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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과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은 의료진이나 환자 및 가족 모두에게 윤리적 갈등

을 초래하는 결정이나,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를 위한 간호나 가족을 포함시킨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

는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규명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

의 경험을 파악하여 말기환자 간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

다.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말기 질환자 중 치료중단을 결정한 18세 이상의 

성인환자 31명의 의무기록지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여 파악하 으며,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은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구성원 

중에서 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간호제공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고 동의한 

5인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내용분석법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70세 이상(29%)으로 

말기 암환자가 54.8%를 차지하 다. 치료중단 결정 시 70.9%의 환자가 의식이 명

료했으나 치료중단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치료중단 결정자는 자녀(51.2%), 배우

자(34.1%), 부모(9.8), 형제자매(4.9%) 순으로 나타났다. 말기환자에게 행해진 치료

중단 형태로는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61.3%, DNR만 행해진 경우

가 32.2%, 그리고 둘 다 행해진 경우가 6.5%이었고, 치료중단을 결정할 당시의 기

능부전기관(MOF) 점수는 평균 3.61점, 기능부전 기관수는 2.74개로 나타났다.

2.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나타난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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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한 결과 의료진의 권위에 대한 수용, 가망 없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인지, 환

자의 고통 경감을 이유로 치료중단 결정을 수용하 으며, 가족이 치료중단 결정과

정에서 환자의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치료중단 결정과정은 의료진

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져 부적절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당혹함과 불신감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치료중단 결정후 주간호제공자들은 의료진에 대해서는 치료실패에 따른 원

망감, 의료진과의 인식차이로 유발되는 불신감, 환자에 대한 소홀함과 전원 권유와 

같은 진료행위 변화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고, 

환자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별과 관련된 상실감, 막막함, 환자에 대한 측은함을, 

마지막으로 주간호제공자 자신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감, 지지

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돌봄 책임에 따른 양가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말기환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중단 결

정은 의료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중단 결정 후 나타나는 

진료의 변화로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진들은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을 환자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간주하기보다 환자의 생명이 위되는 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로 의료가 전환되는 시기, 삶의 마지막을 준

비하고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 모두를 위한 임종간호의 제공 시기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와 간호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치료중단, 주간호제공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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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과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

어나거나 수명의 연장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생명연장 기술의 발달은 특히 죽음

을 앞둔 말기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따른 생의 윤리학적 

논의를 가중시켰다. 말기 환자 관리의 고비용 문제, 제한된 의료자원의 배분문제와 

함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의미 있는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고통 받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노력’일 수 있다고 보는 무익성에 대한 

논란(허대석, 1999; Baggs & Schmitt, 2000; Faber-Langendoen, 1996; Jecker & 

Schneiderman, 1992; Rivera et al, 2001)과 관련된 치료중단의 문제가 바로 그것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의 말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Do-Not-Resuscitation(DNR), 

가망 없는 퇴원,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의 형식으로 치료중단 결정이 흔히 시행

되고 있으며, 말기환자에게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이유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하자는 것과, 말기환자에게 제공되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함

으로써 의료의 효율성을 고려하고자 함이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

이나 환자 및 가족 모두 필연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만든다.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 결정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논점중의 하나는 환자

의 자기결정권이다. 미국의 경우 사전의사결정서(Advanced directives)를 통하여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Tonelli, 1996) 이러한 제도적

인 받침에도 불구하고 Faber-Langendoen(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료중단으

로 사망한 환자 중 치료중단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환자는 35%에 지나지 않

으며, 많은 상황에서 만성 질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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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중단 결정과정이 주로 의사와 가족에 의해 결

정되고 있어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고(김상희, 1998; 김선옥, 1999; 손명

세, 1998; 정윤철, 1995), 이렇게 환자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말기암 환자의 진료에 가족들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할 경우 3분의 1정도는 환자

의 희망에 반한 치료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심재용 등, 2000), 치료

비 지불 능력이 없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치료중단이 시행되고 있어(강

명신, 1998; 김상희, 1998; 정윤철, 1995)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임상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사들은 말기환자의 치료중단과 관련된 문

제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엄 란, 1994; 엄 란 & 홍여신, 1994; 한성숙, 

1992) 환자나 가족 그리고 그를 간호하는 의료진 모두 다양한 입장에서 윤리적 갈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중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시급하다. 

한편, 말기환자의 가족의 경우 오랜 간병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고 치료중단

과 같은 부담감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등으로 간호사의 지지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에 가족을 포함시킨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일단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을 위한 간호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적은 편으로 지적되었고(Capron, 1990; Lo, Rouse, & Dornbrand, 1990; Ruark & 

Raffin, 1988), 치료중단과 같은 제한적인 치료를 결정한 환자의 간호를 위해 체계

적이고 방법적론 적인 접근을 위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Faber-Langendoen, 1996).

따라서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 특성과 치료중단 결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주

간호제공자의 경험 고찰을 통하여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의료진이 고려해

야할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지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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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파악하

고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치료중단

현재의 치료에 상당하는 대안적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중인 치료적 행위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으로 생명유지를 위

해 필요한 새로운 처치가 시도되지 않거나 현재 진행중인 치료적 행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이 포함

된다(Prendergast & Luce, 1997).

본 연구에서는 말기환자들에게 시행되는 No CPR, 적극적 치료의 중단을 포함

한 모든 치료적 행위가 철회되거나 보류된 것을 말한다.

2) 주간호제공자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환자

를 주로 돌보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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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생명연장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말기환자의 치료를 어디까지 얼마나 연장시켜

야 하며,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생의 말기 치료

에 대한 논의는 Quinlan & Cruzan 사례에서 ‘죽을 권리’의 제기로부터 시작되었

으며(Emanuel, 1988; Solomon et al, 1993), 회복의 가망이 없는 경우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환자 자신에게 있고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

야 한다는 개념 하에 치료중단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치료중단이란 치료적 행위가 더 이상 환자의 회복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하거나 치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Prendergast & 

Luce, 1997), 미국 내 사망환자의 80∼90%에서 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Faber-Langendoen, 1996; Prendergast & Luce, 1997), 노인인구(Hamel et al, 

1999; Daly et al, 1996)와 말기환자(Fried & Gillick, 1994; Pijnenborg et al, 1995; 

Wood, & Martin, 1995)에게 치료중단 결정이 흔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 암환자에게 No-CPR의 형태(김상희, 1998), 중환자실에서 No-CPR(51.6%), 

가망 없는 퇴원(25.9%),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12.8%)의 형식으로 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선옥, 1999).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연령이 치료중단 결

정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을

수록 치료 중단률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Hakim 등(1996)은 환자의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질병의 위중도나 예후보다도 치료중단을 결정할 때 연령이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DNR을 결정한 말기암 환자

의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60∼69세 으며(김상희, 1998), 중환자실에

서 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의 연령도 70세 이상이 3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

타내었고 60세 이상은 50%이상으로 나타나(김선옥, 1999) 치료중단의 결정과 연령

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료중단을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는 소생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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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와 불량한 예후, 삶의 질에 대한 고려 등으로 나타났는데(Wood & 

Martin, 1995), Keenan 등(1997)의 연구결과 치료중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으로 소생불가능이 97%이었으며, 환자의 고통경감이 18%,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9%로 나타났다. Prendergast & Luce(1997)은 74%의 경우가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치료중단이 결정되었고, 14%는 뇌사 으며, 21%의 경

우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 치료중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 다. 

소생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 근거로는 여러 기관의 기능장애가 중요한 척도로 

작용했다. Multiple Organ Failure(MOF)점수는 중환자들이 패혈증이나 다발성외

상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장기의 기능부전에 의하여 사망함이 강조되면서 Goris 

등(1985)이 손상된 장기의 수 및 그 장기의 부전정도와 사망률과의 관계를 밝히고

자 고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기부전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증가함은 물론 부전

을 보이는 장기의 수가 많을수록 또 그 기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Knaus et al, 1985). 김상희(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신체기관의 기능부전, 신체기

관으로의 암전이, 의식수준이나 활력증상의 변화를 이유로 암환자에게 DNR이 결

정되었고, 이때 간호사와 의사는 소생 불가능하리라는 의학적 판단, 보호자나 환자

의 요구, 환자의 고령 및 고통경감 등을 치료중단의 결정이유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경제수준 및 치료비 지불능력 또한 치료중단의 고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손

명세, 1998; 정윤철, 1995).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과 관련되어 살펴볼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가치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이다. 

Schneiderman, Jecker, & Jonson(1990)은 무의미한 치료에 대하여 양적인 관점

에서는 의사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과, 다른 동료들과의 경험 공유, 검증된 임상실

험 자료를 바탕으로 적어도 100명의 환자에게서 그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며, 질적 관점에서는 어떤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반 구적인 무의식 상태

를 회복시킬 수 없어 환자의 전체적인 독립성을 보존하는데 실패했다면 이익이 

없는 치료로 간주되므로 무용하다고 정의를 내렸다.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

화 사회 현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의식 환자의 경우도 생명연장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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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원치 않는 생명연장이 가능해져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지는 윤리적인 문제와 이로 인해 다른 소비자원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통제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비용의 증가와 맞물려 제한된 의료자원이 부적절하

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기 때

문이며(Jecker, & Schneiderman, 1992; Slomka, 1992), 이러한 배경에서 말기환자

에게 이루어지는 치료중단 결정의 70∼80% 이상은 치료의 무용성을 근거로 이루

어지고 있다(Asch, Hansen-flaschen, & Lanken, 1995; Pijnenborg et al, 1995; 

Prendergast & Luce, 1997).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용이 비싸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의료

가 유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치료중단이 환자의 자율

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Jecker & Schneiderman, 1992). 또한 이소우 등(1998)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환자의 말기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16.7%는 환자의 완치를 기대하고, 37%는 6개월 이상의 생

명연장을 기대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환자들이 비록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치료라 하더라도 생명유치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 고 

생존기간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생명연장 치료를 희망하 던 환자가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Danis 등(1996)의 연구결과를 고찰해보면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하루의 생명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치료라 하더라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어 무의미한 치료의 판단기준은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동이 존재하여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임종이 임박

한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서 치료를 계속하 을 때 생기는 이익보다 부

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치료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

는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대한 의료계의 관점과 치료중단의 결정은 생명단축이

라는 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는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환자의 



- 7 -

생명단축에 개입하는 행위인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행위로 간주되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야기되는 혼동이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혼동은 결국 의미

가 없는 치료행위일지라도 의료진은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의료 집착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의료진이나 가족 모두에게 윤리적인 갈등을 야기 시킨다

고 한다(허대석, 2002). 

말기환자의 치료중단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 부분은 치료중단의 의사결정 과

정에 환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자율성의 원리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행위 경로를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개인적인 자유를 말하며(오상은, 1997),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란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의 한 측면은 그들의 신체에 일어날 일을 통제할 권리이며 생

명연장 치료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최종적으로 환자에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환자의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권으로 불린다(엄

란, 1994). 

미국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미래

에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환자가 입원 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에 스스로의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서의 유용성과 이에 대한 의료기

관의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법을 두어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Greco et al, 1991; 

Tonelli, 1996; Wilson, 1996).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서에는 본인이 생전에 향후 죽

음에 직면할 경우 생명유지치료의 동의 여부 및 치료에 대한 선호를 구체화 시켜

놓은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 가치관에 대한 기록을 그 내용으로 하며 기록은 의

무기록에 반 하도록 하는데(Greco et al, 1991), 사전결정서는 자기결정능력이 있

는 개인이 미래의 불능 사건에서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말기상태에 

있을 경우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하기 쉽게 해줌으로써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생의 말기에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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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Tonelli, 1996).  

 그러나 이런 제도적이 받침에도 불구하고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수는 매우 적었는데(Emanuel et al, 1991; Gamble, McDonald, & Lichstein, 1991; 

Tonelli, 1996), Baggs & Schmitt(2000)는 입원하는 환자들의 60%가 정상적인 지

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삶의 마지막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본 경우

는 거의 없었으며, 사전의사결정서의 유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제한적임이 

지적되었다(Danis et al, 1991).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결정서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작성률이 낮은 이유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

사소통의 문제, 정보 부족, 의료진과 가족의 지지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

으며(Westman, Newandowski & Procter, 1993),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사전의사결정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Greco et al, 1991), 사전의사결정서의 사용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처치나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 환자의 삶의 의미와 질을 고

려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Tonelli, 1996).

한편, Faber-Langendoen(1996)은 84%의 환자에서 죽기 전 치료중단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5%의 환자만이 치료중단 결정과정에 참여했다고 보고했

으며,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중단 결정과정에서 치료중단의 결정권자는 배

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69.2%로(김선옥, 1999) 치료중단 결정과정에 가족이 

매우 중요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3년 미국의 대통령위

원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향력을 이해하고 가족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최선

을 다할 것이며, 환자의 가치관이나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

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손명세, 1998). 

가족중심 문화권이 강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 및 가

족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하나의 단위나 체계로 이해되어야 하며(신경림, 

1994) 가족은 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치는 일차적

인 집단이고 기본적인 사회환경(홍춘실, 김 희, 1999)이기 때문에 가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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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전달이 가능해지고(Jhonson, 1988)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문헌을 고찰해 본 결과 확실히 죽음이 예상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한

다는 의료의 객관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환자의 안녕이라는 주관적인 목

적이 강화되어야 한다(Schneiderman et al, 1990)는 측면에서 치료중단이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치료가 무의미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치료중단이라는 의사결정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인식과 가치판단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판

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료진, 환자 그리고 가족 등 모든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중단 결정과정은 의료진 자신의 가치판단 뿐만 아니라 의료진 자신

의 편견, 환자나 가족의 문화적․종교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치료중단 결정이라

는 의학적 판단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Nyman & Sprung, 2000) 치료중단을 

둘러싼 의료상황, 환자와 가족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이해가 요구되며, 윤리

적 결정은 사회⋅문화적 가치에 향을 받는 것이므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

리나라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

라서 치료중단 결정에 환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환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고 의사결정 

후에도 환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남아 있는 삶의 기간 동안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리 결정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 필요

하기 때문에 가족을 치료단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치료중단 결정 후의 적절한 환

자 관리와 가족간호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0 -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후향적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규

명하고, 심층면접법을 통하여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말기 

환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이중 치료중단을 결정한 18세 이상의 성인환자 및 주간

호제공자를 유한모집단으로 하 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와 표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10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Y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질환자 중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전수의 의무기록 중 31개를 임의 표출하 다.  

둘째,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간호제공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고 동의한 

주간호제공자 5명을 주요정보제공자로 임의 표출하 다.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주

간호제공자는 환자의 어머니 2명, 환자의 딸 3명이었다. 첫 번째 대상자는 43세의 

여자 환자(말기 위암, 피부전이로 치료중단)의 딸로 23세 미혼이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간호를 하고 있었고(Case # 1), 두 번째 대상자는 50세 남자 환자(말

기 인두암으로 치료중단)의 68세 어머니이다(Case # 2). 세 번째는 AIDS를 진단 

받은 미혼의 34세 남자 환자의 65세 어머니이다(Case # 3). 네 번째 대상자는 49

세의 말기 폐암 여자환자를 간호하는 24세의 미혼 딸이었고(Case # 4),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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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53세 여성환자의 31세 기혼 딸( Case # 5)이 연구 대

상자로 선정되었다.

C. 연구도구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과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본 연구자가 문헌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틀과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서를 사용하

다. 치료중단 특성 분석틀에는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임

상적 특성과 사회․상황적 특성이 포함되었다.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학력, 종교, 직업, 

경제상태, 결혼상태 및 가족동거 유무, 의료보험 상태를 포함하 고, 임상적 특성

으로는 연령, 진단명, 유병 기간, 입원기간, 치료중단시의 의식상태, 기능부전 기관

(MOF) 점수와 기능부전 기관수를 포함하 다. 의식상태는 명료, 졸리움․기면, 혼

미, 반혼수, 혼수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MOF 점수는 Goris 등(1985)의 MOF 

체계를 사용하여 치료중단을 결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7개의 장기(호흡기, 심장, 신

장, 간, 혈액, 위장관, 중추신경계)의 부전 정도에 따라 부전이 없을 때를 0점, 중

등도의 부전이 있을 때를 1점, 중증의 부전이 있을 때를 2점으로 하여 7개 장기의 

점수를 합하여 MOF 점수와 각 환자에서 발생한 장기부전 기관수를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상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치료 중단의 형태, 치료중단 의사

결정시의 참여자, 치료중단 논의 빈도, 동의서 유무를 포함하 다.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주간호제공자의 면접지침서의 내용에는 주간호

제공자가 이해하고 있는 치료중단의 의미, 치료중단의 결정과정과 관련된 경험, 치

료중단 결정 후의 경험이 포함되었다. 본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 후 수정 보완하 으며 간호학교수 3인과 성인간호전공 석사 3인의 내용타당

도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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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Y 대학부속병원의 간호부에 연

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소아과와 중환자실을 제외한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CPR이나 적극

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말기 환자 전수의 의무기록 31개를 연구자가 

작성한 의무기록 분석틀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사회․상황

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 으며, MOF점수와 기관수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치료중

단을 결정한 시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계산하 고, 의무기록으로 확인하기 어

려운 인구사회학적 사항은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추가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하 다.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파악을 위하여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주간호제

공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5명의 주간호제공자에게 동의를 얻었

으며 대상자와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호스피스 기도실과 휴게실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 다. 면담시간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호자가 가장 여유 

있는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 다. 대상자와 1회 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이었고 면담 횟수는 1회 다. 심층면담은 반구

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 고, 질문의 뜻이 정확히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 고 잘못 이해한 경우는 반복

하여 설명하 다. 면담 중에는 대화에 몰입하기 위하여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자

료의 정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을 하 다. 

E. 자료 분석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으며, 면접된 자료는 김경동과 이온죽

(1986)이 제시한 내용분석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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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녹음을 통해 수집된 면담자료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 

옮겨 적어 42장의 기록지를 얻어 분석자료로 사용하 다. 각 대상자의 기록

지마다 일련번호를 Case # 1∼5까지 매겼으며, 녹음내용과 기록지를 반복적

으로 청취하고 읽은 뒤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치료중단을 결정한 주간호 

제공자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 다.

2.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요

소를 확인하 다.

3. 대상자의 말을 본문 중에 인용한 경우에는 필기체로 표현하 으며, 면접 중 

관찰된 대상자의 반응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의 부가적인 설명은 괄호 

속에 넣었다.

F.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병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치료중단의 한 형태인 가망 없는 

퇴원과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의 경우는 제외되어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을 결정한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구성원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

이 따랐고 주간호제공자의 다양한 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

자의 경험은 환자의 딸과 어머니의 경험으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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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31명의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인구사

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종교, 직업, 경제상태, 결혼상태 및 가족동거 유무, 의

료보험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1).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54.8%, 

45.2%이었고, 이중 기혼자가 90.3%으로 미혼자보다 많았으며 80.6%의 환자가 가

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와 기독교가 각각 38.7%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16.1%, 천주교 

6.5%로 조사되었다. 

한편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67.7%로 직업을 가

진 환자보다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 51.6%에서 경제상태가 월수입 100만원 이

하 다. 

대상자중에 의료급여 환자는 없었으며 의료보험과 함께 암보험 등 사보험을 

든 환자는 19.4%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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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치료중단 시 말기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1)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7 54.8

여 14 45.2

학력 무학  2 6.5

초등학교  3 9.7

중학교  9 29

고등학교 9 29

대학교 이상 8 25.8

직업 유  10 32.3

무  21 67.7

종교 무교 12 38.7

기독교  12 38.7

천주교 2 6.5

불교 5 16.1

경제상태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 51.6

100 ∼ 150만원 13 41.9

151 ∼ 200만원 2 6.5

  의료보험형태 의료보험 25 80.6

의료보험+사보험 6 19.4

의료급여 - -

결혼상태 기혼    28 90.3

미혼  3 9.7

가족동거유무 유     25 80.6

무   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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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

말기환자의 임상적 특성으로 연령, 진단명, 유병 기간, 입원기간, 치료중단시의 

의식상태, MOF 점수와 기능부전 기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

았다.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연령은 29세부터 78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

고 평균 연령은 53.8세(표준편차 ±15.22)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비율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질병은 간암, 유방암, 폐암, 혈액암 등 암환자가 

54.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COPD등의 호흡기계질환 29%, 만성신부전 6.5%, 

뇌혈관질환 6.5%, 기타(AIDS) 3.2% 순으로 나타났다. 

말기환자들의 평균 유병 기간은 21.8개월(표준편차 ±35.21)이었는데, 유병 기

간이 1년 미만인 환자가 51.6%로 1년 이상인 환자보다 더 많았다.  

한편, 치료중단을 결정할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명료 상태 70.9%, 졸리움․

기면 상태 22.6%, 혼미 6.5%로 반혼수나 혼수상태는 없었다. 

치료중단을 결정할 당시의 기능기관부전 점수는 4∼6점이 48.4%, 1∼3점이 

45.2%, 7∼8점 6.4%이며 평균 3.61점(표준편차 ±1.84)이었고, 기능기관부전 기관

수는 3개가 29.1%로 가장 많았고 평균 2.74개(표준편차±1.50)로 나타났다.

< 표 2 > 치료중단 시 말기환자의 임상적 특성   (n=31)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치료중단시 29세 이하 1 3.2

연령 30 ∼ 39세 3 9.6

40 ∼ 49세 5 16.2

50 ∼ 59세 8 25.8

60 ∼ 69세 5 16.2

70세 이상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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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3.  사회․상황적 특성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사회․상황적 특성으로 치료 중단의 형태, 치료

중단 의사결정시의 참여자, 치료중단 논의 빈도, 동의서 유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았다.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진단명 암 17 54.8

호흡기계질환 9 29

만성신부전 2 6.5

뇌혈관질환 2 6.5

기타 1 3.2

유병 기간 1년 미만 16 51.6

1년 이상∼5년 미만 14 45.2

10년 이상 1 3.2

치료중단결정시 명료  22 70.9

의식상태 졸리움․기면         7 22.6

혼미 2 6.5

MOF점수 1 ∼ 3점  14 45.2

4 ∼ 6점 15 48.4

7 ∼ 8점  2 6.4

MOF기관수 1개 8 25.7

2개 7 22.6

3개 9 29.1

4개 5 16.1

5개 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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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3 > 치료중단 시 말기환자의 사회․상황적 특성   (n=31)

항목 구분 빈도 비율(%)

           ** DNR  12 36.4

치료중단형태 적극적치료 

시행안함
21 63.6

           ** 부모 4 9.8

의사결정 참여자 배우자 14 34.1

형제자매 2 4.9

자녀 21 51.2

치료중단 1회  28 90.3

논의빈도 2회     2 6.5

3회 이상 1 3.2

동의서 유무 유  13 41.9

무     18 58.1

** 복수응답

말기환자에게 행해진 치료중단 형태로는 DNR만 행해진 경우가 32.2%, 적극적 

치료를 시행 안한 경우가 61.3%, 그리고 둘 다 행해진 경우가 6.5%로 나타났다.

의무기록 분석결과 의식의 변화가 오거나 기능부전 기관수가 많을수록 DNR을 

선호하 고, 나이가 많을수록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치료중단이 결

정되었다. 

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1회가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이때 의사결

정에 참여한 참여자는 자녀(51.2%), 배우자(34.1%), 부모(9.8%), 형제자매(4.9%) 순

으로 나타났다. 

의무기록으로 치료중단을 결정에 대한 가족의 동의서를 남긴 경우 41.9%, 동의

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5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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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주간호제공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나타난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치료중단 결정후의 경험은 응답자의 의미 있

는 표현들 중에 유사한 내용을 묶어 분류하고 공통된 내용을 확인하여 도출하

다.  

1.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경험

1) 치료중단 수용의 결정 요인  

치료중단에 대한 논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환자의 말기상태를 인지한 의

료진이 먼저 환자가족을 불러 불량한 예후에 대한 설명 후 급성 심정지 상황이 

왔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DNR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

와, 가족이 환자의 경과에 대해 의료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가 환자에게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며 그 어떠

한 치료로도 완치가 어려운 말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치료의 무용성에 대한 설명이 따른 뒤 치료중

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 특별한 설명은 없었고요...항암치료를 계속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없는 것

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효과를 더 내려면 좀더 센 약이 있지 않으냐고, 그거 

해보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별 효과 없을 것 같다고...이제 여기서 그만 

두는 것이 낫겠다고...(의사선생님이) 치료를 중단하자고 하시더라고요.( Case 

#1 )"

“ 회진 오셨을 때 애가 좀 어떠냐고 물었어요. 별 대답 없이 고개만 주억거리

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더 이상 치료할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더 센 치료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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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고 말하더군요.( Case #3 )”

“ 이번에 입원했을 때, 항암치료 위해 7번째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마

지막 치료인줄 모르고 들어왔는데 (엄마 상태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지금까지 

했던 항암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

해 주셨어요.( Case # 5 )”

치료중단을 결정하게된 요인으로는 의료진의 권위에 대한 수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상태나 나빠지면 할 수 없다고 합디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어

쩔 수 없다는 게지.( Case #2 )”

“ 엄마는 현재 대장암에서 전이가 된 상태거든요. (의사선생님이) 치료가 불

가능하다고 하니까...선생님이 말 하셨을 때, (항암)치료 중단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더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단

호하게 말 하시니까 할 수가 없더군요.( Case #5 )”

즉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며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와는 틀리

다 하더라도 전문가인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다.

 

 “ 솔직히 제 가족이 얼마 못산다는 얘길 들으면, 사람 마음은 다만 얼마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치료가 힘들어도 얼마라도 더 했으면...치료를 더 하고 싶

은 마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 하시니까...엄마 몸

은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Cas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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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물건은 파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

요. 파는 사람이야 이 물건은 이런 것이 좋고, 저 물건은 이런 점이 안 좋다...

설명해주면 저희야 모르니까...잘 아는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사는 거잖아요. 저

희는 잘 모르고 의사들은 잘 아니까...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따를 수밖

에 없어요. (아빠랑 오빠는) 치료중단 결정시 의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죽는

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말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대요.( Case #4 )”

치료중단을 결정하게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그들 자신이 지켜보아도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치료를 해도 소생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그렇지. 내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여.( Case # 2)"

" 저도(환자도) 지금은 죽을 것 같은가봐. 저번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저번에 중환자실 갔다 온 뒤로는...지금은 보니까 딸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친한 친구들보고 왔다가 가라고 하라고...친한 친구들한테 자

기 죽기 전에 보고 가라고 그랬다더군.( Case # 2)"

" 치료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빠지니까 (항암치료를) 더 이상 받을 필

요 없다고...처음에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

았거든요. 그런데 입원하시고 이틀만에 엄마가 의식이 나빠지고 정신도 없어져 

보이고...그때 여쭤봤더니 힘들 것 같다고...3∼4일 밖에 안될 것 같다고 그러셨

어요. (의사선생님이) 가족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보류하겠다)말했는데, 저희가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체력적으로도 엄마

가 항암치료를 6번 받으시면서 많이 못 드셔서 나빠지셨거든요.( Case # 5)"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효과가 없는데도 힘든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환자의 고

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치료중단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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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처음 여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태능에 있는 암센터로 옮겨서 더 치료를 

받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환자가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 

대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낫겠

더라고요. 오빠도 그만두자고 하고...그냥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Case # 1)"

" 지금은 그냥 고통 덜 받고 빨리 가면(죽으면) 좋겠어. 그냥 고통 다 받고 

죽으면 너무 불쌍하잖아.( Case # 2)"

뿐만 아니라 말기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일 뿐 고통

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DNR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만약에 그런 순간이 와서 죽게되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매우 괴롭고 매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게 엄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솔직히 자기는 끊고 

싶은데 계속 힘들게 자꾸 매달리게 만든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거 빼면 가는 

건데...그거 해서 1년을 더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분, 몇분 더 살게 하는 

건데...그래서 저희는 그거 심폐소생술 안 한다고 했어요.( Case # 4)"

이상과 같이 환자의 말기상태를 의료진으로부터 전해들은 가족들은 의료진들

이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하며, 

환자의 가망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하는 이유로 치료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

료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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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치료중단 수용의 관련개념에 대한 근거 자료

범   주 개   념 주간호제공자의 표현

 치료중단  의사의 권위에    의사가 그만 두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어

 수용의  대한 수용    쩔 수 없다고 한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결정요인    따를 수밖에 없다. 단호히 말해 어쩔 수   

   없었다.

 가망 없는 환자    가망이 없어 보인다. 힘들 것 같다. 3-4일

 상태에 대한 인지    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본인도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

 환자의 고통경감    좀더 편히 있다 갔으면 좋겠다. 환자가 너 

   무 힘들어한다. 고통 덜 받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2) 치료중단 결정자

치료중단의 결정은 환자 본인은 제외된 채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졌

는데, 가족의 기능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환자가 미혼의 경우에는 부

모나 형제자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는 형제자매가 의사

결정에 대신 참여했고,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향에 따라 기혼의 경우는 배우자, 

장남, 형제자매, 부모 등 가족이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결정에 주로 참여하 다.  

“ 아빠는 8년 전에 돌아가시고, 오빠, 저 , 동생 둘 이렇게 살아요. 엄마가 

입원하시면서 제가 주로 옆에 있으니까 이번 결정도 저 혼자 했어요.( Case # 

1)” 

“ 저가 이혼해서 애 엄마고 애들이고 잘 안 와. 그래서 딸이(여동생이) 이러

고 저러고 하지, 내가 뭐 아나...말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 뭐.( Cas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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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빠한테 전해들었어요. 저한테는 물어 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빠와 오

빠 둘이 결정을 내렸지요. 저 같은 경우는 딸이니까 무조건 뭘 하든 먼저 알려주

지 않더라고요. 제가 충격 받을까봐 그러는지...사실 전 의외로 담담한데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래도 장남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먼저 알

려주지 않고 나중에 그랬었다...하고 알려 주시고요. ( Case # 4)”

이처럼 치료중단의 결정은 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환자의 대변인으로써 가족

이 대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들은 치료중단 결정 후 환자에게 그 사실

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 엄마한테는 그냥 속 어요. 엄마 기력이 약하시니까...지금 항암제 맞아봤

자 몸이 너무 허약해서 안 된다더라...진통제 맞으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두달 

뒤에 다시 (항암치료를)한다더라...두달까지 병원에 누워서 진통제 맞고 수혈 받

고 그러자...그랬죠. 잘 먹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다시 항암치료 한다, 엄마.  

컨디션 때문에 항암치료를 잠시 중단한 걸로 그렇게 말 드렸어요. ( Case # 1)”

“ 치료중단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엄마한테는 말 안하고...현재 산소호흡기 

쓰고 계시는데 이거 호흡만 괜찮아지고, 붓기도 빠지면...이제 좀 괜찮아지면 병

원 나갈 수 있다...라고 만 알려 드렸어요.( Case # 4)”

“ 엄마가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 마음이 아

파서 그렇지...엄마는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

도 잘 하려고 하시고 더 상태가 좋아지면 치료를 해보자 그러고 계세요.( Case # 

5)” 

치료중단 결정 시 환자를 배제시키고 가족들이 대신 의사결정을 하며, 또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환자 본인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직접 통보하기가 어

렵고, 이런 사실을 환자에게 말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향을 고려하



- 25 -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고...거기다가 치료도 못 받는 

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냥 서로 있어도...아무 말도 안 해요(눈물지으

며).(Case #3)”

“ 엄마한테는 (사실을)알려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말 드리면 더 이상 병원에 계시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

사선생님은 현재 퇴원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 하세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실까

봐요. 그런데 만약 엄마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해 드리면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말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상태로는 말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엄마

한테는 솔직히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Case # 5)”

3) 치료중단 결정권자로써의 역할

가족은 환자의 대변인으로써 치료중단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

고, 이후 환자의 안위를 고려하여 환자의 옹호자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만약 제가 엄마 같은 입장이라 해도 전 모르는 것이 날거 같아요. 가족이 

알아서 대신 결정해줬으면...전 몰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죽는다 그러면 죽

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하나...하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죽나보다...이러면

서 누워 있을 것만 같고, 주위에 짜증만 내고...곧 죽으니까 빨리 뭘 해놔야 겠

다 이런 것이 아니고...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나 간호사님에게도 치료를 중단한 

것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항암치료 중에도 힘드니

까 엄마가 ‘나 항암치료 안 할 란다, 그만 할 란다’ 막 거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인제는 저희 오빠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이 좀 있으면 죽을 거

다...이런 것을 알게되면 주사 꽂는 것 그런 것도 안 하실 거라고...진짜 그래서 

말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살 수 있을 줄 알고 이런데다가 고통 당하면서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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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꽂고 그러는 건데 그 말 해버리면 저희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병원에 

있지도 않을 걸요.( Case # 1)” 

“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내가 왜 죽냐...안 죽는다. 살 수 있

다...고...죽는걸 두려워하세요. 솔직히 죽음이란 건 두렵잖아요. 이제 말기 암 

환자라는 것도 알고 3개월 밖에 못산다고 선고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도...

의지가 강해서 의지로 버텨나가고 계세요. 그런 엄마한테...사실대로 말하면 나 

같아도 살기 싫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어 조금이나마 

내가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날 것 같아서요.( Case # 

4)”

“ 그리고 제가 환자라도....만약 죽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엄마한테, ‘ 엄마, 

엄마가 곧 죽는데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 엄마 나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숨이 멎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편히 갈 수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잠깐 살 수 있고 또 나중에 그런 상

황이 오면 다시 또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데 하겠냐고 , 게다가 그 심폐소생술이 

몇 년 더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장의 박동이 멎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잠깐 

띄워주는 것뿐인데 엄만 어떻게 할거야?’ 라고 물어 본다는 것이 더 웃긴다고 생

각해요......내가 같은 상황이라도 오빠나 아빠가 너 죽을 때 심폐소생술 할래, 

안 할래 한다는 건 웃긴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도 폐암 말기 상황이란 것도 다 알고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수술도 

못했던 거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서 곧 돌아가시겠구나...하고 알텐데 그걸 

일부로 죽음 과정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그보단 편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 Case # 4)”

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을 가족이 대신 결정함으로 인한 갈등을 찾아보기는 어

려웠는데 가족은 환자의 옹호자로써 평소 환자의 성격과 그에 따른 대처능력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가족은 혈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 결정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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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자를 위해 최선일 것이라는 기본 믿음에서 근거하는 것 같다. 

“ 제가 엄마를 계속 간병하고 있지만 의사가 저를 불러 상담하자고 하거나 엄

마한테 직접 말 하시지는 않아요. 보호자로 오빠나 아빠를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지. 그렇지만 오빠나 아빠가 내린 결정이 나와 같다고 생각해요.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나나 아빠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린 결정인데 내가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고 (저도 나중에 들어서) 일

리가 있으니까... ( Case # 4)”

“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말  안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내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건 본인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몸이 아프다

고 그러면, 내 몸 상태니까 본인이 더 잘 느끼지 않겠어요?...전 나중에 제 상태

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내게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구

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솔직히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갈등은 없어요.( Case # 5)”

이상과 같이 치료중단의 결정은 환자의 대변인으로써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 환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환자의 안위를 고

려한 판단으로 환자의 옹호자로써의 가족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표5>와 같다.

< 표 5 > 치료중단 결정자와 결정권자의 역할에 대한 근거 자료

범   주 개   념 주간호제공자의 표현

 치료중단  환자의 대변인  엄마 대신 내가 결정했다. 아빠와 오빠가 결정

 결정자  으로써의 가족  결정했다. 환자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가족이

  내린 결정이 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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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범   주 개   념 주간호제공자의 표현

 치료중단  환자의 옹호자  죽을 때 어떤 선택을 할거냐고 환자에게 묻는

 결정권자의  로써의 가족역할  것이 더 웃기다.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낫

 역할  다. 내가 환자 입장이라도 몰랐으면 좋겠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다. 

4) 치료중단 결정과정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보다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는 주치의랑 그런(치료중단) 논의를 확실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

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히 직접적으로 앉아서 자세히 논의 한 적도 

없고 복도에 잠깐 서선, 좀 힘들겠습니다...그러고...말도 크게 안 하구요. 주치

의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다 혼자 가버렸거든요. 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오셨을 때 

제가 주치의선생님 만나봐야 한다고, 좀 자세히 여쭤봐 달라고, 어른이니까 잘 

얘기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부탁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만나러 갔었는데 똑

같더라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한달 두달입니다.( Case # 1)"

“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내려가서 진짜로 간줄 알았어. (병원에서 온) 전화 

받고 갑자기 달려와 보니까 경기 비슷하게 오더라고. 첨에 5월에 강북 병원 갔는

데 경기가 나서 암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은 몰랐지. 중환자실에서 애가 숨을 못 

쉬니까...가래가 딱 차서 막혀가지고...우리가 제발 숨쉬게 해달라니까 여길(목

부위 가리키며) 땄지. 인자 마지막인가보다 생각했지.( Case # 2)”

환자나 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보는 



- 29 -

주간호제공자에게 당혹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솔직히 말기상태라고 치료할 수도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어

요. 엄마는 현재 대장암에서 전이가 된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의사선생님이)아

무 말 도 없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외래에서)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도 아

무 말 도 안 하셨는데 이번에 입원했을 때에야 비로소 허리(척추)에 전이가 된 

것 등 엄마 상태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었어요. (외래에서) 검사 할 때도 아무 말

도 안 해주고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해주시고 이번에 입원했더니 초음파 사진 보여

주면서 이쪽으로 다 전이된 것이다...라며 말기라고 한꺼번에 얘기하시더군요. 

외래에서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 해서 허리쪽의 사진을 찍었을 때만 해도 결과

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해주고 왜 아픈지 모르겠다...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불

과 몇 달 사이에...아무 말도 없다가 이번에 입원했을 때 다 얘기를 하는지. 솔

직히 얘기를 듣고 안듣고를 떠나서 (어떤 준비도 안되었는데) 갑자기 너무 한꺼

번에 알려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Case # 5)”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지 않으며 환자상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

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불신감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제가 혼자서...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이렇게 더 알아보고 치료할 수 있

는데 못하고 중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어요. 뭐 이런 것...암에 대해

서, 항암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럴 수 있는데 못했다는 것...이런 것이 후회

되죠. 지금 피부에도 전이가 돼서 피부에 혹이 여러 군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혹이 튀어나왔을 때 저는 암이 속에서만 그러지 밖으로 나온다고는 생각

도 못해봤어요. 진짜 들어 보지도 못했고...선생님은 조직검사 해보지 말자고 하

셨지만 전 그게 약물 부작용인줄 알고 엄마랑 저는 해보겠다고, 해봐야겠다고 그

랬어요. 그랬는데...조직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암세포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은 

건들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때 왜 건들지 말자고 했는지, 암세포라고 얘기 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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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도 해줬으면 나는 안 했을 텐데...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하지 말자...그저 

만져만 보시고 아휴, 아휴...이러고 말아요. 이게 암세포다. 암세포인데 이게 피

부전이가 되어 튀어나온 것이다...이렇게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셨으면 내가 검

사하자고 하지 않았을 텐데...난 모르니까 무조건 해 본 거죠. 괜히 했어요. 지

금은 검사한데서 짓물 나고 괜히 덧나고...전 솔직히 선생님께 섭섭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할 수도 없고...(한숨)( Case # 1)”

“ 그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아지길 바라는 건데...처음부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했으면 정말 남은 기간을 준비

할텐데...그 힘든 항암치료 안하고 생을 즐기시다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해외여행이라도 다니고 엄마 이쁜 옷도 사드리고 화장도 하고 그랬을 텐

데...이게 뭐냐고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한 것이잖아요. 3월부터...지금까지. 

(Case # 1)”

“ 정확하게만 말 해 주신다면...환자한테 아니 가족들한테라도...저희가 중

간에 포기할까봐 얘기를 안 해 주신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의사선생님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의사선생님이 

병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거냐 저렇게 할거냐 자세히 설명해 주었

다면...중간중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상태에서는 무얼 해야 하구, 그랬을 

때는 좋은 점과 나쁜 점등 설명해 주면서 해왔다면 충분히 준비를 했을 텐데...

얘기를 해주고 가는 것도 아니라 따라나가서 여쭤봐야 해주세요. 따라가서 물어

보지 않는 이상 별다른 말을 안 해주세요.( Case # 5)”

또한 의료진의 권위적인 태도와 환자에 대한 배려부족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 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무슨 선생님이

에요, 아님 간호사야 뭐 에요? 솔직히 의학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것 하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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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렇게 어 막 써가면서 설명을 하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선생님 그

게 뭐 에요?...라고 물어보면 막 짜증내시면서...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야 되니

까. 선생님들이 쉽게 풀어서 말해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은 다 아니까 자기네들끼

리는 다 알아들으니까...(전) 알아들을 수 도 없는 그런 용어 써가면서...나중에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아...이거 구나,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하죠 뭐.( 

Case # 1)”

주간호제공자들은 치료중단 결정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일방적인 의

사소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당혹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야기

되는 불신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표6>과 같다.

 

<표 6> 치료중단 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범   주 개   념 주간호제공자의 표현

  치료중단  일방적인 통보로   너무 한꺼번에 알려줘서 황당했다. 이제 

  결정과정  인한 당혹감   마지막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다.

 의사소통의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알려줬다

 어려움으로 야기   다면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알아들을 수 없

 되는 불신감   없는 말로 자기들끼리 말한다. 

2. 치료중단 결정 후의 경험 

1) 의료진에 대한 감정

치료중단 결정 후 주간호제공자들은 의료진에 대한 섭섭함, 불신감, 원망감, 그

리고 배신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기에 병원에서 치료하면 모두 나을 것이라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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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가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상태가 말기임을 들었을 때 주간

호제공자들은 이를 질병의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료진의 잘

못으로 인해 상태가 더 나빠져 치료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 의료진을 불신하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음에 와서는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치료 받고...다른 병원에서 검사 다 했

는데도 여기서 새로 다 하고...그러니까 날짜가 더 지나서 괜히 병이 더 악화되

어버렸지. 뭐 한 20일 정도 거의 치료도 안하고 날마다 왔다갔다만 했지. 여기 

병원은, 아휴...급한 환자는 다 죽어. 우리도 병이 악화되어 버렸어. 치료도 못

하고 맨날 왔다갔다만 했지, 이틀 뒤에 오라, 삼일 뒤에 오라...이렇게 급한 환

자는 병실이 없어서 뭣하다, 뭐하기 때매 뭐하다 하고...아휴...그래서 애가 더  

나빠진 거야, 고치지도 못하고...주위에서는 이렇게 큰 병원에서 한없이 몇 달간 

치료받았으니까 원도 없겠다고 나보고 그렇게 말하만 다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

지. 나는 기가 막히지.( Case # 2)”

이러한 불신감은 의료진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평소 환자의 경과

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가족의 경우일수록 더욱 두드

러졌다.

“ 차라리 처음부터 제게 수술도 안 된다 그랬으면 전 항암치료도 안하고 엄마 

모시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것 사드리고 그랬을거에요. 이거 하나가 정말 

선생님께 너무 원망스러워요. 항암치료 고통스럽게 해놓고 안될 것 같으면...진

짜 안될 것 같으면...알잖아요 선생님들은, 환자 한 두명 겪은 것이 아니니

깐....왜  했냐구요?(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병원 돈벌어 먹으려고 한거

냐구요, 아니면 우리엄마가 자기네들 실험상대냐고요. 항암제 실험 상대밖에 안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항암치료 해주고 낫게 해주실 것 같

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했는데 이제 엄마 이렇게 해놓고 나니

까 솔직히 너무 돌팔이 같고 밉고 선생님 같지도 않고 그래요. 제대로 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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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거든. 항암치료를 제대로 해 놓았나 아니면 몸 상태나 일단 제대로 우리

에게 얘기해 줘봤나. 아니면 여기 튀어나온 것(암의 피부전이) 불쑥 튀어나올 때

까지 알았을 텐데 왜 얘기한마디 안 해주었는지. 제대로 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

고 제대로 해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통증이 더 심한데 통증도 제대로 낫

게 안 해주고...( Case # 1)”

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진과의 인식차이 또한 주간호제공자에게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호제공자들은 치료중단을 나을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나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고 보

조적인 치료만 하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치료는 다하는데...수혈 같은 것 다하고, 진통제 쓰고, 열나면 항생제 같은 

것 다 쓰는데 항암치료만 중단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 힘

든 치료를 할 필요 없지 않으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방법은 그거(치료중단)밖에 

없냐고 하니까 그거 밖에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Case # 1)”

“ 애 상태가 워낙 급하게 바뀌니까 손쓰기도 어렵고 그냥 지켜본다고만 했어

요. (case # 3)”

그러나 말기환자에게 있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 뿐이지 치료중단 후에도 수액요법, 항생제, 진통제의 사용, 혈

액검사 등 치료중단 전과 다름 없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었다. 즉 투석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투석을 

중단한다거나 기관내 삽관술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의 

치료중단 양상과는 틀리게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중단의 형식은 예상되는 악화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 적극적인 치

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처치는 모두 전과 다름없이 이루

어지고 있어 치료중단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진료의 변화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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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 중에 엄마가 집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서 통증 제거하게 진통제 좀 맞고 그런 다음 더 치료받으려고 입원했는데...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위세척해서 출혈이 있고 그러니까 레지던트 선생

님이 오셔서는 갑자기 저 불러서 이제 한 두달 밖에 못산다 그러는 거에요. 그래

서 엄마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아파하셔서 한 3일만에 다시 병원에 

또 왔고요. 그랬더니 그때 다시 확실하게 말 하시더라고요. 치료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그냥 병원에 계시면서 혈압이나 조절하고 진통제 맞고, 수혈 받고 그

게 다라고...그렇게 하겠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 Case # 1)

“ 수액 맞고, 약 쓰고, 몰핀이라는 진통제 맞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치료

라고 생각이 되요. 치료중단은 집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데. 그때 어떤 환자의 경우 집으로 가시라고 말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면 

어차피 가망이 없다면 집에 가도 되지 않으냐고 했더니 집에 가면 환자가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 있으라는 얘기죠. 약간의 희망이 있어 더 해볼게 있다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딴 환자의 경우는 집에 가시라고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힘들

면 포도당이라도 맞으시라고...응급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걸 봤거든요.( Case # 

4)”

말기환자에게 있어서 치료중단은 흔히 이루어졌는데 중환자실에서는 치료중단 

후 3∼4일 이내 환자가 사망하거나 가망 없는 퇴원이 이루어지는 듯 뚜렷한 변화

를 볼 수 있지만 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사망시간을 예측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중단 결정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게 되

고 또 다시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반복적으로 치료중단이 이루어지

고 있어 여러 차례 치료중단과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일수록 의료진들이 객관적

인 지침을 가지고 치료를 중단했다고 여기기보다는 말기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이상 해주는 것도 없이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 1월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는데 그때도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얼마 못 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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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시 또 경과 지켜보다가 항암치료 받읍시다. 그래서 항암치료 받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퇴원했거든요. 6개월 정도는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상태도 좋

았고요. 그때는 항암치료 받으러 엄마 혼자서도 병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

데 10월말에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언어마비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가 약간 어눌해 졌는데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고 엄마가 치아가 흔들리더니 

빠져서 발음이 새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뇌로 전이 된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지난달 10월 말경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도 또 준비하십시오. 폐암이 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급

사 할 수도 있고 ...손도 못쓰고 간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모르는 거라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좋다가도 저녁에 갈 수 도 있다...저는 이 말은 이해하겠어

요. 선생님들이야 보편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렇지만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사람은 모두 다 틀린 거잖아요. 감

기 걸려도 바이러스 걸려 잘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암에 걸려도 10년 20년 씩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 Case # 

4)”

“ 이번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어요. 치료할게 없다, 항암치료도 못 받고 방사

선 치료도 못 받는다라고 의사선생님이 분명히 말 하셨는데, 어제는 오셔서는 

CT 찍어보자고,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혈관을 눌러서 부운 것이면, 지금 

엄마 왼팔 쪽이 부었거든요, CT결과 암세포가 혈관을 누르고 있는 거라면 다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는 거 에요.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열 받는 거죠. 응급실에서는 이렇게 있다보면 3∼4일만에 

죽습니다...그래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주일 

동안 이 비싼 병실에서 있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상태를 지켜봤

습니다. 상태를 지켜보니까...검사를’ ...이러는 게 웃기잖아요.( Case # 4)”

결국 이러한 혼동은 객관적 지침에 따라 치료중단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의료

진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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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다.

“ 치료중단이란 건 그거잖아요. 자기네가 더 이상 치료 방법도 없고 손 쓸 수

가 없을 때 의사가 딱 내릴 수 있는 게 치료중단이라고 생각 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치료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 편한 대로 자

기네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왜냐면 막 

치료중단 했다가 아 또 어떻게 보면 살수도 있겠다...하고, 어떻게 보면 실험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응급실에서 길어야 3-4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병동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1주일이 넘으니까 아...생각보다 더 사시네...그러

면 왜 여기가 부었을까? CT 찍어본 다음에 혈관 방사선 해볼까? 그러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고, 걔네는 그런식으로 얘기 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나 아빠가 열 받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의사는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상태를 지켜보니까’ 

이런 식이죠...그러면 우리한테는 얘기할 때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를 하던가 안 

하던가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하는데, 처음엔 못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경

과를 지켜봤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자기네들 위한 쪽으

로...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엄마 컨디션이 이렇다 저래서 손 쓸 수가 없다 라

는 타당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진하나 찍어 보고, 피검사 해

보고 이거는 어차피 말기 진행된 상태다 끝이다 라고 해버리는 것 같아요.( Case 

# 4)”

“ 지금 제가 보기엔 처음 입원했을 때 보다 좋아 보이는데, 식사도 하시고...

그런데도 오늘아침에 의사선생님이 안 된대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래요. 보기만 

좋아져 보이는 거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도 힘들다

고...솔직히...수긍이 안되죠. 제가 보기엔...눈으로 보기엔 처음 입원했을 때보

다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의사선생님들은 (검사)결과나 딱히 알려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 나빠지고 있다, (항암)치료받을 정도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만 말하시니까( Cas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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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간호제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료중단 후 의료진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고했다.

“ 레지던트 선생님도 그렇고 주치의 선생님도 그렇고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님도 그렇고...( Case # 1)”

“ 딱히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게 있긴 하지...( Case # 2)”

주간호제공자들은 의료진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로 회진을 잘 안 온다, 형식

적이다, 말이 없어졌다 등 환자에 대해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 제가 뭘 알겠어요. 내가 봐도 애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물어볼 말도 없

고. 의사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는 것 같아요.( Case # 3)”

 

“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별로 해줄게 없으니까 그

냥 몇 마디 나누다가 서로 쳐다보고 가는 거죠. 엄마가 뭘 물어봐도 난처해하며 

대답을 피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가서 여쭤보기 

전엔 엄마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것도 없어졌고요. 하긴...여쭤보면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말 뿐이니, 뭘 더 기대하겠어요.( Case # 5)” 

이러한 의료진의 태도 변화에 대해 주간호제공자들은 섭섭함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치료중단 결정 후) 간호사님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레지던

트 선생님도 그렇고 주치의 선생님도 그렇고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많이 변

하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 치료 중에는 해줄게 많죠. 선생님도 몸 상태 컨디션도 

봐야하고 그러면서 해줄게 많은데...이제 치료를 중단 해버리니까 선생님도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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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줄게 없잖아요. 혈압, 뭐 수혈, 진통제...이게 다잖아요. 항생제...뭐 이런 

것.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할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진 오면 우리도 물

어볼게 없고, 저들도 이제 물어볼게 없고...그러니까 서로 말이 없어지고, 서로 

오면 (가볍게 목례 시늉하며) 그냥 이렇게 하고...휙 가시고...이게 다 에요. 

어떨 때는 레지던트 선생님하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챠트 같은 것 두분이 보고서

는 둘이서만 말  나누시고 그냥 가시고...매일 그게 다 에요. 요즘엔 엄마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가시고 무시하는 것도 같고...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휙 가버리고 회진도 잘 안 와 보시고...섭섭하

죠.( Case # 1)"

" 애가 다 죽게 생겼어. 회진와도 별로 할말 두 없어. 딸이 그러는데 다른 병

원 알아보자고 그래. 옮겨야 할까봐. 회진 오면 의사들끼리 얘기하고, 애가 말을 

못하니까(환자가 말을 못하는 상태) 그냥 나랑 눈만 쳐다보고...섭섭하지 뭐. 그

래도 할 수 없는 거지...( Case # 2)"

또한 세심하지 못한 간호, 환자에 대한 배려부족 등 의료진의 태도에 대한 섭

섭한 감정을 나타냈다. 

“ 되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와서도 괜찮으세요? 좀 나아질 거에요...형식적

으로 이런 것 말고 좀더 희망적인 얘기를 환자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환자에게는 형식적으로 말하고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합시다, 기다려 주세

요, 그러는 것이 환자한테는 나름대로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면 

‘나 죽는 대냐? 나 언제 죽는 대냐? ’ 이렇게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난 또 감

춰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 환자한테 조금이나마 더 밝은 얘기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자 보호자한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더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급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한 데로 말해요.( Cas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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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통제 달라고 말하면, 간호사님 혈압재고 있다가 ‘예’라고 대답만 하

고 하던 일 계속 다해요. 방에 있는 다른 환자 볼 거 다보고, 솔직히 자기네 몸 

아픈 게 아니니까 할 일 다하고 그때부터 가서 진통제 가져오는 거에요. 말하자

마자 뛰어가서 갖다주고 놔주고 (그 뒤에) 혈압 재면 되게 고마울텐데, 안그런가

요? 진통제 늦게 오면 엄마가 마구 짜증내시거든요. 요즘엔 2시간에 한번씩은 진

통제를 맞아야 해요.( Case # 1)"

 

“ 간호사들도 다 틀리지만, 어떤 간호사는 정말 내 몸처럼 잘 해주고 부드럽

게 말하구 그래요. 근데 어떤 간호사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에요. 엄마가 

팔이 붓고 그랬는데, 피부에 붙여놓은 반창고 하나를 떼어도 조심스럽게 떼어내

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확 잡아떼서 피부가 벗겨지게 만든 간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땐 너무 화나죠...너도 아파 봐라, 너희 부모가 아파 도 니가 그

러냐...그런 생각을 해요.( Case # 4)”

한편, 주간호제공자들은 치료중단 결정 후 의료진의 태도 변화로 전원 권유를 

지적하 는데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중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고 있는 환자

의 경우일수록 의료진으로부터 2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후 완화의료에 대한 대안이나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전원 권유로 인해 

가족은 의사가 환자를 포기했다, 이제 치료가 안되니까 작은 병원으로 보내려고만 

한다 등 처음 의료진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인하여 의료진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제 치료를 다 중단하고 뭐 했다고 해서 회진 오시면 엄마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가버리고, 얘기 같은 거 들어 줄려고 하지도 않고, 쬐그만 병원으로 동

네 병원으로나 옮겨서 있으래요. 괜히 여기 있으면 자기 환자인데 자기 품에서 

죽어나가면, 자기가 보던 환자인데 솔직히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게 하는 거 같기도 하고...괜히 섭섭하고 ...입원한지 몇 일 안됐을 때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의사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입원하는 것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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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해주고...오랫동안 입원하는 게 안되고 조

그만 병원을 원하시면 연결시켜 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는 싫다고 했는데 

얼마 뒤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병원을 옮기면 연결시켜 주냐고...물어봤더니 선

생님은 자기네들이 여기 병원에 못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오래 있으면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계시면 좋은데...여기는 큰 병원이라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고 

또 큰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 같은거나 하는 거지 수혈 받고 그런 거는 이런 치료

는 작은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 하더라구요. 엄마도 싫

다고 그랬는데 이젠 마음이 바뀌어서, 왜 옮길려고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너무 엄

마를 내놓으니까 차라리 다른 병원가면 주치의 바뀌고 간호사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잘 해줄까봐...나 그 마음에 지금 옮길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Case # 1)”

“ 회진 와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러는데 물어볼게 뭐 있겠어. 이제 (치

료에)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 같아도...이제 

가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 같애. 병원에 병실도 모자라고...여기 있으면 돈도 많

이 들고 그러니까 작은 병원을 옮기라고 그러겠지. 자기네들이 다 알선해준다고 

그러지만...그런 말 들으면 기가 막히지...( Case # 2)”

2) 환자에 대한 감정

치료중단을 결정한 후 주간호제공자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앞으로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상실감, 막막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 뭐가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힘든 건지...그냥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감이 안나

요...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Case # 1)”

“ 전 두려워요. 의사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곧 어떻게 되겠구나 잘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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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하나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얼마나 더 힘들어 질지...( Case 

# 5)”

주간호제공자가 환자의 어머니인 경우에는 기막히다, 하늘이 무너진다 등의 표

현으로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상실감을 표현했다.

“ 내가 아무 정신이 없어. 세상에......넋이 나갔나봐. 어제 한일도 잊어 먹

고...여기 입원한지 꽤 됐는데도 잠깐 밖에 나가면 여기 병실을 못 찾아와. 내가 

넋이 나갔어...내가 환자여 지금......(Case # 2)"

“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봐...저 죽는걸 어떻게 봐요...하긴, 지금도 사지는 

벌써 죽었는데...그걸 지켜보자니...(눈물지음)...의사선생님 하시는 말  들어

보니까 이제 가망 없다는 말 밖에는 안 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

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이 노래

졌어요.( Case # 3)”

주간호제공자들은 사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

두 막막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료는 어차피 병원에서 포기 한 거고 제가 더 하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 저희는 아무런 준비도 못했거든요.( Case # 5)”

" 통증 없이 이제 더 아프지 않게...그 상태 유지됐으면...지금 고민은 좀 견

디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나...이게 걱정이지 지금

은 모든 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냥 눈물만 흘릴 때가 많아요.( Case # 1)”

“ 저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에 입원했을 때 길어야 2-3일 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막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입원했을 때는 묘지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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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전 마음의 준비가 다 됐고 이

제 엄마 돌아가시면 슬퍼할 일만 남았다...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을 딱 

앞두게 됐을 땐 힘들 것 같아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Case # 

4)” 

처음 환자의 말기상태에 대해 알게된 뒤 들었던 막막한 심정은 이후 곧 죽음

을 맞아야 하는 환자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환자를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게 

된다. 

“ 우리 형제가 4명이지만 엄마랑 따로 살았어요.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가

계, 식당 이런데 일 나가시고, 우린 우리끼리 살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

고...저야 엄마한테 애착이 있지만, 전 또 여자잖아요...그렇지만 동생들은 엄마

가 죽어도 그냥 죽었나보다...하고 살 거에요. 함께 살질 않았기 때문에 별로 정

이 없거든요. 솔직히 죽으면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산사람이야 하루에 만원을 

벌든 오천원을 벌든 쓰면서 살 수 있는데, 엄마가 다 키워 났으니까...엄마가 너

무 불쌍해요. 엄마 인생이 불쌍해요.( Case # 1)"

“ 그냥 죽으면 저 인생이 불쌍해서...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렇게 혼자 지

내다가 챙겨먹지도 못하고...제가 잘 못 돌봐줬어요. 그게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

죠.( Case # 3)”  

“ 엄마가 평생을 고생을 하고 사셨는데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잘 되는 일

만 남았고 애들 장가나 시집보내서 손주들 재롱보고 사셔야 될 나인데 그걸 못보

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막막하기도 한데...어차피 정

해진 운명이고 자기 운명이고 받아들여야 하니까...낳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

요. 초기라서 수술해서 살수 잇는 상황이 아니라...말기라는 게 그런거니까...

(눈물지음)( Cas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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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측은함은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기 안쓰러워 하는 모습에

서도 볼 수 있었다. 

 

“ 가더라도(죽더라도) 뭐라도 먹고 갔으면 내 맘이 좋겠어. 너무나...세상에 

그렇게 하고...아주 3개월을 물도 못 마시고...뭣 좀 먹여 보려고 하면 사래 들

리고, 코로 넘어오고 너무 힘들었어.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지도 못하고 고통만 

받으니 불쌍해 죽겠어. 이젠 뭐 먹고 싶다고도 안 해...( Case # 2)”

“ 가래를 빼려고 할 때마다 눈이 올라가고 얼굴이 뻘개지는 것 보면...저거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사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때

마다 안쓰럽고, 어쩌다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서 저리 고통받다 죽나...하고 더 못 

보겠어서 방을 나와요.( Case #3)”

3) 주간호제공자 자신에 대한 감정

치료중단 결정후 주간호제공자들은 긴 시간 환자를 간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 (엄마가 저를) 한시간에 한번씩 깨우니까 처음에는, 어휴...그래, 내가 자

다가 깨고 자다가 깨면 되지 뭐...그랬는데 어제 그저께는 제가 짜증을 내기 시

작했어요. 엄마가 어제 그래요. 제 이름 부르며 너, 무섭다고...너 짜증낸다고 

나보고...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엄마, 짜증 안 낼께...했어요. 나두 너무 피곤

하니까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번 깨웠을 때 빨리빨리 필요한 것 있으면 하

면 되는데, 삼십분에 한번씩 깨워서는 시키는 것이 바뀌니까...깨워서 소변본다

고 소변기 달라고 그래서 대드리면 안 나온다고 그러고...어찌나 열이 나던

지...( Case # 1)”

“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냥 병원을 돌아다녀. 밖에도 잠깐 나가 보고...그렇

지만 잠시도 병실을 비울 수 없어. 걱정되니까 금방 돌아오게 되지.( Cas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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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일했을 때는 뭐 10시간 일하고 있는 동안 엄마는 뭐하고 있을까 궁금

하면 일하던 중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괜찮아? 이러면 엄마가 어 괜찮

다...그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끝내고 잊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

금은 거의 매일 엄마를 보고 지내야 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같이 보조해줘야 

하고 식사도 그렇고 늘 붙어있어야 하니까 그게 힘든거죠. 특히 어떤 것이 스트

레스냐 하면요, 늘 같이 있어야 하니까 환자들만의 그 투정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요. 제가 낮잠을 좀 자면 엄마는 쟤가 이제 나는 안중에도 없

구나 하구, 어떨 때 짜증이 나서 엄마 도대체 왜그래? 하구 짜증을 내며 이젠 내

가 빨리 죽으라고 그러나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막 화나는 거죠. 내가 환자라

고 생각했을 때 보호자가 짜증을 내면 아...내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서 병원비나 

축내고 그래서 혹시 나한테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건가...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땐 아 내가 짜증

나도 그러면 안되겠다. 환자 본인 마음이 더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안되겠다

고 생각해요. ( Case # 4)”

대부분의 주간호제공자들이 치료중단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지는 않았

다. 그러나 치료중단 결정 시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

지만 치료비 부담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살펴볼 수 있었다. 

“ 엄마 병이 낫기만 한다면 아무리 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저희 집이 그렇게 

진짜 잘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서민층인데, 하루 세끼 못 먹을 정도로 아주 가

난한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도 돈벌고 오빠도 돈벌고 하니까 일년, 

아니 한 달이라도 더 살게 해준다면 치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중단(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 물론 돈이 없어서 중단하는 사

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빚을 얻어서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렇지만 솔직히 병원

에 보름정도 입원해 있으면 보통사람 한달 월급인데, 약값도 있고 그밖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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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식품 값도 들고...부담이 되죠.( Case # 4)

“ 게다가 사실 하루에 몇십 만원하는 것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있기엔 너

무 비싸고 벅차요. 그리고 병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호흡기 내과에 다인용 

병실 몇 개 만들어 놓고 병실 없다고 그러고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나 했

겠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환자의 심정을요...엄마가 

돈 때문에 방 옮겨 달라고(현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이인용 병실에 있는 상태) 

그러는 거 저희도 솔직히 보기 싫거든요. 우리도 현재 부담스럽지만 엄마한테는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말해요. 아빠가 나가서 하루 벌면 십 몇 만원 그거 힘들게 

벌어서 병원비로 다 나가니까 우리도 힘든 상황이에요. ( Case # 4)”

주간호제공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료진의 위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어떨 땐 의사선생님이 (제 어깨를) 다독거려 준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깨를)이렇게 두들겨 줘도...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난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조차도 전혀 도움이 안 되요. 방법이 없

다는 걸 말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하는 생각만 들어요......따지고 

보면 선생님들 고마워요. 돈만 있다고 낫겠어요? 선생님들 있고 간호사님들 있어

야 고치지...솔직히 보면 고맙고, 자기네들 태어나서 환자 고쳐보겠다고 공부해 

가지고 애쓰고...따지고 보면 참 고마운데...너무 정이 없어요.( Case # 1)”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주간호제공자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을 느

끼는 상황을 혼자만의 몫으로 생각하게 되며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는 그냥 혼자 스스로 달래요. 제 성격이 낙천적이고 좋게 생각하려는 편

이에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스키 타러 간다...그러면 넌 친구는 여기 병원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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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있는데...하고 화를 내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언

니,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도 가식적인 것 같고, 니들이 내 

맘을 얼마나 아냐...이런 생각이 드니까...나 스스로 어차피 내 부모고 내가 겪

어야 될 일이니까 내가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어차피 엄마도 부모가 돌아가

셨고 하지만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단지 내가 조금 빨리 겪는 것 뿐 

이다...이렇게 화를 달래죠. 그런데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걔네 부모가 아프다고 했을 대 내가 해줄게 뭔가. 내가 가서 병간호를 같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힘들지’...이말 밖에는 해줄게 없는 거에요. 다 자기인

생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젠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더 낫다고 생각

한다. 너희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아프고 돌아가신다. 내가 만약 시집을 가서 애

가 딸리고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는데 엄마가 아팠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들었

을 거 같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 젊어서 빨리 힘든 시기가 찾아

왔기 때문에 나중에 평온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너 어떻게 견뎠

니 하고 나한테 물어볼 날이 올 것이다...그렇게 위안을 하는 거죠. 어차피 부모

님은 돌아가시니까. ( Case # 4)”

이처럼 주간호제공자들이 사회적 지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고립감을 드러내는 

것은 가족중심적이며 집안의 흉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폐쇄적인 한국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전 혼자에요. 전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하면 뭐하겠어

요. 들으면 끝이고...이랬다...저랬다 이런 얘기나 하면 괜히 나중에 (제) 흉이

나 될 것 같고 또 하면 뭐하겠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친구들이 문병 오면 고맙다

고나 하고 일상적인 얘기나 하고 그러고 말아요. 자기네들은 행복에 겨워...(행

복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나는 힘들다 그런 얘기 해봤자 그럼 뭐하겠어요. 솔직

히 기분 처지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기분 처지게 만드는 것 같고. 친척들한테도 

얘기하자니 솔직히 친척일 뿐이지 진짜 자기 부모는 아니잖아요. 얘기 해봤자 자

기네들은 아이고, 아이고...나 하지, 집에 가서는 고기 먹고, 밥 먹고, 놀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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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쇼핑 다니고 그럴 텐데, 얘기하면 뭣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나 혼자 그냥 

다스려요. 누구랑 말 하는 것도 귀찮고...누구에게 엄마상태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 것도 싫고...( Case # 1)”

“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 병(AIDS)

이 그렇잖아요. 남에게 말도 못하고...( Case # 3)”

한편 주간호제공자가 자식인 경우에는 부모의 경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할 

갈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부모를 간병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나 부모의 간병

을 떠맡게 됨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에 충실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음으로 인한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버는 게 더 많이 버냐, 네가 버는 게 

더 많이 버냐...솔직히 그래요,. 제가 더 많이 배웠고, 전 고등학교밖에 못나왔

거든요. 솔직히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만약 오빠처럼 자

기 사업을 하거나 남동생처럼 빠지면 안 되는 곳에 있거나 내가 돈 많이 버는 곳

에 있었다면 난 직장 그만두지 않았을 거에요. 항상 내가 엄마 아프실 때는 직장

을 그만둬야하는데, 제가 돈 많이 버는 직장이고 그만두면 안될 정도로 중요한 

곳에 다녔다면 저도 아마 간병인 쓰지 않았겠어요? 저보고 너 여기 와서 병간호  

해라 그랬겠어요? 못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오빠보다는 못 배웠고 딸이고 그러

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그런다고 생각해요. 딴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집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해야 하는 거에요.( Case # 4)”

“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고 여동생도 결혼했거든요. 낮에는 제가 병원에 

있고 제 아이들은 여동생이 돌봐주고 있다가 밤에 저랑 교대해요. 전에 엄마가 

일주일 정도 입원 하셨을 때는 여동생이랑 아침, 저녁으로 교대했었는데 그때는 

둘이 교대할 때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마한

테 사정 말하고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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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몇 시간 비워 둬도 엄마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잠시도 비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시니까 여동생이 와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서로 교대할 시간을 맞춰줘야 하는데 어쩌다 보면 늦게 올 때도 있고 그

럼 그때까지 못 가고 기다려야 하니까 ...집안 일은 포기하게 되죠.(딸, 31세)"

즉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는 자식된 도리로써의 역할과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환자를 간호하게 되다보니 자기가 없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역할 갈등은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게 만들며 동시에 이러한 상

황에 처하게 만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양가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지금 한참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만약 엄마가 안 돌아가시고 계속 이런 식으

로 지금처럼 밍기적 밍기적 그런다면...솔직히 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난 계속 이런 생활 밖에 안 된다. 젊은 가장 좋은 시기를 난 엄마 간병으로 다 

보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다...그러면서 못하면 총알이 다 나한테 오고...그럼 

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해야지...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딱 가슴에 와 닿는거에요. 계속 저런식으로 하면 난 

연애도 못하고 시집도 못하고, 솔직히 남자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이렇게 시간

이 가면 뭘 배워서 뭘 어떻게 시작하나.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

에 못하고, 또 못하고...이러다가 만약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누굴 탓할 것

인가 내가 엄마 때문에 못했다, 엄마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다고 원

망할까 걱정이에요. 내 자신이...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 Case # 4)”

“ 솔직히 내 엄마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저도 벌써 스물 셋인데 내년까

지 엄마가 이러고 계시면 아휴...나는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어떻게 하나...엄

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고 앉아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래 나하나 희생해서 

엄마 살려보자 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남들은 이런 고민 안 할텐데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나중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자기설움

에 운다고 그렇잖아요.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힘들지 않게...이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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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다가도, 문득 아! 이러면 안되지...하는 생각 들고...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교차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하게 만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아...내 팔자가 이런가 팔자 타령하게 되고...다 원망스럽더라고요.( Case # 1)"

이상과 같이 치료중단 결정 후 주간호제공자들은 의료진에 대해서는 치료실패

에 따른 원망감, 의료진과의 인식차이로 유발되는 불신감, 환자에 대한 소홀함과 

전원 권유와 같은 진료행위 변화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하며, 환자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별과 관련된 상실감, 막막함, 환자에 대한 측은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호제공자 자신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감,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돌봄 책임에 따른 양가 감정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표 7>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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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치료중단 결정 후 경험에 대한 근거자료

범   주 개   념 주간호제공자의 표현

의료진에 대한  치료실패에 따른  제대로 치료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병이 더

감정  원망감  악화되었다. 기가 막히다. 

 인식차이로 유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결정한다. 수긍이 되지

 되는 불신감  않는다. 어차피 말기라 끝이라고 해버린다.

 진료행위 변화에  의료진의 태도가 달라졌다. 의사도 해줄 것이 

 대한 섭섭함,  없으니까 말이 없어진다. 환자 말을 잘 들어주

 배신감  지 않는다. 왔다가 그냥 간다. 회진와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다. 섭섭하다. 환자를 포 

 기하는 것 같다.

환자에 대한  예상되는 이별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앞 

감정  관련된 상실감,  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막막함  있다. 이제 슬퍼할 일만 남았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이다.  

 환자에 대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환자의 인생이 불쌍하

 측은함  다. 혼자 지내다 나빠진걸 몰랐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는데 못보고 간다. 옆에서 지켜보기

 도 힘들다. 가래 빼느라 힘들어하는 것이 안

 쓰럽다.

주간호제공자  신체적․정신적  너무 피곤하니까 짜증이 난다. 투정을 다 받아 

자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줘야 한다. 잘못은 다 내게로 돌아온다. 힘들

감정    게 벌어서 병원비로 다 나간다. 부담이 된다.

 

 지지원 부족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으로 인한  혼자다.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스스로 달랜다.

 사회적 고립감  혼자 있는다. 의료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돌봄 책임에  팔자 타령하게 되고 부모가 원망스럽다. 집안

 따른 양가감정  일을 포기해야 한다. 내 인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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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말기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중단의 특성과 치료중

단 결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들의 특성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비율이 45.2%로 나타나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에 연령과

의 연관성이 높게 지적되었던 선행 연구결과(김상희, 1998; 김선옥, 1999, Danis et 

al, 1996; Hakim et al, 1996; Hanson, Danis, Garrett, & Multran E, 1996; 

Pijnenborg et al, 1995)와 일치하 다. 또한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질병은 

암(54.8%)이 가장 많아 Faber-Lnagendoen, & Bartels(1992)의 연구결과와 같이 

대부분 말기암환자에게 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중

단과 관련된 의사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Hanson 등(199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65세의 환자의 경우에도 말기 심질환, 폐질환의 경우에는 적어도 생존율이 

48%가 된다면 심폐소생술 등 생명유지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말기 암환자의 경

우는 생존율이 74%이상 되어야 생명유지치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병

을 가진 환자의 경우보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 치료중단이 흔히 결정된다고 한다. 

통계청(2002)의 2001 사망원인 통계결과 보고를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사망자 

총 수 243천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사망자의 24.4%로 사망원인 순위 1

위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변동 추이(1991∼2001)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인은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7.4%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암환자의 증가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의 수와 그로 인한 치료중단의 

결정도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말기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본 연구에서는 병실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치료중단 결정당시의 MOF점수와 

기능부전 기관수를 포함하 는데, MOF 점수체계는 처음 중환자실에서 사망의 예

상 지표보다는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점차 급성과 만성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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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예견지표로 확인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Knaus et al, 1991; 

Marshall et al, 1995) 소생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치료중단을 결정할 당시의 MOF점수는 4∼6점이 

48.4%, 1∼3점이 45.2%, 7∼8점 6.4%으로 평균 3.61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MOF

점수와 사망률과 관련성을 밝힌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중 

MOF 점수가 0인 경우는 전혀 없으며, 9-12점의 경우 사망률은 25%, 13-16점은 

50%, 17-20점은 50%이고 20점은 100%의 사망률을 나타낸 결과(Marshall et al, 

1995)와는 차이를 보인다. 기능부전 장기의 경우 Villar 등(1991)은 기능부전이 있

는 장기가 1개이면 사망률이 15%, 2개이면 45%, 3개이면 91%, 4개 이상이면 

100%로 증가한다고 하 는데, 평균 4개 이상의 기관부전이 67.8%, 3개 이하는 

32.2%로 나온 중환자실의 치료중단 결과(김상희, 1999)와는 차이를 보 지만 본 

연구에서도 모든 환자들이 7개의 장기 중에서 1에서 5개의 장기부전을 보 고 장

기부전 수는 평균 2.74로 나타났으며 3기관 부전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치료

중단 결정이 소생 불가능하리라는 의학적 판단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다른 임상적 특성으로 치료중단 결정 시 환자

의 의식상태는 명료 상태 70.9%, 졸리움․기면 상태 22.6%, 혼미 6.5%로 반혼수나 

혼수상태는 없었는데 이는 중환자실 환자를 배제하고 병동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치료중단 결정과정에 환자는 참여하지 못했으며 의사결

정에 참여한 참여자는 자녀(51.2%), 배우자(34.1%), 부모(9.8), 형제자매(4.9%) 순

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5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연령이 6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치료중단 환자 중 45.2%를 차지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

되어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 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미혼의 대상자는 3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부모의 참여가 낮게 측정되

었다. 

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고찰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

점은 크게 의료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부적절한 의사소통과 환자의 자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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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Keenan 등(199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

부분 환자상태의 가망 없음을 인지한 의료진이 먼저 이슈를 꺼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가족들도 환자상태가 가망 없음을 인지하고, 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유발시키는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

로 의료진의 의견을 수용하여 치료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의료진은 환

자를 치료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의료진의 권위에 대한 수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진의 의견이 치료중단 결정에 가장 크게 반

된다는 Danis 등(1996)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주간호제공자들은 치료중단 결정과정이 의료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져 

달리 대안이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졌다고 표현하 는데,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가족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지적

한 Hakim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의료진의 76.5%가 치료중단 

결정과정을 의료인과 환자가족의 합리적 토론을 통한 결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김선옥(199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 는데 이것은 의료진과 가족의 관점 차이

를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ilden 등(1995)은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치료중단의 결정을 하도록 지나

치게 부담을 주는 태도, 환자의 죽음을 치료의 실패로써 표현하는 것은 가족이 치

료중단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치료중단 결정과정 동

안 가족들의 지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의사소

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료진은 환자의 예후가 나쁜 것을 알게된 

즉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며,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자주 정보를 제

공해 주어야 하고, 가족 내에서 치료중단 관련 토론을 위해서 누가 적절한 전달자

인지 알아야 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팀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Baggs & Schmitt(2000)은 치료중단 결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을 듣자마자 동의한 가족이 61%에 달해 의료진이 가족에게 주는 향력을 지적하

며, 비록 의사들은 그들이 치료중단의 의사결정에 가족들을 참여시킨다고 믿지만 

참여란 의사들이 참여시켰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가족들의 관점에서 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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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주간호제공자들은 환자의 완치를 기대하고 있다가 의료진으로부

터 일방적인 치료중단 통보를 받음으로써 당혹함을 경험하게 되고, 부적절한 의사

소통으로 인하여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 결국 치료중단이란 의료진의 

치료실패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한 시점에

서 고도의 최신 장비와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3차 의료기관에 단순한 증상조절만

을 위해 부적절하게 입원해 있어 진통제 투여 외에 특별히 해줄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종용받고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윤 호, 허대석, 1996; 이소우 등, 

1997)와 같이 전원을 권유받고 있었고 환자에 대한 소홀한 태도와 함께 의료진의 

태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호제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어 적절한 의사소통과 치료중단 결정 후의 

환자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또한 암환자의 질병경과에 따른 의사의 역할은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완치

를 전제로 하며, 진행된 시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인 항암치료를 추천하게 되지만, 말기에 이르면 적극적인 항암치료로 기대되는 항

암효과 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인 항

암치료 보다는 증상조절을 통해 환자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완화의료

로 그 역할이 전환되는 것인데(허대석, 1998), 이러한 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화

하는 의료의 방향과 의료진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은 가족으로 하여금 

의료진이 치료에 실패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중단과는 틀리게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중단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나 급

성 심정지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치료중단 후에도 

수액요법, 항생제, 진통제의 사용, 혈액검사 등 치료중단전과 다름없는 치료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료

중단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진들이 객관적인 지침을 가지고 치

료를 중단했다고 여기기보다는 말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

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혼동은 객관적 지침에 따라 치료중단이 이루어졌다기보다

는 의료진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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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으로 연결되었다.

Sulmasy(1999)는 의사가 DNR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

적인 문제이며 이 마지막 의식이 환자와 가족에게 포기를 나타내는 신호가 되어

서는 안되며 DNR을 ‘완전히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또한 Parker(2002)는 삶의 말기에 대

한 결정은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의 실패로 간주되기보다는 삶의 마감을 준비

하는 성장과 통찰을 위한 유용한 기회로 여겨져야 하며, McCormack(1998)는 만약 

말기환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을 원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삶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돕지 못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실패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상희(1998)는 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나 보호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

는 결정은 추후 가족의 죄책감을 야기하거나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많

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환자의 자율적 의사가 최대한 

반 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동안 의료팀은 충분한 설명과 사전동의의 절차를 제도

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고, 국내에서 연구된 치료중단 논의들도 모

두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이의 제도적 받침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어 환

자의 자기결정권이 치료중단에서 첨예한 논점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료중단 결정에 환자는 제외되고 가족들이 대신 의사결정을 

하며 치료중단 결정 후 그 결과를 환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환자 본인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직접 통보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실

을 환자에게 말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향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본인에게 병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환자들이 실망하며, 투병의지가 꺾여서 좋지 않다고 우려되어 좋은 방향으

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다는 허대석(2002)의 보고와 같았다. 즉 환자

의 안위에 대한 고려 때문에 가족은 환자의 옹호자로써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결정권이 소홀하게 다루

어지는 것은 문화적 가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김모임, 이원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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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2000). 박은정(2000)은 생명 윤리는 같은 원리라 하더라도 각 사회의 문화 

규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해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례

에 적용할 일반 원리를 찾기에 앞서 현실 자체의 분석을 중요시 해야한다고 보았

다. 

따라서 가족중심주의적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족의 향력이 큰 점과, 질환과 

관련되어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가족 전체 체계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환자간호

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하며, 생의 말기에 있는 임종환자의 간호에는 무엇보다도 

가족이 포함되어 계획되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노유자 등, 1994) 서구적 가치 그

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지하는 것도 의

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말기 질환과 치료중단이라는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말하여 직접 선택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

을 환자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의료진은 환자가 

자신의 병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사정하고 환자가 사실을 들었

을 때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가족의 지지체계에 대해

서도 판단하여 완화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유지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끔 환자와 가족

을 돌보고 지지하는 지지적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개인의 자율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치료중단 결정 후 말기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으로서 주간호제공자

는 예상되는 이별과 관련된 두려움과 막막함, 환자에 대한 측은함, 신체적․정신

적․경제적 부담감, 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돌봄 책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간호제공자가 자식인 경우에는 부모의 

경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가감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부모를 간병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나 부모의 간병을 떠맡게 됨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에 충실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삶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효 사상이 갖은 특수성으로 고려되는데 서선희는(199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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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효의 특징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자식이라면 당

연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

방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했다.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은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직접적인 노고를 넘어 자식을 세상에 있게 한 그 자체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효

는 부모에 대한 의무로서 일방성을 띠게 되며, 전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적 이득을 초월한 희생이라는 점이 한국적 효가 갖는 특수성이라는 것이다(서선

희, 1998). 따라서 이러한 자기 초월적 희생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효 사상과 여성

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현대 여성의 역할 사이에서 주간호제공자는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이는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져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예상되는 이별과 관련된 상실감과 임종환자

를 간호해야 하는 부담감은 가족이나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

로써 더욱 고립된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주간호제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주간호제공자의 삶의 질에 긍정

적인 향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간호, 호스피스간호가 필수적인 대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호스피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간호의 단위에 포함되고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 그 가족도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실과 슬픔에 대비하도록 그 가족을 도울 수 있기 때문

이다(노유자 등, 1994).

이상과 같이 치료중단 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고찰해 본 결과 

말기환자의 치료중단의 결정과정은 환자와 가족들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문화가 아니라 논의와 대안이 마련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공급의 적절성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전원

을 고려하기 이전에 치료중단 후를 위한 적절한 환자관리를 위한 방안이 먼저 마

련되어 있어야 하며,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들에게 남은 삶 동안 통증을 비

롯한 증상관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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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후향적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하여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규

명하고, 심층면접을 통하여 치료중단 결정과정과 관련된 주간호제공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말기 질환자 중 치료중단을 결정

한 18세 이상의 성인환자 31명의 의무기록지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으며,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간호제공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고 동의한 주간호제공자 5인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내용분석법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54.8%, 45.2%이고, 기혼자의 비율이 90.3%로 높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67.7%로 나타났으며, 51.6%에서 경제상태가 월수입 100만원 이하로 답하

다. 

2. 치료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의 임상적 특성은 말기환자의 연령이 29세부터 

78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평균 연령은 53.8세 으며, 70세 이상의 연령층에

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비율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중 암환자가 54.8%

로 가장 많았고, 말기환자들의 평균 유병 기간은 21.8개월이었다. 치료중단을 결정

할 당시의 환자의 의식상태는 70.9%가 명료 상태 으나 치료중단 결정에 참여하

지 못했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참여자는 자녀(51.2%), 배우자(34.1%), 부모(9.8), 형

제자매(4.9%) 순으로 나타났다. 

3. 말기환자에게 행해진 치료중단 형태로는 적극적 치료를 시행 안한 경우가 

61.3%, DNR만 행해진 경우가 32.2%, 그리고 둘 다 행해진 경우가 6.5%이고, 58.1%

에서 의무기록에 가족의 동의서가 남겨져 있지 않았다. 치료중단을 결정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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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부전 기관점수는 평균 3.61점, 기능부전 기관수는 2.74개로 나타났다.

4. 주간호제공자와의 심층면접 결과 나타난 치료중단 결정요인으로는 의료진의 

권위에 대한 수용, 가망 없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인지, 환자의 고통 경감으로 나타

났다. 

5. 치료중단 결정자로는 환자가 아닌 환자의 대변인으로써 가족이었으며 결정 

후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환자의 안위를 고려한 판단으로 가족은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6. 주간호제공자들은 치료중단 결정과정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보다는 의료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식하고 있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당혹감과 불신감을 경

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치료중단 결정후 주간호제공자들은 의료진에 대해서는 치료실패에 따른 원

망감, 의료진과의 인식차이로 유발되는 불신감, 환자에 대한 소홀함과 전원 권유와 

같은 진료행위 변화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별과 관련된 상실감, 막막함, 환자에 대한 측은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호제공자 자신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감, 지지

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돌봄 책임에 따른 양가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말기환자에게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중

단 결정은 의료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치료중단 결정 후 주간

호제공자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 원망감, 인식차이로 유발되는 배신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측은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긴 시간 환

자를 간호하며 생기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감과 양가감정을 경험하나 이

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유발되어 결국 치료

중단 결정은 주간호제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은 환자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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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기보다 환자의 생명이 위되는 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로 의료가 전환되는 시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

고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 모두를 위한 임종간호의 제공 시기로 인식될 수 있

는 의료인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료진의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 및 가

족 간호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기환자의 치료중단의 결정과정은 일방적인 통보문화가 아니라 의료인

과 환자 가족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수평적이고 허용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되어

야 한다. 

둘째, 치료중단을 결정한 후에는 완화의료로의 전환, 호스피스로의 연계 등 적

극적인 환자관리가 요구되며 환자 간호에 가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간호중

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치료중단을 결정한 주간호제공자가 어머니, 딸의 입장에서 

연구되었는데 남편, 아들, 며느리 등 주간호제공자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복연구와 환자를 포함시키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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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 분석틀 >

Ⅰ. 인구 사회학적 특성

① 성별/연령       ② 학력               ③ 종교

④ 직업: 유____  무____

⑤ 경제상태: 월수입 ⓐ 100만원 미만

                    ⓑ 100 ~ 150만원

                    ⓒ 151 ~ 200만원

                    ⓓ 201 ~ 250만원

                    ⓔ 251만원 이상

⑥ 의료보험형태  ⓐ 의료보험   ⓑ의료급여  ⓒ 사보험

⑦ 결혼상태  기혼____   미혼_____

⑧ 가족 동거여부 18세 이상성인(환자포함)_____명

                 18세 미만_____명

Ⅱ. 임상적 특성

① 진단명

② 유병기간

③ 입원기간  _____일

④ 의식상태(치료중단 결정 시/현재)

⑤ MOF(multiple organ failure점수)/기능부전기관수   _____점/_____개

Ⅲ. 사회․상황적 특성

① 치료중단 형태/ 중단된 치료의 내용

② 의사결정권자

③ 치료중단과정 논의 빈도

④ 치료중단결정 후 치료 및 간호상황

⑤ 동의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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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파악을 위한 면접 지침서>

1. 치료중단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2. 치료중단의 결정 시 환자의 상태는 어떠했으며, 

   치료중단 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3. 치료중단을 결정한 주의사결정자는 누구 습니까?

4.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치료중단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5.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시 도움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았던 

   의료진의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6. 치료중단을 결정한 후 갈등이 되거나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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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Multiple Organ Failure(MOF)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rgan                              MOF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ystem                    1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ulmonary       Mechanical ventilation with        Mechanical ventilation with

                  PEEP≤10 cmH2O, FiO2≤0.4       PEEP>10 cmH2O, FiO2>0.4

 Cardiac          Hypotension>100 mmHg           Hypotension≤100 mmHg

                  : dopamine≤10 ㎍/kg/min          : dopamine≤10 ㎍/kg/min

                  nitroglycerin≤20 ㎍/kg/min        nitroglycerin>20 ㎍/kg/min

 Renal            Serum Creatinine≥2 mg/dL        Dialysis

                  (≥176.8 ㎍ol/L)

 Hepatic          Serum bilirubin≥2 mg/dL          Serum bilirubin≥2 mg/dL

                  (≥34.2 ㎍ol/L) or                  (≥102.6 ㎍ol/L) or

                  SGOT≥25 U/L                    SGOT≥50 U/L 

 Hematologic      Platelet<50×10
9
 cells/L and/or      Disseminated intravascular

                  WBCs≥30×109 cells/L             coagulation; WBCs<2.5×109

                                                     
cells/L or ≥60×10

9
 cells/L

 Gastrointestinal   Acalculous cholecystitis             Perforated gallbladder Bleeding

                  Stress ulcer                        from ulcer>2 units of blood/24

                                                     hours; necrotizing enterocolitis;

                                                     pancreatitis

 Central nervous   Diminished responsiveness         Severely disturbed responsiveness

                                                     and/or diffuse neuropath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OF score is total of seven organ failure scores, with maximum of 14 points.

 MOF Score 0 : no failure, MOF Score 1 : moderate failure, 

 MOF Score 2 : Sever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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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withdrawal: Characteristics of critically ill  

patients and experience of primary caregivers   

                                                    Kim, Jung-Hee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cisions to withdraw treatment for patients who are critically ill can cause 

ethical conflict for both the health care team and for dying patients and their 

famili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in which the participants were 

families who decided to withdraw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for 

whom a decision was made to withdraw treatment, 2)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primary caregivers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feelings after the decis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and medical 

records of 31 patients.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used for analysis. 

Individual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primary caregivers 

as key informants describing their experiences.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for whom treatment was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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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dentified as, being in their 70s, and 54.8% having terminal cancer. At 

the time of the decision, 70.9 % were alert, but most were excluded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amily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decision to 

withdraw care were sons and daughters (51.2%), spouses (34.1%), parents 

(9.8%), and brothers and sisters (4.9%). The most common type of care that 

was withdrawn was active treatment (61.3%) and No CPR (32.2%). By 

Multiple organ failure(MOF), the average organ failure was 2.74 and the score 

was 3.61. 

2. The perception of primary caregivers about the withdrawing treatment 

included, acceptance of physicians' authority as the main reason for withdrawal 

of treatment, recognition that further care for the patient would not bring 

improvement, and relief of pain. Decision makers were family members who 

acted as spokespersons and defenders of the patients. Primary caregivers 

regard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lopsided communication, so they were 

embarrassed and distrusted their physicians. 

3. After making the decision, primary caregives reported that they 

considered withdrawing treatment as a failure of medical treatment and as a 

result, they distrusted and resented their physicians. Moreover, because 

physicians encouraged them to move to another hospital and were negligent in 

their attitude, primary caregivers not only felt  regret, but also betrayal by 

their physicians. They experienced loss of a loved one and felt, desolate and 

pitiful about the patients, and also about themselves. They felt  physical․

emotional․financial burden, were socially isolated through lack of supportive 

people and felt ambivalent about caring. 

In summar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o withdraw treatment from 

critically ill patients was accomplished by a one-sided notice from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changes appeared after withdrawing treatment,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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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ing treatment resulted in decreased quality of life for both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Physicians regard withdrawing treatment not as a decision to give up on 

critically ill patients and stop treatment but a turning point when treatment is 

converted to palliative therapy and hospice care. It is offered as deathbed care 

by health care teams, also appropriate treatment and care for patients who are 

critically ill and decide to stop treatment must be directed by a health care 

team committed to the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withdrawing treatment, primary caregiv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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