에서 ‘Palliative Care’를 가리킴)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고,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
야 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279항)고 했다.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보건 전문가들에게 완화의료에 대한 울림
있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저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완화의료와 같은 도움을 주는 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장려합니다.
완화의료가 목숨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화의료는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일
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완화의료는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PAV)은 바티칸의 학술 기구로서, 인간 생명을 증진시키고 의료윤리 및 관련 주제들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2017년에 PAV는 “완화의료의 전 지구적 발전 및 확산을 위한 국제자문위원회” (“PAL-LIFE”)를
구성하여, 가톨릭교회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완화의료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했다. 본
백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PAV의 입장표명서로서, 지역 정부, 보건의료 기관, 의료현장에서의 리더, 신앙 공동체들의 옹
호 활동에 사용될 자료로 마련되었다.

설계(Design)
총 13명의 완화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여러 회의와 토의를 거쳐,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
사항 목록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문위원회는 각각의 권고사항과 이해관계자 그룹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했다. 이 작업은, 권고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시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University of Navarra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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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페인

전문가 선발 및 프로젝트의 정의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지역과 전문 배경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되었다. 이 그룹은 연구소, 국제 또는
지역 완화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실무자, 윤리학자, 보건실무자로 구성되었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신앙을 지녔다.
첫 단계로, 생명학술원(PAV)은 완화의료 옹호 및 발전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3명의 전문가를 선정했다. 이어서 최소 2
명의 동료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한 스노우볼 샘플링 절차로 추가 전문가들을 모집하여, 완화의료 옹호 전문가로 알려
진 13명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몇몇 구성원들의 제안에 따라, 선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2명이 추가되었다.
표1은 임시위원회 구성원들을 나열한다.
구성원들 간의 첫 대면 회의는 2017년 3월에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첫 회의의 목적은 임시위원회가 제시할 주요
권고사항을 작성할 전략과 방법론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임시위원회는 본 과정을 완화의료 옹호를 위한 입장표명서가
될 백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로 기획하였고, 그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담기로 결정했다. 그
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완화의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것이 임시위원회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임시위원회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완화의료에 대한 WHO의 정의를 사용했다. 또한, 완화의료를 위한
WHO의 공중보건 전략 틀을 채택하여 사용했다.
이해관계자 그룹 명시하기
라운드 1에서는 권고사항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이메일이 임시위원
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해관계자 그룹 선정에는 각 그룹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완화의료 발전을 증진시킬
능력을 얼마나 지녔는지가 고려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보권의료나 사회 분야와 관련된 그룹이었다.
임시위원회는 델파이 합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 명단을 확장시켰다. 임시위원회는 최초 명단에 새로운 이해관

계자 그룹을 추가하고, 그 그룹을 다시 정정하여, 최종적으로 총 13 그룹을 선정했다. 임시위원회 구성원은 각자의 전
문 분야에 따라 1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배정받았다. 표 2는 임시위원회가 명시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나열한다.
권고사항들을 위한 합의회의
라운드 2에서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이해관계자 그룹에 알맞은 권고사항을 2-3개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각 구성원은 자신의 권고사항들과 그에 따른 근거를 영문 200글자 내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권
고사항들은 각 구성원이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학문적 작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각 이해관계자 그룹
에게 가장 적합한 권고사항들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온라인 설문도구 (http://es.surveymonkey.com)를 통해 모든 권고사항들이 임시위원회 위원들에
게 공유되었다. 위원들은 리커트척도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해 권고사항들의 중요도
를 평가했다. 이후 각 권고사항의 평균 점수가 측정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PAV가 2018년 3월에 로마에서 주최한 완화의료 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되었다. 회의에 이어 임시
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된 대면 회의를 통해 권고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임시위원회는 권고사항
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문서를 다듬었고, 권고사항들의 시행을 위한 제안들도 함께 논의했다.
라운드 4에서 임시위원회 위원 12명은 자신들이 기존에 부여한 평가 점수들을 재검토하고, 완화의료 발전에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그룹의 우선순위를 다시 책정했다. 이 우선순위는 13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되었
고, 각 전문가가 정한 순위가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점수가 되었다 . 따라서 가장 낮은 순위는 1점, 가장 높은 순위는
13점이었다. 이어서 예비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완화의료 발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라운드 4
의 마지막 단계로, 임시위원회는 각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시했다.

- 3 -

표1. PAL-LIFE 임시위원회 구성원
이름
Alsirafy, Samy

직책/기관
Head of Palliative Medicine Unit /

Bruera,
Eduardo

Kasr Al-Ainy School of Medicine,
Cairo University
Chair /
Dep. of Palliative Medicine & Supportive Care,

Callaway,
Mary V

UT MD Anderson Cancer Center
Board of Directors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ospice & Palliative

Centeno,

Care (IAHPC)
Director /

Carlos
De Lima,
Liliana

ATLANTES Research Group, University of Navarra
Executive Director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ospice & Palliative

Foley,

Care (IAHPC)
Attending Neurologist Emeritus /

Kathleen M.
Luyirika,
Emmanuel
Mosoiu,
Daniela
Pettus,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Executive Director /
African Palliative Care Association (APCA)
Director / Casa Sperantei
Associate Professor /Transylvania University
Advocacy Ofﬁcer /

Katherine
Puchalski,
Christin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ospice & Palliative
Care (IAHPC)
Director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s
Institute for Spirituality and Health (GWish)

Rajagopal,
M.R.

Professor of Medicine / GWU
Director /
Pallium India,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itte, Thomas
Yong,

Training & Policy on Access to Pain Relief
CEO / Deutsche PalliativStiftung
Director /

Jin-Sun
(Juliann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UK)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도시
카이로

국가
이집트

휴스턴

미국

휴스턴

미국

팜플로나

스페인

휴스턴

미국

뉴욕

미국

캄팔라

우간다

브라쇼브

로마니아

휴스턴

미국

워싱턴 D.C.

미국

트리반드룸

인도

풀다
서울

독일
대한민국

Training in Hospice & Palliative Care
Professor of Nursing / CUK

표 2. 이해관계자 그룹 순위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

점수

정책입안자
대학 (학계)
보건의료 실무자
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
완화의료 협회
국제 기구
대중매체
자선단체 및 자선기금
제약회사 및 관련 당국
환자 및 환자 단체
영적 돌봄 전문가
비완화의료 전문 협회
약사

122
111
103
92
89
71
69
62
59
53
50
29
26

그룹 K-평균
103.4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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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들에 대한 교황청 생명학술원(PAV)의 승인 및 결과 발표
각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들은 수정을 거쳐 임시위원회의 합의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교황청 생명학술
원(PAV)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권고사항들은 2018년 6월에 열린 PAV 정기총회 때 PAV의 공식 입장 및
PAL-LIFE의 권고문으로서 발표되었다.
본 글에서 저자들은 1-5순위 권고사항 (“제1차”) 및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함께 제시한다. 나머지 8가
지 권고사항은 “제2차” 중재로서 제시될 것이다. 모든 권고사항은 설명, 근거,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된다. 임시위원회
에서 논의되었으나, 그 중요도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대에 포함되지 못한 권고사항들은 PAV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
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academyforlife.va).

결과(Results)
라운드 1에서는 13개의 이해관계자 그룹과 43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그중 13개의 권고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정되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권고사항들은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 해당된다. 30개의 추가 권고사항은 PAV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나열하고, 순위배정 과정을 통해 각 그룹이 부여받은 총 점수(1-156점)를 나타낸다. K평균 군집분석은 이해관계자 그룹 순위배정의 결과에 두 가지 층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즉, 5개 그룹은K-평균103.4에
근접한 높은 점수를 받았고, 9개 그룹은 K-평균 52.4에 근접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1차 이해관계자 그룹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일하는 정책입안자. (2) 학계 및 대학. (3) 보건의료 실무자.
(4) 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 (5) 완화의료 전문가 협회. 제1차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 및 시행을 위한 제안
들은 표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차 이해관계자 그룹은 다음과 같다. (6) 국제 기구. (7) 대중매체. (8) 자선단체 및
자선기금. (9) 제약회사 및 관련 당국. (10) 환자 및 환자 단체. (11) 영적 돌봄 전문가. (12) 비완화의료 전문 협회 및
단체. (13) 약사. 제2차 그룹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표4에 제시된다.
제1차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완화의료 옹호를 위한 성찰
정책입안자. 암, 울혈성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HIV/AIDS와 같은 만성적인 진행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매우 심각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증상들을 경험한다. 연구근거는 완화의료가 환자들의 이러한 고통을
대체로 감소시키는 데 유익하며,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영적, 실존적 고뇌도 감소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연구근거는 완화의료가 이 같은 장점을 갖는 동시에, 전체 돌봄 비용 또한 감소시킨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비용
절감은 질환에 초점을 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방지함으로써 주로 이루어진다.

완화의료는 급성치료 병원과 중환

자실 입원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익과 비용의 균형은 완화의료가 보건의료에서 높
은 가치를 갖게 한다.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완화의료의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학계 및 대학.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는 회원국들이 완화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
장하도록 요구한다. 이 의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적합한 교육 수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WHO
는 회원국들이 모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전문 학부과정에 기초 완화의료 교육을 통합하도록 촉구한다. 유엔 회원
국들의 정부와 대학들은, WHO가 제시한 원리들에 입각하여 보건의료 실무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국제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른 시기 때부터 의과대학 학부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완화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완화의료에 대한 그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연구근거에 따르면, 간호대학 학부생들이 완
화의료 교육을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로 간주한다. 나아가, 그들은 완화의료 교육이 자신들의 인격적, 전문적 계발에 긍
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보건의료 실무자들을 양성하는 모든 학부 교육과정에

완화의료 관련 과목들을 완전하게 통합시키는 일은,

국제법적 의무이자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이다.
보건의료 실무자. WHO는 모든 학부 교육과정에 기초 완화의료 교육을 통합시키는 것 외에도, 삶을 위협하는 질환
을 앓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보건의료 실무자들에게 중급 완화의료 교육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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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실무자들이 모든 보건의료 환경에 완화의료를 완전히 통합시키게 하는 것이 WHO의 목적이다. WHO는 특히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하며, 진행성 질환의 모든 단계에 완화의료가 통합될 것을 강조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전문적으로 완화의료 실무에 임할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즉, 보건의료 실무자들은 자신의 실무에 따른 적합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 인증절차에서 요구되는 역량
들을 습득해야 한다. 전문가 교육은 완화의료 전문의 역할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 현대 의학이 갈수록 기술에 초점을 두면서, 안타깝게도 의학은 사람을 무시하고 질병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고통 또한 자주 등한시되고 있다.
치료가 무익한 상황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끈임없는 시도들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
라, 재정적 어려움과 영적 고뇌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이에 2015년 3월 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생명학술
원(PAV)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화의료가 전해
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과학적, 문화적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완화의료와 같은
도움을 주는 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장려합니다. 완화의료가 목숨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화의료는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일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완화의료는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세계보건총회의는 중대한 결의문인 2014년 결의문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1차, 2차, 3차 보건의료의 전체 돌봄 과정
에 완화의료를 통합시키도록 촉구했다. 즉,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고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의 순간까지, 더
나아가 유가족을 위한 사별지지까지 포함한 돌봄의 모든 차원에 완화의료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화의료 전문가 협회.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일수록 여러 질환들이 서로 중첩되는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은 집에서 지낼 수도 있고, 장기 돌봄 시설, 요양원, 병원 등에서 지낼 수도 있다. 환자들에게 전인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다학제 팀을 필요로 한다. 다학제 팀은 국립 및 공공 보건 체계 안에서 일할 수도 있고, 교회나
비영리 부문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다학제 팀은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기반하여 중재를 계획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성인이든 소아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학재 팀 구성원들은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화의료 전문가 협회들의 지침과 권고사항
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협회들은 자주 정부, 다른 시민 단체, 후원회, 완화의료 옹호자 등과 협력하여 역량 계발, 서
비스 제공, 연구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들이 마련된다면,

현대 보건의료 체계 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표3. 제1차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 및 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순위
1

제1차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 및 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정책입안자: 정책입안자들은 완화의료가 지닌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여, 기존 보건의
료 체계, 정책, 결과 측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하여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
자들이 완화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지닐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환자들이 자
연스럽게 돌봄의 여러 단계를 드나들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된 보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2차 또는 3차 병원에 의뢰되

고, 가능하면 가정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 국가 단체들을 완화의료 옹호 활동에 개입시킨다.
· 지역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완화의료 접근권을 기본 인권으로 옹호한다.
· 인격중심 돌봄, 예방의학, 건강증진 등과 같은 운동과

옹호 활동을 연계한다.

· 불필요한 고통, 정부의 윤리적 책임 등에 초점을 둔 대중인식 운동을 마련한다.
2

· 완화의료를 국가 NCD 계획 및 전략의 요소로 포함시킨다.
학계 및 대학: 보건의료 관련 분야 학위를 부여하는 모든 교육 기관들은 완화의료 과목들을
학부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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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 완화의료교육을 의무화하는 국가법에 동의한다.
· 팀기반 학제 간 완화의료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1차 돌봄 차원의 이론적, 실무적 요소들을 통합한 완화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임상실무 경험과 교수자격을 지닌 교수진이 완화의료를 가르치게 한다.
· 정부 보건의료 교육 예산에서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 완화의료 과목이 없을 경우, 완화의료 전문가들의 초청강의를 통해 수요를 높인다.
· 유럽의 EAPC 권고사항들을 채택하고 시행하여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부 교육과정에
완화의료를 포함시키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Initiation for System
Transformation(ITE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3

· 1차 보건의료 교육 및 전문가 과정 교육을 보장한다.
보건의료 실무자: 완화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실무에 적합한 인증을 받
아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에 참여해 필요한 수준의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 국가협회들을 통해 국가 의사협회 및 간호협회, 보건부, 교육부와 연계하여, 완화의료를
전문 분야로 인정하도록 옹호한다.
· 의사협회 및 간호협회 회원들을 완화의료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완화의료 실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 지식, 기술 수준을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완화의료 전문가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기간을 정한다.
· 기초 및 전문 인증 프로그램들을 통해, 각 국가의 보건의료 전문가 인증 절차에 따른 보건

4

전문 교육을 표준화한다.
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 모든 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는, WHO 필수 약제 목록에 있는 완화의
료 약제 보급을 보장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경구용 속효성 모르핀 보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윤리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 모든 직원이 완화의료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 해당 병원이나 보건 센터를 위한 완화의료 통합 전략을 정의한다.

5

· 진행성 질병 및 임종기 돌봄의 질을 모니터링 할 최소한의 데이터를 마련한다.
완화의료 전문가 협회: 국가 협회 대표들은 국제정책 틀(framework)을 시행하기 위해 효과
적인 옹호 활동에 임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조약, 결의문, 선언문 등을
포함한다(예: UNGASS 결과 보고서, Agenda 2030, WHA 결의문).
시행을 위한 제안사항:
· 국가협회 대표들과 함께하는 옹호 워크숍을 마련해, 민간 사회 대표들이 옹호 활동 및
전략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국가협회들은 정부가 국제정책 및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요구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국제정책 및 프레임워크는,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완화의료를
포함시킬 것, NCD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Agenda 2030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채택할
것 등을 요구한다.
· 완화의료국가 표준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1차 및 전문 완화의료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전국민 보건의료에 통합된 국가 완화의료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및 비영리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한다.

NCD, non communicable diseases

제2차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완화의료 옹호를 위한 성찰
국제기구. 세계 인구의 75%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2014년에 WHO 회원국들은 세
계보건총회 결의문 (WHA Resolution) 67/19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5년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2030 지속가능개
발 목표’를 채택하여, “그 누구도 소외 시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엔 회원
국들과 그 정부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요 공중보건 결과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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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정책과 절차를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인권에 기반 해야 함을 가리킨다. 이처럼 인권에 기반한 공중보건 정책들은, 통
합된 인격중심 서비스가 모든 연령대의 시민, 이민자, 난민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가정집, 호스피스, 지방
또는 도시의 의료원, 요양원이나 교도소처럼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기관 어디에서나 인격중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한다.
대중매체. 일반 대중과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화의료가 임종기 돌봄과 동일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주 발견된다. 완화의료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환자들이 질병 초기 단계
에서부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의사들로
부터 시작해 대중 전체로 퍼져나가야 한다.
자선단체 및 자선기금. 완화의료는 세계의 모든 국립 보건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정부들은 완화의료
발전을 지지하기에 적합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영리 기구, 전문 기구, 재단, 신앙기반 기관, 자선단
체, 자선기금, 개발 기관 등이,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국제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발전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험’(UHC: Universal Health Coverage)과 완화의료를 위한 기본 패키지를 제공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모든 자선단체 및 자선기금은 완화의료 제공자들과 협력해, 혁신적인 교육 및 사회지지 체계
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약회사 및 관련 당국. WHO는 성인 및 소아 환자의 중등도 통증 및 중증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진통제로
서 모르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모르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보다 저렴한 비용과 유연한 사용법을 고려해
경구용 속효성 모르핀을 널리 보급할 것을 권장한다. 새로 개발된 보다 강한 진통제들도 보급해야 하지만, 이것들이 모
르핀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환자 및 환자 단체. 건강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력은 완화의료를 초기에 통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이것은 완화의료가 잘 발전된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부 환자들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죽음을

앞당

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흔히 발견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은 완화의료가 적극적인 질
병 중심의 치료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와 그 환자 단체를 교육하는 것은 완화
의료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완화의료가 죽음을 앞당기며, 죽음을 앞둔 환자들만을 위한 돌
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영적 돌봄 전문가. WHO는 영적 돌봄을 완화의료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 왔다. 영적 또는 실존적 고통으로 이해되는
영적 고뇌는, 완화의료 팀의 모든 일원들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상의 돌봄
을 제공하고, 그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합의회의와 국제 합의회의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영적
고뇌를 다루게 할 정의와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문직종 간 영적 돌봄을 완화의료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옹호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임상 실
무자들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받을 것을 옹호해야 한다. 그들의 옹호
활동은, 모든 보건 현장에 보건의료 원목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해 적절한 발전, 교육,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완화의료 전문 협회 및 단체. 통증 완화와 완화의료를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많은 전문 협회와 기관들에
의해 이미 선언되었다.
약사. 완화의료 환자들은 자주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해야 한다. 그 결과,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과 완화의료
필수 약제 관련 문제들의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약사들은 보건의료 팀의 다른 일원들보다 약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
으며, 약물들의 효력도 잘 알고 있다. 약사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감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권고들을 제시하기
에 가장 적절한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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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제2차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
순위
6

제2차 이해관계자
그룹을 위한 권고사항
국제 기구: 국제 기구는 WHO 회원국들이 WHA 67/19를 시행할 정책 및 절차들을 개발하도
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이 Agenda 2030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시행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요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진행성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또

7

한, 생애 전체에서 완화의료가 지닌 역할을 대중이 이해하게 하고, 완화의료를 전 국민 의료
보험의 요소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자선단체 및 자선기금: 완화의료에 관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자선단체 및 자선기금을 대상으

8

로 교육 및 옹호 활동을 펼쳐, 그들이 완화의료 발전 및 서비스 시행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
다.
제약회사 및 관련 당국: 중등도 통증 및 중증 통증을 관리와 완화의료를 위한 약제로는 모르

9

핀, 특히 경구용 속효성 모르핀이 선호된다. 따라서 모르핀은 필히 보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구용 속효성 모르핀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서방형 모르핀, 경피 펜타닐 패치, 서

방형 옥시코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환자 및 환자 단체: 환자 및 환자 단체는, 완화의료 요구를 지닌 모든 환자 및 가족의 건강
관련 이해를 증진시킬 캠패인을 개발하고 요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은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지식 및 이해를 개선하고, 완화의료가 의사결정 과정에
11

서 지닌 역할을 이해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영적 돌봄 전문가: 종교 기관들과 영적 돌봄 단체는 영적 돌봄을 돌봄 가이드라인에 통합시
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영적 고뇌 및 영적 안녕을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일상적

12

인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에 영적 돌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비완화의료 전문 협회 및 단체: 비완화의료 전문 협회 및 단체는 인권 단체들이 기존의 선언
문들을 재검토하도록 장려하여, 완화의료 발전을 인간권리 틀 안에 포함시키는 전략들을 시

13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 약사들은 완화의료 팀 안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처
방되는 약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제때에 약물복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약물 간 상호
작용에 대해 팀 구성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돌봄제공자들이 처방된 치료섭생을
이해하여, 치료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의(Discussion)
본 글은 세계 곳곳에서 모인 13명의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합의회의 절차를 거쳐 작성했다. 이 내용은 PAL-LIFE의
목적에 부합하며, 명시된 13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완화의료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된다. 일부 권고사항들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그룹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및 관련 당국을 위한 권
고사항 중 모르핀 보급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입안자, 행정가,

약물 생산자 및 판매자, 완화의료 옹호자 모두에게 적

용된다. 대학에 적용되는 권고사항 역시 보건의료 실무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잘 협조된 접근법을 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환자들이 심각한 통증을
겪으며 사망하고 있다. 그들은 모르핀이나 다른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치료를 단 한번도 받지 못한채 사망하고 있다.
이 참혹한 상황에 맞서, 통증 치료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접근권을 늘릴 필요성과, 그것을 악용할 때 발생하는
역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책입안자, 대학, 약사, 전문 협회 간의 협조된 접근을 필
요로 한다. 그리하여 안전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백서의 권고사항들은 매우 중대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완화의료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
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권고사항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제약회사와 관련 당국이 모
르핀을 보급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이 권고사항은, 모르핀 외에도 저비용 마약성 진통제가 한 가지 종류 이
상 필요하다는 진술로 명료화되어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는 80%의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 순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정부가 WHO 필수 약제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포함된 완화의료 약제 보급을 보장하

기 위한 필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이슈이다. 모르핀이 곧 표준이지만, 그 밖의 다른 약제도 중요하
다. 또한, 일부 권고사항들은 영적 돌봄의 중요성을 완전하게 담지 못할 수도 있다. 영적 돌봄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차원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 영적, 종교적, 실존적 고민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차원으로서, 완화의료 팀은 이
것들을 다루고, 의료기록에 등록해야 한다. 나아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 9 -

본 글은 13명의 완화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합의한 후 교황청 생명학술원(PAV)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작
성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보다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은 추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 본 입장표명서
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그룹은 이 권고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할 것을 강하게 권장한다. 또한,
교황청 생명학술원(PAV) 홈페이지에 있는 30개의 추가 권고사항들도 함께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본 백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교황청 생명학술원(PAV)의 입장표명서이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것은, 가톨릭교회가 설
립된 이래 줄곧 교회의 선교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교회는 완화의료를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라 부르며, 그것
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가톨릭교회교리서 제2279항). 최근에 이르러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은 개별 인간이 지
닌 존엄성과 고귀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즉, 인간은 중증 질환이나 말기 질환을 앓는 중에도 그 존엄성과 고귀함을 유
지한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완화의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완화의료는 서로를 돌보고, 특히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는, 참된 인간 행위를 표현합니다. 완화의료는 인간이 매순간 고귀하다는 것, 아프거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 그래서 저는 완화의료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임하는 연구와 문화적 헌신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완화의료와 같은 도움을
주는 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장려합니다. 완화의료가 목숨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
다. 완화의료는 그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완화의료는 인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교는 가난하고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돌보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 곳곳에 병원, 의료원, 보건센터
를 포함한 거대한 돌봄 네트워크들을 세워 발전시켜 왔다. 지역 의료원부터 시작해 3차 연구 기관까지 포함한 신앙기
반 병원 및 보건의료 기관들은, 완화의료가 ‘돌봄’과 ‘연대성’이란 개념의 일부로서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각 나라에서 가장 흔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많은 국가에서는 대다수의 보건의료 시설이 가톨릭교회와 그 밖
의 그리스도교 종파에 의해 운영된다. 이토록 거대한 네트워크를 지닌 교회는 수 백만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할 주요 움직임을 주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백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돌봄을 향상시킬 기본 전략을
파악하고 시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백서는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 속한 기관에 맞게 채택된, 보
다 포괄적인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의 기반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지역적 맥락에 맞게 채택된
권고사항 목록에도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백서는 지역 정부, 신앙기반 공동체와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한 옹호 활동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백서는 보건의료 체계와 이해관계자들이 통증 완화와 완화의료 접근권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식
할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이들은 보건의료 체계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
러한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완화의료 약제를 보급하고, 정부가 완화의료를 보건의료 계획과 전 국민 의료
보험에 통합시켜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돌봄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분명한 틀(framworks)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앙기반 기관, 자선 기관, NGO, 정부 관계자들, 인권 기구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즉, 완화의료 발전은 민간 사회의 응답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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