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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융합의 시 를 맞아,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컨버 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에서도 IT를 목한 새로운 비지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료

윤리를 실질 으로 하는 의료인 조차 지식수 에 비해 낮은 윤리의식을 갖추었으며 지식수 을 윤

리의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평가아래 의료윤리연구회와 같은 기 을 설립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갖추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의료인들의 근래의 반응이다. 본고는 생명윤리 련 내용을 코드체계화하고 

지식 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바일 스마트를 활용한 랫폼 설계  어 을 제공한다. 생명윤리와 

그 련 법규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한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기 함을 목 으로 한다.

1. 서론

   기존의 생명윤리(Bioethics)에 한 연구는 주로 생명

의료윤리의 교수법이나 학습법에 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즉시 제공가능한 처방안과 같은 부분을 주제로 삼는 논

문은 미비하 으며, 연구보고 한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

나, 생명의료윤리에 한 가치 단을 해야 하는 상자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 학습자의 개념보다는, 실제 생명의료

윤리의 단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며, 갑자기 직면한 윤리

 궁지를 해결하기 해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고 처하

는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마  없는 

실정이기에 생명의료윤리에 한 간단한 교육과 더불어 

처방안을 제시하는 임워크의 구축이 실히 요구되

는 실정이다.

  실제 생명윤리에 한 법률 결에서 윤리 인 가치 단

이 결의 쟁 이며 정황에 따른 변수가 많은 양상을 보

인다. 이에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시행한 생명윤리와 련

된 제반문제에 한 국민의식  국외동향 조사에서는 

“외국으로 을 돌리면 규제방법에 해 다양한 모델을 

찾을 수 있으며 한 방향으로만 치우친 해결책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획일화된 처방

안을 제시할 수 없기에 우선 사용자에 따라 해당사항을 

분류하고 법률 규제가 확정된 부분뿐 아니라 아직 논의되

고 있는 사항에 해서도 최 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생명윤리 스마트폰 제공 어 은 충

분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기 로 삼아 올바른 가치 단

에 일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

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원

스탑 자동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연결이 가능하

다. 한, 상기와 같은 기능을 정보화하고 자료구조화 으

며, 코드 체계화과정을 거쳐,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랫폼을 제시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생명윤리 지식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BSGS(Bioethics of 

Smart Guideline System)를 제시한다.  

2. 련연구

 생명윤리 컨텐츠를 IT 컨버 스하기 해 지식 리시스템

을 참조하 다. 지식 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개인과 조직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의 

생성․활용․축 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조직 내 지  자산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하여 

통합 인 지식경  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시스템

이다. 지식 리시스템의 일반 인 운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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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원천 지식축적 지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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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원천 KnowledgeKnowledge

Repository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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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map

사용자사용자

(그림 1) 지식 리시스템 운 과정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지식의 공유와 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웹 기반을 통하여 공간 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시스템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 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의 송이 가

능하도록 지원되었다. 지식 리시스템은 이러한 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개인 인 차원의 지식공유와 리가 아닌 조

직 인 차원에서의 지식 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 

조직원 입장에서 지식을 체계화(지식지도)하고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지식 리시스템을 지원하기 해 

표 인 지식경  로세스에 하여 살펴본다. 

 가트  그룹의 로세스

  지식경  로세스로서 일반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트  그룹의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  개발하는 단계로 창출(Create) 

하고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고, 개인 지식을 수집하여 

조직 체에 가용하도록 하는 단계를 획득(Capture)이라 

한다. 지식경  로세스의 기능범 를 체계화(Organize), 

근(Access), 사용(Use)로 규정하고 체계화(Organize)는 

장  검색을 하여 지식을 분류하는 단계로, 지식의 

색인, 지도  로세스들을 포함한다. 근(Access)을 통

해 사용자에 의한 지식이 배포되거나 요구되는 단계이다. 

사용(Use)은 지식을 응용하는 단계로 이의 피드백이 지식

경  로세스의 다른 단계들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인 기능  범 와 내용  범 가 고

려된다. 기능  범 (Functional Scope)는 지식경  각 활

동을 지원하는 기술 인 범 이며, 내용  범 (Content 

Scope)는 지식경 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범 이다[5]. 

 마크 니슨의 로세스

  가트  그룹에서 제시한 지식경  로세스와 기타 다

른 학자들의 로세스를 종합하여 마크 니슨(Mark 

Nissen)이 제시한  다른 지식경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지식 창출(Knowledge Creation)은 새로운 지식의 발견 

 개발하고, 지식 체계화(Knowledge Organize)단계에서 

지식을 분류하고, 지식 공식화(Knowledge Formalization) 

단계에서 암묵지식을 형태지식으로 변환한다. 지식 배포

(Knowledge Distribute), 지식 용(Knowledge Apply), 

지식 진화(Knowledge Evolve)단계에서 지식 변경 리를 

한다[6]. 

지식경  로세스에 따른 새로운 정리체계에서는 가지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매다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자의 목

과 의도는 지식과 지식을 이어주는 '메타데이터'며, 사용

자들이 고안한 정리체계는 새로운 '메타비즈니스'의 역

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보의 정 에서는 새로운 법칙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간을 새로운 미래로 안내하고 있다. 

3. 코드 체계화 로세스

  생명윤리 분류체계를 컨버 스하기 해 가트 와 마크

니슨의 로세스를 통해 생명윤리 지식분류 컨텐츠 제공

시스템을 설계하 다. 새로운 지식분류 체계를 제공하기

해 그림 2의 생명윤리 제공 컨텐츠 코드 체계화 로세스

를 수행한다. 

지식창출
(Knowledge 

Creative)

지식체계화
(Knowledge Organize)

생명윤리 
제공

컨텐츠
(Bioethic 

Contents)

배포
(Knowledge 

Organize)

지식
분류

(Knowle
dge 

Classific
ation)

코드
체계화

(Code 
Organize)

데이터
베이스화
(Database)

스마트컨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Smart Contents 

of Guide Line 
Supporting)

  (그림 2) 생명윤리 제공 컨텐츠 코드 체계화 로세스

  

  상문헌으로 네디 윤리연구소의 문헌 분류 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분류표

를 활용하 다. 분류 항목은 총 24가지 정도로 분류 되

며, 다시 세분화하면 의료인의 문직 윤리와 환자-의사 

계의 문제, 생식 련문제, 죽음과 임종에 한 문제, 첨

단 의생명과학 연구 련 문제, 연구와 직  련이 있는 

문제, 환경, 국제문제, 기타 등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본고에서의 BSGS의 코드체계는 상 분류  

의료인의 문직 윤리와 환자-의사 계의 문제, 배아, 생

식 련문제, 죽음과 임종에 한 문제, 첨단 의생명과학 

연구 련 문제, 연구 윤리 문제로 간추려 크게는 6가지 내

용을 담으며 구체 으로는 그림과 같이 세분화하고 더불

어 상에 맞게 정리하여 제공한다[3]. 표 1에서 생명윤리 

제공 컨텐츠 지식체계화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표 2에

서는 코드 체계화된 내용의 컨텐츠 연결고리를 테이블 형

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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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

문

항
내용 다음문항

01 배아를 생성하 습니까? →02,03

02 체세포 복제 배아입니까? →04,05

03

생성하려합니다.

①배아 생성 의료기 의 조건(시설/인력 등)을 갖

추어야 합니다. 제 장 2  14조 ①,②

②보건복지부 장 에게 지정받아야 합니다. 제 3

장 2  14조

③임신 목 이어야 합니다. 제 3장 2  13조

④특별 성을 선별하여 수정하거나 사망자의 정자 

 난자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를 이용은 불법입니다.(단,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그 자녀를 한 배아생성을 제외) 제 3장 2  13조

⑤체세포 복제 / 이종 련 배아는 착상  수정

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 3장 1  

11,12조

→종료

04 자궁에 착상 는 유인 알선하 습니까? →06,07

05

이종 간의 배아입니까?

-이종 간의 착상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  착상

-이종 배아 융합  착상

-이인 배아 융합  착상

-이종 수정(정자 활동성 연구 제외)  착상

→08,09

06 제 3장 1  11조에 의거 불법입니다. →종료

07 합법입니다. →종료

08 제 3장 1 12조에 의거 불법입니다. →종료

09 임신 목 입니까? →10,11

10

특별한 성을 선별하여 수정하 습니까?

사망자의 정자  난자를 이용하 습니까?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입니까?(미성년자가 혼

인 후 그 자녀를 출산하기 한 경우 제외)

→12,13

<표 2> 생명윤리 제공 컨텐트 연결고리

11 제 3장 2  13조에 의거 불법입니다. →종료

12 제 3장 2  13조에 의거 불법입니다. →종료

13 합법입니다. →종료

 ○  : 종료

 ↗      ↗     ↗

1      2      3       . . . . . . . .             N

 ↘  ↗  ↘  ↗ ↘  ↗

 ●  : 연속

<표 3> 나비게이션 알고리즘 

분류 분류 소분류

문직 윤

리와 환자-

의사 계의 

문제

의료분쟁 배아를 생성하 습니까?

체세포 복제 배아입니까?

생성하려합니다.

자궁에 착상 는 유인 알선하

습니까?

이종 간의 배아입니까?

제 3장 1  11조에 의거 불법입

니다.

합법입니다.

제 3장 1 12조에 의거 불법입

니다.

임신 목 입니까?

특별한 성을 선별하여 수정하

습니까?

사망자의 정난자를 이용하 습

니까?

미성년자의 정난자 입니까?

-- 략 --

의료인직업윤

리

배아

정자  난자

배아생성

잔여배아

생식 련문

제

인공임신

보조생식술

죽음과 임

종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단

첨단의생명

과학

장기이식

유 자치료

신경과학

연구윤리문

제

동물실험

임상시험

 <표1> 생명윤리 제공 컨텐츠 지식체계화

  직  생명의료윤리에 련 장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

사나 의사 등 의료인으로의 분류와 인공임신 , 장기의

식, 뇌사 등의 입장이 되는 환자로의 분류, 마지막으로 생

명을 연구하고 임상과 같이 생명을 다루게 되는 생명과학 

연구원들로 분류하여 상으로 삼는다.

  상으로 문제를 분류하고 단계별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게 되면 최종 으로 그 상에게 련 법규 

 함양해야할 윤리의식을 포함하여 합한 문제 해결 방

안을 안내한다. 항목은 크게 6개의 주제와 4가지 단계로 

나 어진다. 항목은 6개의 주제에 의해 나 어지며 A, 

B, C, D, E, F 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소주제는 주제 선

택 후 하게 되는 개 인 부분으로 주제에 따라 2~3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 벳 소문자로 코드가 부여된다. 

다음 단계는 문항 수 의 단계로 실질 인 법 지식이나 

윤리 인 처방안을 제공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01부터 

코드가 부여된다. 각 문항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 

이다. 두 가지 경로는 사용자가 선택하게 될 문항이 단일

문항(○)이거나 연속문항(●)이 되며 연속문항일 경우 알

고리즘을 반복하게끔 설계되었고 단일문항일 경우엔 마지

막 단계인 도출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도출단계에서는 종

료된 알고리즘에 입력된 사용자 정보의 세부사항에 따라 

합법(01)/불법(02)/ 처방안(03)  하나의 결과를 보여

다. 도출단계에 이르러서는 고유의 완성된 코드번호를 가

지게 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가령, 난자 채취  윤리 사항에 한 검토를 해 본고에

서 제안하는 로토타입의 어 리 이션을 가동할 때 사

용자는 코드 Bc05○01을 부여받게 되며 그 코드에 합한 

시뮬 이션이 제공된다.

4. 랫폼  구

  BSGS에서는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해 코드

화된 정보를  안드로이드 제공 데이터베이스인 SQLite에 

코드정보, 나비게이션 연결정보, 사용자 정보를 입력뷰를 

통해 생성한다.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상자를 해 가

이드뷰가 제공되며, 컨설  뷰에서는 시뮬 이션기능과 

“one stop service"를 통해 문제해결을 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은 BSGS 래폼으로써 메인뷰, 입력뷰, 

가이드뷰, 컨설  뷰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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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SGS 가이드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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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SGS 제공 랫폼 

  상자들이 선택한 정보 SD Card에 기록함으로써 외부 

정보 리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리가 가능한 History기

능이 제공되며, XML 형태로 제공되는 코드체계화의 정보

는 텍스트뷰를 통해 보여진다. 가이드뷰를 통해 제공되는 

실행화면을 그림 4에서 보여 다.

5. 결론

  본고에서 제시한 BSGS는 다음과 같은 이 이 제공된

다. 첫째, 올바른 윤리의식을 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둘째, 윤리  궁지를 처하는 데에 일조하며, 셋째, 생명

윤리 련 법규 홍보가 가능하며, 넷째, 기존에 IT 정보화 

되지 않았던 부분에 선로를 개척하는 학문  의의가 있으

며 다섯째, 생명윤리에 한 심을 고조하여 생명윤리의 

논의, 발 을 도모하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 과

제로써는 제공 컨텐츠의 근성과 학습력을 고취하기 

한 시뮬 이터의 기능을 지속 으로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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