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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밝히기 위한 탐색
적 연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원 소재 1개 대학병원에 입원치료

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가 환자의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명치
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주간호제공자)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심층면접 방법으로 하였고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6개의 주
제와 39개의 경험내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기와 연
명치료 중단 결정 후로 범주화 되었다.
2.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에서는 치료의 내
용, 죽음수용, 예측된 상실반응의 주제가 나타났다.
3.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은 회복 가능성, 고령, 고통경감, 신체 손상, 의식수준,
부담감, 주변의견,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이었다.
4.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은, 모두 의사가 먼저 권유하고 이를 가족이 합의하여
수용하였다.
5. 연명치료 중단결정 참여자는 의사와 가족, 친지들로 나타났고, 가족합의 과정에
서 환자는 제외되었다. 간호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치료의 내용에서는 치료중단 자체에 대한 갈등,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
의 갈등, 계속되는 연명치료에 대한 분노, 병원에서의 기본간호에 대해서도 분
노,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못함이란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7. 치료중단 전후 처치 변화는 없었고, 치료결정에 의사 외에 다른 의료진의 참여

- v -

나 환자, 가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죽음수용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준비기간 필요, 환자 자신이 죽음을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 환자 자신이 삶의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람, 환자
에게 임종준비를 시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고통없이 가기를 바람, 깨끗하게
가기를 바람, 모든 것을 다 소진함,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임, 병원환경
및 면회제도에 대한 바람, 장례준비, 최선을 다 했다는 자기위안, 임종을 위한
의료진의 지지 필요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9. 예측된 상실반응에서는 예상되는 이별로 인한 초조함, 자식을 앞세운다는 한탄,
환자의 치료 불이행 태도를 원망, 환자에 대한 연민, 자신의 처지 한탄, 지나온
생활을 회고함의 주제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기환자의 가족은 회복가능성이 없음을 주된 이유로 연명치료 중
단을 결정하고, 의사가 권유한 것을 가족이 수용하는 형태이나 환자는 배제한 채
가족이 결정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후 치료내용의 변화는 없었고 가족들

은 치료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의사결정을 의료진에게 맡기고 있었다.
연명치료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나 이를 거부하지 못해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었
으며 심지어는 기본 간호도 무의미한 치료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는 환자 자신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
다고 생각하면서도 환자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하였다.

그로 인해 죄책감

을 느끼면서도 죽어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존엄
을 지키고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족들은 의료진

의 지지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임종실과 면회제도를 원하였다.

환

자의 죽음을 수용한 후 가족들은 초조함, 한탄, 원망, 죄책감, 자기연민, 회한, 회고
등의 예측된 상실반응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 치료의 내용
에 대하여 잘 알고 의료팀간에, 환자 및 가족간에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고통완화, 고령, 신체손상을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을 조장,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되, 환자가 존엄을 지키고 삶에 대한 정리

- vi -

를 하고 죽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연명치

료 중단 결정시기가 예측된 상실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이해를 통해 간
호중재를 하여야 하며, 죽음에 대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
다.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위엄을 갖추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실이나

가족실을 운영하고,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또한 말기환자의 치료의 범위, 치료 중단의 범위 등을 환자,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고, 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법적 보장 위에서 연명치료 중단 규정이나 윤리위원
회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연명치료 중단,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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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치료의 개념을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 이외에도 말기
환자에 있어 단순한 생명연장에 그치는 경우까지도 의미하게 하였다.

이렇게 단

순한 생명의 연장에 머무르는 치료를 연명치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 정의할 수 있다(유호종,
2002).

이러한 치료 상황에서 치료중단이나 보류를 결정하게 될 때 윤리적, 법적

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는 치료중단이나 보류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를 중단하며 누가 결정에 참여하는 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이윤성, 2001;
Stein, 2001; McGuire, 2000; 박석건과 정유석, 1999; Cogliano, 1999; 황상익, 1998;
Singer, 1998).
실제 의료현장에서 말기환자의 치료 포기와 중단은 법적 명시화는 되어있지
않으나 이미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유호종, 2002; 고윤석, 2002; 손명세, 2001; Esteban 등, 2001).

외국의 경

우 사전의사 결정서(advanced directives)나 사전 유언(living will)이 있어 환자가
미리 말기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치료의 범위를 작성해 놓거나 임종시 의료문제
결정에 있어 환자 자신이 못하는 경우 자기를 대신해 줄 사람(power of attorney)
을 정해 놓기도 한다(김일훈, 2001; 이윤성, 200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

한 사전 의사결정서나 사전유언도 없을 뿐 아니라 누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
정을 하는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이 대신하
고 있다.

그러나 치료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이를 결정해야 하는 의료진이나 가족들에게 있어 여러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

한 환자에게는 병의 상태에 대해 비밀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고 치료중단 결
정에 가족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를 낳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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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연구는 환자와의 사별 후 가족의 경험에 대한 것(김정
희, 2002; 김성렬, 2001; Abbott 등, 2001; 장상옥, 2000;

Steinhauser 등, 2000a)이

거나, 가족의 부담감, 가족의 힘 북돋우기(Mok 등, 2002; 강성례와 이병숙, 2001)
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임종준비를 하는 가족들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유를 위한 치료를 포기하고 DNR 결정 후에 가망 없는 퇴
원을 준비하고 있는 말기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규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탐구하는 탐색적
연구로 연구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3. 용어정의
연명치료 중단(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
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
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지칭(유
호종, 2002)한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

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적 활동을 보류하는 것으로,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생명유지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손명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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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가족들이 DNR(DoNot-Resuscitation)에 동의하고, 가망 없는 퇴원을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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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1.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인위적으로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은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오늘날 이들

환자들에 대해 의료인이 당면한 문제는 환자의 생명을 얼마나 오래 연장시킬 수
있는 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과연 합당한
일인 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 환자에게 단

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의미있는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무의미(futility)한 노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Singer, 1998; 허대석, 2001; Jonsen, 1994; Schneiderman, 1994).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하는 의학적, 윤리학적, 법적 근거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학적 근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
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말기상태에 대한 판단과 어떤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구별이다.
Rubenfeld와 Crawford(1996)는 다기관 손상(Multiple Organ Failure)을 받은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398명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중 한사람의 생존자도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론으로 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할 때 어떤 치료를 보류해
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398명’이라는 숫자는 치료중단
에 동의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숫자라고 하였다.
Schneiderman, Jecker & Jonsen(2001)은 Rubenfeld와 Crawford(199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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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들이 100명 정도의 사례를 검토한 후에 그러한 치료

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죽기 전에 지속되는
중환자 치료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꺼이

살린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격적인 치료를 했으나 한명도 살리지 못했다고 했을
때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McGee, Weinacker & Raffin(2000)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를 하였는데
단순히 살아나지 못했다는 비율로만 치료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Ewer(2001)는 말기로 진행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적 중재가 더 이
상 합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을 때’라는 치료중단의 시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
였다.

치료되지 않는 환자의 치료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무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연명치료의 중단은 잠재적
학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노인이나 그 가족, 또는 사회

적 약자에게 연명치료는 무익하다고 인식시키고, 무익하다고 이름 붙은 치료를 거
부하도록 압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Cogliano, 1999).

따라서 간호사는 무익

하다는 치료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가족에게 갈등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감정
적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Schneiderman(1990)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완화적, 지지적 돌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chneiderman(2000)

은 또한 Helft, Siegler & Santos(2000)가 그의 연구에서 ‘무의미한 치료(futile
treatment)’ 라는 용어 대신에 ‘무의미한 돌봄(futile ca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특정한 ‘치료’가 무의미하다고는 판정해도 ‘돌봄’은 결코 무
의미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Jonsen(1994)은 의학적 무의미함을 잘못 이해

하면 잠재적 간호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실패, 좌절감은 환자를 포기하게 한다고
하였다.

무기력의 공포는 환자에게 죽음을 앞둔 마지막 며칠동안에 공격적이고

부담스러운 과잉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주의 깊은 연명치료나 치료중
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윤성(2001) 또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지하더라

도 환자의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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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보살핌(care)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제시된 것들은APACHE Ⅱ, APACHE
Ⅲ 점수와 MOF(다기관 손상, Multiple Organ Failure) 점수가 있다.

APACHE

Ⅲ는 Knaus 등(1999)이 APACHE Ⅱ를 보완하여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
는 지표로 제시한 것이다.

생리학적 점수, 신경학적 점수, 나이, 만성질환을 점수

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의미한다.

이 점수는 무의미한

치료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DNR 결정도구로서 유용하다는 평가(구미지와
김명희, 2002; 방은치, 고신옥과 정재원, 1997; Goris 등, 1985)를 받고 있다.
MOF 점수는 Goris 등(1985)이 만든 것으로 환자들이 패혈증이나, 다발성 외상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한 장기의 기능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장기기능부전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만든 도구이다.

7개의 장기(호흡기, 순환기, 신장,

간, 혈액, 위장관, 중추신경계)의 손상 수와 기능부전 점수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김선옥, 1999; 방은치, 고신옥과 정재원, 1997; Knaus 등, 1991).
다음은 치료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로, 말기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치료에는 인
공호흡기, 신장 투석, 혈압 상승제 투여, 인공영양과 수액치료, 항생제 치료, 진통
제, 안정제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치료중단이 있고 그
각각마다 정당성 여부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음’, ‘인공호

흡기를 뗌’, ‘수액이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음’, ‘투약을 중단함’, ‘수혈을 중단함’, ‘
투석을 중단함’ 등 행위의 특성에 따라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고윤석, 2002; 유호종, 2002).
즉 치료의 내용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
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통상적인 치료와 비통상적인 치

료’(Evans, 1991)의 분류는, 비통상적인 치료의 거부 혹은 중단은 도덕적으로 타당
하다는 것이다.

‘통상적/비통상적(ordinary/extraordinary)’ 치료라는 어휘는 특히

가톨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카톨릭 윤리신학의 말기환자 치료중단 지침 내

용은 1957년에 비오 12세가 의사들과의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에 그 기초를 둔다.
비오 12세는 이 담화에서 말기환자에게 정상적인 간호행위라든가 영양공급 등 일
반적인 치료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특수한 수단의 사용은 비록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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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지만 항상 의무는 아니라고 가르쳤다(이동익, 1999).

여기서 ‘비통상적

치료’란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통증이나 불편감이 따르거나 혹은 환자나 타인들에
게 부담이 큰데 비하여 치료가 성공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희망이 없는 경우를 말
한다(Harris, 1987).

보통 인공영양과 수액치료, 항생제, 진통제, 안정제 투여는 통

상적인 치료로, 인공호흡기, 신장 투석, 혈압 상승제 투여는 비통상적인 치료로 분
류된다.

그러나 통상적 치료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엄영란, 1994).
둘째, ‘선택적/의무적(optional/obligatory)’으로 치료의 내용을 나누기도 하였는
데 이는 통상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의무적이며, 비통상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택
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Beauchamp & Childress, 2001).
목적과

환자의

부담

및

안위에

따라

‘증상

aggressive) 치료’로 구분하는 것이다(엄영란, 1994).

셋째, 행위의

완화적인/적극적인(palliative/
증상 완화적인 치료는 대부

분 통상적이며 도덕적으로 의무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는 비통상적이며 도덕적으로
선택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윤리학적 근거

윤리이론은 도덕적 결단의 지침,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설
명과 정당화의 도구가 된다(Munson, 2001; 김일순과 포션, 1999).

윤리이론의 대

표적인 것은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사회 정의론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국의 철학자 밀(Mill, 1748-1832)과 밴덤(Bentham, 1806-1873)이 주창
한 공리주의(김일순과 포션, 1999)는 유용성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을 기초로
한다.

이는 최대 행복의 원칙(greatest happiness principle)이라고도 하는데 ‘옳은

행위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리주의는 행위 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결과적으로 최대 행복이라는 것
은 행위 수용자에게 좋은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게 된다.

이때 행위 수용

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다(Munson, 2001; 김일순과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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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Singer, 1991; Shannon & DiGiacomo, 1988).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

한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일이므로 행위수용자는 환자가 되
며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야 한
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가족을

행위수용자로 볼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하게도 다수의 다른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칸트(Kant, 1724-1804)의 의무론(deontology)적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
야 할 의무감에서 선을 행하려 할 때만이 선이 된다.
료윤리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여기서 나온 윤리원칙이 의

이 윤리원칙은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거짓말은 잘

못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행위는 보편적 법칙을 만들 수 있을 경우에만 옳고, 완전 혹은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연명치료 중단

에 맞추어 보면,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기
위하여 말기상태라는 것과 치료중단에 대한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일정
권리, 즉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

가 행위자의 자율성으로 치료중단을 희망한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이
라고 하는 것이다(Munson, 2001; 김일순과 포션, 1999).
세 번째는 영국의 철학자 로스(Ross, 1877-1971)에 의해 주창된 덕윤리(virtue
ethics)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모두 윤리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행위에 초점을 맞
추었다는 것을 비판한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 수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의무론에서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묻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 덕윤리에서는 행위자
의 미덕을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시 되는 원칙은 진실의 의무, 배상의 의무, 감사

의 의무, 정의의 의무, 선행의 의무, 자아발전의 의무, 악행금지의 의무가 있다
(Munson, 2001; 김일순과 포션, 1999; Davis 등, 1997; Bandman & Bandman,
1995).

치료중단이 행위수용자에게 선이 된다면, 치료중단의 결과가 환자에게 해

를 주지 않는다면, 희소성이 있는 의료자원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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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롤즈(Rawls, 1921-2002)에 의해 주창된 사회정의론(theory of
justice, 권리론)으로 여기에서는 행위자이던, 행위수용자이던 그들의 권리를 중요
하게 생각한다.

롤즈는 개개인이 원초적인 입장에서 정의, 기회, 권력, 부와 같은

일차적 선을 갈망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동의한 절차가 공정하다면 공명정대할 것
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원초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자신이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타인의 간섭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원칙은 정

의의 원칙과 온정적 간섭주의 원칙이다(Munson, 2001; 김일순과 포션, 1999,
Bandman & Bandman, 1995).

여기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은 정의의 원칙이 요

구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 존엄성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시행한다면 정당하며, 타인의 권리를 위한 온정적 간섭주의 원칙에서는 가족이 결
정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갖는 양면성으로 해서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윤리이론으
로부터 도출되고 정당화된 윤리원칙이 나왔다.

생명의료윤리에서 언급되는 윤리

원칙은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되는데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과 그 하위개념으로 정직, 신의, 성실성의 규칙을 포함하기도 하며 자율성, 진
실성, 선행, 악행금지, 비밀보장, 정의, 성실성 등 7개의 원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의료윤리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Beauchamp과 Childress의 4가지 원칙
으로 다음과 같다(Beauchamp & Childress, 2001; Munson, 2001; 의료윤리 자료
집, 1998).
자율성 존중의 원칙(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이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적 행동자유의 형태를 말한다.

병원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의료진은 진료행
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치료중단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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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maleficence)은 대상자에게 해가 될 행동을
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서 이중효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환자

를 위해서 시행한 치료가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에
서는 악행이 될 수 있으나, 환자의 인간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면에서
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중단의 결과가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해 보아 윤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선행의 원칙(Principle of Beneficience)은 타인의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환자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악이 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도우라고 하므로, 악행금지의
원칙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즉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라는 요구로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로 알려져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성립되자면 우

선 무엇이 그 개인에게 선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료진은 환자
를 간섭할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한 선행의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

칙과 상충할 수 있는데,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치료중
단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치료를 부
여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때 그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합의를 하여 규칙을 만들어 내고 그 규칙에 따라 분배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 정
의롭다는 것이다.

부족한 자원의 분배를 논할 때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다루는데 치료중단의 경우 한정된 의료장비나 의료비용을 어떻게 분배
하는 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생명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생명유지 중단이 허
용된다면 의사는 이들 연명치료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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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는 이러한 경우에 의사가 모든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치료만을 중
단할 것인지 이다.

미국 법원은 생명구제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인공 호흡

기 등의 생명유지 치료는 중단하여도 좋으나 그 외의 치료, 예를 들어 비경구적
영양공급,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은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이
윤성, 2001; 최재천, 1999).
1975년 미국의 고등법원(supreme court)에 기소된 Karen Ann Quinlan 사건
(Munson, 2001; 이윤성, 1998)은 가족이 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의사가
거절하자, 환자의 아버지가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의 결정은 의사가 아닌 가족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을 존중
한 판결이라는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Munson, 2001; Pence, 2000; 이윤성,
1998).

자기결정권은 의학적 부권주의(medical paternalism)에 반해서 환자의 권

리를 지지하는 새로운 문화를 낳았고 환자권리와 자율성이란 생명윤리 개념이 확
산되게 되었다(Cogliano, 1999).
25세의 Nancy Cruzan은 1983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영구적 식
물상태에 들어갔다.

사고 7년 후 부모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음식물 공급 튜브

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병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에서는 ‘낸시가 깨

어있다면 음식과 수분 공급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며 튜브를 제거
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인

정한 것으로 환자의 최대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주리주

는 이를 토대로 기존의 사전 유언법을 바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새로운 법안은 3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식불명상태에 있거나 3인의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청한다면 법적인 구제수단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Munson, 2001; Pence, 2000).
86세의 Helga Wanglie은 1990년 호흡부전이 발생되어 기도삽관을 하고는 호흡
기를 떼지 못하는 지속적인 식물상태로 진단되었고 치료진은 호흡기를 떼자고 하
였다.

환자는 사전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었고, 가족은 DNR에 동의하기는 했으나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모든 것을 지속하
기로 요구했다.

병원은 치료의 지속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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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료를 의사가 강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으로 법원에 치료중단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후견인의 편을 들어 치료를 계속할 것을 명하였다.

이는 후견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의사의 치료의무를 강조한 것이다(이윤성,
1998).
반면 1983년 25세의 Elizabeth Bouvia는 자신의 의지로 병원에 입원하여 음식
을 먹지 않음으로써 삶을 마감하고자 하였다. 담당의사는 강제급식을 시도하였고,
법원에서 의사의 치료의무를 존중하여 강제급식을 허용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환

자가 가망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
하여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가족, 친구들이 방문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

간을 침대에 누워 TV를 보면서 지내고 있다(Munson, 2001; Pence, 2000).
위 경우에서 미국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선 환자의 회복
여부이고 다음은 환자의 의견이다.

지속적 식물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에게서,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였을 때, 사전 의사결정서가 없음에도, 환
자의 평소 의견을 환자의 자기 결정으로 받아들여 치료중단을 허락하였다.

그러

나 주치의사가 치료중단을 요구하고 가족은 계속 치료받기를 원한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료를 계속하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환자가 말기상태가

아닌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의사의 치료의무가 중요하다
고 판단하여 계속 치료할 것을 명하였다<표 1>.
결정권과 의사의 치료의무가 대립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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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 결정권, 후견인의

<표 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Quinlan

Cruzan

Wanglie

Bouvia

(1975)

(1983)

(1990)

(1983)

영구적

영구적

영구적

의식명료

식물상태

식물상태

식물상태

전신마비

부모

아버지

의사

환자자신

요구된

호흡기

경구튜브

호흡기

경구영양

치료중단

제거

제거

제거

공급중단

수용여부

주치의가

주치의가

가족이

주치의가

거절

거절

거절

거절

법원의

호흡기

경구튜브

치료계속

치료계속

판결

제거

제거

결정근거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후견인의

의사의

존중

존중

결정권 존중

치료의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환자 상태

치료중단
요구자

사전의사
결정서

일본의 경우는 아직 명료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
지는 않다.

하지만 치료행위의 중지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존

엄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론’과 무의미
한 치료행위까지 행할 의무는 없다는 ‘의사의 치료의무의 한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요건일 때 허용이 되고 있다.

즉,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말기상태이고, 이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명의 의사가
반복하여 진단한다.

환자 자신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없더라도 사전에 의

사표시를 한 경우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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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에도 불구하고 치료중단이 환자 본인의 의사에 일치하는 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환자의 생명유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윤성, 1998).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논하는 상황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국의 경우 사전 의사 결정서나 사전 유언이 있어 환자의 의견이 받
아들여지고 있는 반면(김일훈, 2001), 우리나라는 사전 의사 결정서나 사전 유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연명치료 중단과는 다르지만 ‘보라
매 사건’으로 대변되는 경우이다.

1998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의사의 의학적 충고에 반한 보호자의 퇴원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담당의사
에게 내려진 판결은 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간 관례적으로 해오

던 의사충고에 반한 퇴원에 대하여 1심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하
였고 지난 2001 2월 2심 판결에서는 살인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동아일
보 2002년 2월 14일자).

법조계의 판결은 그간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는 하나 치

료하면 살릴 수 있다는 환자를 의사의 단독 결정으로 퇴원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의학계는 이 판결에 대하여 크게 당황하여, 초기의

의견과는 달리 환자가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진술로 의사의 살인죄를 면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윤성, 2001).

이와 같이 기존의 익숙한 행위가 법의 판단

대상이 되고 반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행위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무언
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유호종, 2002).

최근 들어 이러한 사회

적 관심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간의 행위의 결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존의 행위 방식을 바꿔 윤리적

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의 선언(1973)에 의하면 환자나 가까운 가족은 ‘생물학적인 사망
이 임박했음이 명백하면 신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비통상적인 수단을 중지’
할 수 있다.
주장이다.

즉 다음의 조건 하에서는 치료의 중단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신체의 생명이 비 통상적인 수단으로 연장되고 있고, 생물학적 사망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반박할 수 없고, 환자나 가족이 동의한 경우이다.
또한 미국의학협회는 치료중단 결정시 공정하고 단계적인 접근(fai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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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을 통한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환
자, 보호자, 의료진간에 미리 상의하여 합의(advanced directives)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

둘째, 환자, 보호자, 의료진간에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병상에서 결정한

셋째,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환자의 후견인(representatives),

환자가 자문을 구한 사람(consultant)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넷째, 상

기 절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같은 의료기관 내의 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
에 의뢰한다.

다섯 째,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의료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

일 의료기관 내의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의사로 바뀌는 것을 반대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고려될 수 있다.
여섯 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적극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보라매 사건이후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는 각 의료기관에 이 지침을 통보하고 병원 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대병협기조 제 99-45호 공문).

병원윤리위원회는 그 회의에서 내리는 결

정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 같은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윤리위원회를 거쳐 논의하는 동안 첨예한 이해관계 혹은 가치충돌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박연옥, 고은정, 이이형과 소의
영, 2001; 박석건과 정유석, 1999)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으나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윤리지침을 발표하였다
(홍영선과 이경식, 2001).

이 지침에 따르면 치료중단 의사결정을 환자가 하거나

대리인이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객관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는 의사가 거절할 수 있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가족이 요구할 경우 이
를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유호종, 2002; 이윤성, 2001; 동아일
보 2001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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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
Hanson, Danis & Garrett의 연구(1997)에 의하면 사별 후의 가족들이 경험하
는 말기환자 간호에서 대부분 연명치료 결정에 대한 것은 만족한다고 느꼈으나,
의사소통과 통증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고인이 죽기

전에 9%가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받았고, 11%는 호흡기
간호를 받았고, 24%는 마지막 한달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3%는
말기에 다시 의료진과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의

8%는 말기에 좀 더 치료받기를 원하였다고 18%는 좀 더 통증관리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bbott 등(2001)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1년 후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가족들이 말기상황에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와 치료중단을 결정
해야 할 때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고, 그 갈등은 의사소통, 기관, 의료진의 행동 등
에서 온다고 하였다. 갈등은 가족 간이나,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통증조
절, 간호나 치료제공 시 실험이라고 느껴져서, 의료진의 비전문적인 행동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가족요소, 기관요소, 의료진요소,

치료요소로 지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지지요소는 종교나 신념, 결정에

많은 가족이 관여하는 것, 사전유언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었고, 기관요소는
대기실, 가족실, 대화실 등의 마련, 면회규정, 의료진의 변화로 나타났다.

의료진

요소로는 의사와의 특별한 관계유지, 좀 더 많은 정보, 간호사와의 관계이며, 치료
적인 요소로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느낌, ‘이 병원은 최고의 병원이야’하는 병
원의 우월성에서 특별한 결정을 했다는 것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Mok 등(2002)은 홍콩의 말기환자의 가족의 힘 북돋우기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족들은 관계유지, 정보, 지식, 기술의 제공, 자

기가치 확인,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신뢰관계, 보호자의 의무 수행, 환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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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이기, 자기 가치유지, 마음속의 평화라고 하였다.
말기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Steinhauser 등(2000a)은 환자, 가족, 의료제공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good
death)’이란 질적 연구에서 좋은 죽음을 다음의 6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6개의 영역은 통증과 증상관리, 명확한 의사결정, 죽음에 대한 준비, 자기

완성,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인간적으로 대우받기로 나타났다.

Steinhauser 등

(2000b)은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기환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환자,
가족, 의사, 그 밖의 다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

면 26개의 항목이 도출되었고, 4그룹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통증과
증상완화, 죽음에 대한 준비, 자기완성, 치료에 대한 결정, ‘전인’으로 대우받기를
원함 등이었고, 그중 의사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나 환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의식이 명확하기, 장례식 계획, 남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다른 사람을 돕기, 신 안에 평화로움을 느끼기 등이다.
장상옥(2000)은 DNR을 결정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의 사별
후에 진행한 연구에서 가족들은 DNR 결정 후에 불안정, 울음, 아쉬움 등 예견되
는 슬픔을 경험하고, 마음의 준비와 장례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인에 대한 경험은 섭섭함, 만나기 힘듬, 아쉬움, 불신, 원망 등 부정적인 경험만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성렬(2001)은 중환자실에서 DNR을 결정하고 1일 이내인 환자 가족을 대상
으로 질적연구를 한 결과 가족들은 가족합의 하에 환자의 평소 원에 따라, 고통경
감, 인간다운 삶을 위해 DNR을 요구하고, 결정이 된 후에는 도리를 다하지 못했
다는 죄책감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죽음을 수용한다고 하였다.
김정희(2002)는 사별 가족 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료중단 결정시 가족
이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진의 일방적 통보로 치료중단이 결정되
는 부적절한 의사소통으로 가족은 당혹감과 불신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상자가 중환자실에서 DNR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으로,
연구시점이 DNR을 결정하고 하루 이내이거나 사별 후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별 전에 시행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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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

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임종준비를 하는 시점에서의
가족 경험을 규명하여 환자나 가족이 보다 긍정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의
마감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도된 것이다.

<표 2> 연명치료를 중단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Hanson,
연구자

Danis

장상옥

김성렬

Abott 등

Mok 등

& Garrett

(2000)

(2001)

(2001)

(2002)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사별 후

사별 후

DNR 결정 후

사별 후

사별 후

(1997)
연구
대상
면담
시점

1일 이내

연구

의사소통

결과

부족
통증관리
부족

예견된 슬픔

DNR 결정 전:

1년
갈등인식:

힘북돋우기:

장례준비

가족합의

가족간

신뢰관계

의료진에 대한

환자 의견존중

의료진간

보호자의

고통경감

통증조절

부정적 경험

인간권위가

실험적 처치

의무수행
환자의

위협되는

지지요소:

삶의 종식

개인적

자기가치 유지

의료진적

마음속의 평화

DNR 결정한 후:
죄책감
죽음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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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적

죽음수용

제 3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층면담에 의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환자의 가족으로, 수원 소재 1개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30세 이상, 80세 미만의 성인으로, 주치의가 환자의 치료가 더 이상 의
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보호자가 DNR에 동의한 후 가망 없
는 퇴원(hopeless discharge)을 준비하는 환자의 가족 중 본 연구에 동의한 주간호
제공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 지침서를 가지고 면담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이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 강의를 6학점 들었으며 질적 연구
의 철학적 배경 및 이론개발과 관련된 강의, 의료윤리 강의를 3학점 씩 수강하였
다.

또한 ‘심혈관계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경험’,

‘죽어 가는 환자를 간호하는 간

호사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질적 연구를 하였다.

4.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묻는 반 구조화된
면담 지침서를 사용하였다.

문헌고찰과 예비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제들을 중심으

로, 질병의 말기 진단 시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후까지의 경험을 묻는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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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질문과 각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부 영역을 묻는 13개의 반 구조화된
면담지침서를 개발하였다<표 3>.

면담 지침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치료중단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수간호사 3인에게 자문을 받아 문구, 어휘 등을 수정
하였다. 최종 작성된 반 구조화된 면담 지침서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족의 경험을 묻는 면담지침서
주 질문
처음에 말기 진단을 받고
어떠셨습니까?

세부 질문
환자 상태를 듣고 어떠셨습니까?
더 이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중단을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되었습니까?

누가 참여를 하고
그럴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결정한 지금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처치가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의료진이나 가족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환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의료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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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고려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
구의 목적과 연구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시 대상

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지 않을 것과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며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확인시키고 이를 준수하였다.

자료수집 도중에라도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라

도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면담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을 위해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수집
연명치

료 중단결정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본 연구자가 환자의 가족을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로 하여 대상자와의 개별적인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수
집하였다.

그 외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특성(진단명, 유병기간, DNR 유지기간,
APACHE Ⅲ 점수(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Ⅲ Score),
MOF 점수(Multiple Organ Failure Score))을 분석하였다.
수간호사와 담당간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 외 필요한 자료는

또한 불확실한 부분을 확인

하고 추가되는 부분의 설명을 얻기 위해 필요시 2차 면담을 하였다.
대상자와의 심층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지침서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하여 자료의 누락을 막았다.

심층면담은 대상자의 경험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알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의 신뢰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병실을 미리 방문하여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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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서 얼굴을 익혔다가 다시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첫 면담시에는 연구의 목

적, 상세한 연구진행 과정, 비밀보장과 익명성, 원하지 않는다면 면담에 응하지 않아
도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에서 뜻이 모호하거나 참여자의 의도한 바

가 불분명할 때는 다시 질문하여 대상자가 가진 분명한 의미를 확인하였다.
관찰에서는 대상자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의 상황, 배경, 환자와의 상호
작용,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간호사나 의사와의 상호작용, 대상자의 표정이나 몸동
작 등을 관찰했다.

관찰내용이나 상황, 연구자의 질문 등은 (

)로 표시하여 기

록하였다.
면담시간은 대상자가 환자간호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였고, 면담
장소는 대화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병동의 수간호사 방이나 면담실을
사용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1) 경험에 관한 면접 내용은 Holsti(1969)와 김경동과 이온죽1986)의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기초로 하였다.
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수집과 함께 수행하

대상자와의 면담 후 관찰내용과 녹음된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서술된 전체

자료를 읽으면서 드러나는 주제(emerging theme)를 기록하고 영역화 하였다.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분석내용(unit of content)의 범주를 설정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질문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2단계 :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규정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한 문장에서
한 문단으로 하여 전 후 맥락을 포함시켰다.
3단계 : 내용 단위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파악하고 유사한 경험끼리 모아서 주제
를 확인하고 범주화하였다.

이 단계는 대상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며, 실

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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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와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점수는 SPSS PC
10.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자료의 결과는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들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실례를 직접 인용하여 수록하였으며 직접 인용구는 글씨체를 달
리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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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및 환자의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면담에 응한 주 간호 제공자는 환자의 부인 3명, 남편 3명, 딸3명, 아들 2명, 며
느리 1명,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1명이었다<표 4>.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거가 9명, 비동거가 5

비동거 중 2명은 환자의 부모(환자가 결혼한 상태)이고, 3명은

환자의 출가한 딸이었다.
경우는 39.3세로 나타났다.

면담자가 배우자인 경우 평균연령은 64.6세이고, 자녀인
직업은 배우자인 경우 모두 무직이었고, 자녀 중 아들

인 경우에만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톨릭이 3명, 개신교 2명, 불

교 2명, 없는 경우가 7명이었다.

2) 환자의 특성

환자는 여자 8명, 남자 6명으로 모두 14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58.9세, 진단명은
암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과정에서 뇌 저산소증에 빠진 환자가 2명, 그 외
말기 신장질환, 간 경변 환자가 각각 1명이었다.

연명치료중단 형태는 14명 모두

DNR에 동의하였고, 그중 11명은 가망 없는 퇴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면담 후

7명이 퇴원하고 4명이 사망하고 타병원으로 전원이 1명, 계속 입원중인 경우가 2
명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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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환자와의
관계

나이

직업

동거여부

종교

1

남편

70

무

동거

가톨릭

2

부인

58

무

동거

무

3

부인

65

무

동거

불교

4

아들

44

자영업

동거

가톨릭

5

남편

70

무

동거

불교

6

아들

47

자영업

동거

무

7

아버지

65

무

비동거

개신교

8

어머니

65

무

비동거

무

9

며느리

32

무

동거

개신교

10

부인

47

무

동거

무

11

딸

42

무

비동거

가톨릭

12

남편

77

무

동거

무

13

딸

40

무

비동거

무

14

딸

31

무

비동거

무

연명치료 중단결정 참여자는 환자가 노인인 경우 자녀들과 환자의 형제자매가
참여하고 환자가 젊은 경우 배우자가 환자의 형제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동의한 경우는 1건으로, 의식이
있는 환자 3명을 포함한 나머지 13명은 모두 환자동의가 없었다.

동의서 작성은

배우자가 있는 11명 중 배우자가 작성한 경우는 5명이고, 아들이 작성한 경우가 6
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3명에서는 아들이 작성한 경우가 2건, 다른 한

건은 아들이 미성년이어서 출가한 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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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자의 특성 및 연명치료 중단 결정형태
환자 성별 나이 진단명

연명치료

면담 후

중단 결정형태

상태
퇴원

1

여

67

천식, 뇌 저산소증

가망없는 퇴원

2

남

61

말기신장질환

DNR

3

남

67

폐암

4

여

71

5

여

6

여

결정 참여자

동의서
작성인

남편, 자녀

남편

퇴원

부인, 자녀

부인

가망없는 퇴원

사망

부인, 자녀

아들

폐암

가망없는 퇴원

사망

자녀

아들

66

췌장암

가망없는 퇴원

퇴원

남편, 자녀

아들

67

고관절 골절

가망없는 퇴원

퇴원

남편, 자녀,

아들

뇌 저산소증

환자의 형제

7

남

41

간경변

DNR

사망

부인, 부모

부인

8

남

31

신장암

가망없는 퇴원

퇴원

부인, 부모

부인

9

여

59

당뇨, 담낭암

가망없는 퇴원

전원

자녀

아들

10

남

49

폐암

가망없는 퇴원

입원 중

부인, 형제

부인

11

여

66

자궁경부암

가망없는 퇴원

사망

남편, 자녀

아들

12

여

74

담낭암

가망없는 퇴원

퇴원

남편, 자녀

아들

13

남

65

폐암

DNR

입원 중

부인, 자녀

아들

14

여

59

폐암

가망없는 퇴원

퇴원

자녀

딸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유병기간은 평균 31.5개월로 1년 미만이 7명, 1년에서 3
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이 4명이었고, 의식상태는 혼수가 3명, 혼동 상태가 2명,
기면 상태가 5명, 명료한 상태가 4명이었다.
다.

명료한 상태 4명은 모두 암 환자이었

전체 환자의 APACHE Ⅲ 점수 평균은 60.57점이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

자의 APACHE Ⅲ 점수는 72점, 121점, 145점으로 평균 112.7점이었다.
관수는 평균 2.86개이고, 기관 손상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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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 기

DNR 유지기간은

평균 27.9일이었으나, 이중 1일에서 5일이 5명, 6일에서 10일이 3명, 11일에서 15일
이 1명, 30일 이상이 5명으로 사망이 임박해서 DNR 동의서를 받거나 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가 실패했을 때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 환자의 임상적 특성
환자

유병기간

의식상태

(개월)

APACHE Ⅲ

MOF

DNR유지

점수

기관수/점수

기간(일)

1

4

혼수

145

3 / 3

12

2

96

기면

72

4 / 5

36

3

4

기면

57

2 / 2

8

4

6

기면

60

3 / 3

2

5

19

혼동

43

3 / 3

103

6

1

혼수

53

2 / 2

2

7

120

혼수

121

6 / 10

2

8

72

명료

54

4 / 4

3

9

24

기면

38

1 / 2

74

10

19

명료

36

2 / 2

30

11

70

기면

69

3 / 4

75

12

4

명료

56

3 / 3

2

13

1

명료

44

4 / 4

10

14

1

혼동

26

0 / 0

7

* APACHE Ⅲ : Knaus 등(1991) * MOF : Goris 등(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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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결정 전후 치료내용 변화는 혈압 상승제 사용은 7명이 사용하고
있다가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에는 5명이 계속 사용하였고, 2명의 경우 점차 줄여
나갔고, 호흡기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에는 6명이 부착하고 있었는데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에도 계속 부착하고 있었으며, 한 명의 경우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에 호흡기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결정 후에도 계속 하였다.

투석은 1명이 하고 있었는데 연명치료

수혈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에는 2명이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중단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혈색소 검사를 하면서 필요시 계속
수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1명을 제외한 13명 모두에게 투여되었고,
위관 영양, 주사 영양 역시 모두 계속 투여되었다.

안정제는 2명, 진통제는 10명

에게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후의 치료내용 변화
치료내용

치료중단 결정 전(명)

치료중단 결정 후(명)

혈압 상승제

7

5

호흡기 부착

6

7

수혈

2

1

투석

1

1

항생제

14

13

위관영양

2

2

주사영양

14

14

안정제

2

2

진통제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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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경험내용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은 말기진단 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느낌 및 바람의 4개의 주 질문과 13개의 세부 질
문으로 이루어진 반 구조화된 면담 지침서를 가지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자료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주제에 39개의 경험내용이 도출되었고, 이는 본 연구의 면접 질문의 범주인 연명치
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과 연명치료중단 결정 후의 경험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명
치료중단 결정시기의 경험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
연명치료 중단 결정 참여자의 주제가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에서
는 치료의 내용, 죽음수용, 예측된 상실반응의 주제가 나타났다<표 8>.

<표 8>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범주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

주제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
연명치료 중단 결정 참여자

연명치료

치료의 내용

중단 후 결정

죽음수용

후의 경험

예측된 상실반응

다음에 범주와 주제별로 경험내용을 진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상자의 말 그대로를 글씨체를 달리하여 진술하였고, 이해를 돕고
자 경험에 대한 사례 다음에 환자의 성별, 나이, 면담자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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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는 말기진단을 받고 초기에는 치유에의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자 치료에 대한 회의로 치료를 포기하고, 이어서 연명치
료 중단을 결정하는 때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과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가 주
제로 나타났다.

(1)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의 경험내용은 여러 병원을 전전함, 치유될 수 없음, 치
료의 한계를 느낀다는 회복 가능성, 천명을 다함(고령),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 치
료비에 대한 부담감, 환자 및 가족의 고통경감, 환자의 신체가 손상됨, 의식이 없
음,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주제

경험내용
회복 가능성이 없음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천명을 다함(고령)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
환자 및 가족의 고통경감
환자의 신체가 손상됨
의식이 없음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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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복가능성이 없음
처음 말기 진단을 받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수용하기 까지 가족들은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치유에의 희망을 가지고 더 좋은 병원을 찾아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감이 00대를 (애)원을 해서 00대에 사위 외사촌 이모가 의사를 해서 그리
가려는데 이틀 동안 기다리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본인은 무진 기
다리는 데 이리로 오게 됐어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그래서 주위에서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해서 다녀도 보았는데, 여기서 내리
치료를 했기 땜에 혜택도 받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000 병원에서는 받아 주더라구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일프로의 가망성이라도 있다면 해보자 하는 바램으로 00의료원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똑 같았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뇌손상이 오고, 치료해도 차도가 없자
치료의 한계를 느껴 중단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물로 생명을 연장하
는 건 끝이 있어야 될 걸로 보아요.

3개월이 가도 변화가 없고, 뇌가 80%정도는

상했다고 하고, 호흡도 불가하잖아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근데 인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지금은 그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더
라구요

인제 엄마가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인제 소생도 못하시고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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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고 관점에서는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우리 아래 남동생이 거의 엄마 병을 다 기록하다시피 하고, 굉장히 열심히 간
호를 했는데, 그게, 그 끝까지 치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 남동

생이 꺽이드라구요. 지난 주에 드디어 꺽이드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수술이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다면 해보겠지만 가망 없단 얘길 듣고는, 이제
는 고통 없이 잘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부인)

결국은 주치의의 치유될 수 없다는 말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유될 수 없음이 가족이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
로,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치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수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느 날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구요.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지난 번에 심장

마비가 왔을 때 돌아가신 거다.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치료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 고치겠어요.

아들이 의사인

사람도 못 고쳤는데.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희박하다고 들었는데 저 상태에서 깨어나도 수술
을 못한다고 하니, 어제 늦게는 뇌사상태처럼 얘기하던데....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근데 그분이 기능이 다 되었다, 이젠 더 해도 안 된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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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살

가망이 1%도 없다고 하니 이래 치료 받아 뭐 하겠어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결정적인 거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회복 가능성이지요. 의사선생님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결정했어요.
(사례 14, 여자 59세 - 딸)

② 천명을 다함(고령)
고령으로 사망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로, 인간에게 ‘자연’은 모든 다른 질서 이
전의 것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나이가 많은 경우 비
교적 쉽게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속한 환자들의 평

균 연령은 66.3세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올 때까지 왔고,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요.

명이 여기 까지 구나

생각되기도 하고.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암이고, 그동안 다른 병도 많이 앓았어요.
이 넘었는데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칠십

치료를 하는 게 무리지.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글쎄, 뭐, 이러고 있다가 죽기를 기달리는 거지요.
도 먹을 만큼 먹었고, 편안히나 가야지....

병이 한가지도 아니고, 나이

글쎄, 뭐, 느낌이 있겠어요.

나이 먹어

서 죽는 거,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또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제 명대로 보내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싶지요.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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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부담은 면담인이 부인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남
편, 딸, 며느리의 경우에만 나타나 우리나라 가족의 역할에서 돌보는 활동을 대부
분 여자가 담당하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부인이 간호하는 경우 본인이

기꺼이 해야할 일로 받아들여 부담으로 느끼고 있지 않았고, 남편의 경우는 자식
이 지어야 할 짐으로 생각하고, 딸이나 며느리의 경우 직접 지어야 할 짐으로 생
각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타나났다.

딸이나 며느리의 경우 가사와 간병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증조절이 되지

않음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간병할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의료기기 사용 지식 및 의료상식 등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처음에는 갖추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어, 호흡기는 안 가지고 가기로 했지요.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건 어차

피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낫지, 집에 가면 식구들만 볶는 게 되겠
다 싶었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병도 한 두 해 아니고, 벌써

20년 전에 자궁암으로 수술하고, 자궁 들어내고,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아프게 된 게 당뇨 측정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는 전문이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는 데까지 이러고 연명하는 거지요.

깨끗이 있다 죽으

면 좋은데 가족에게 짐이 되잖아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양쪽에 호스도 다 몇 개씩 달고 그러고 어찌 집으로 가겠어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환자가 아프단 소리 않고 조용히 자고 하면 보호자가 쉬기도 하고 하는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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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팔면 딴 짓하고 주사 잡아 빼고, 이러니 힘들지요.
몸살을 했어요.

지난 번에도 이틀 동안이나

밤에 잠이라도 자면 좋은데 잠도 안자지, 계속 깨어 있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집에서 투석도 하고, 이것 저것 손이 가는 게 많잖아요, 간호하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의식도 없이 저러고 계시니까 조금 보기가 낫지요, 아니면 힘들잖아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애들이 어린데 애들을 맡기고 와 있는 게 마음이 쓰이지요.
저 00의료원 얘기를 해서 그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가려고 해요.

그래 선생님이 먼

지금 격리실에 있는데

그럼 집도 가깝고,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간호사 분들이 다해주시고 보호자들이 하는 건 없어요.
않으니까 힘들지요.

근데 여긴 그렇지가

지금 방금도 혼자서 대변 본 거 치우는데, 혼자서는 힘들잖아

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집에서는 주사를 놔 드릴 수도 없고.

먹는 약은 소용도 없어요.

집에서는 감

당이 안되지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④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중환자실 입원비나, 집에서 호흡기 간호를 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고 있었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사는 집
의 규모를 줄여서 치료비를 내야하는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딸의 경

우 부담스런 마음이 드는 것을 죄스러워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정용 호흡기를 달고 가라해서 가정용 호흡기를 알아보았는데 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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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한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장비입디다.

결과가 뻔한

걸 알면서 막대한 경비를 들일 수가 있는가 싶었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집도 4,500만원 전세로 있는데 병원비 1,500 예산하고, 집 보러 다니고 있어
요.

이사라도 하고 치료비 갚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로도, 가정적으로도 손해예요.

이런 거는 국가적으

본인을 보아서도 그렇고, 가족을 보아서도 그렇고,

국가를 보아서도 그렇고.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혹시 아버지는 경제적인 걸 생각해서 퇴원하자고 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
도 경제 능력은 있지요.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아마도 병원비 부담으로 그러시는 거 같아요.

사실 진료비 부담도 있었어요.

아버님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병원비 걱정을 할 때는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했지요.

부담이 심하면 가족들도 포기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가족들에 의하면 의사들은 DNR 권유 시 신체손상에 대한 설명 외에도 중환자
실로 가거나, 호흡기를 부착하게 되면 치료비가 더 들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야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실 가서 호흡기 달고 하면 더 힘들고, (치료비) 부담도 더 되고 하니
그냥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또 연구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식에게 치료비로 인해 짐을 지우는 것 같
아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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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야 가능해요.

네 벌었으니 이만큼은 쓰고 가라 하면 되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애들이 부모의 짐을 맡아야 하니 그도 할 짓이 못 되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그래 방이라도 옮기자, 약값이야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애들 부담이 너무 되
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다 직장 다니고 애들 부담이 많이 가니

까 자식들 한테 죄를 짖는 게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럽더라구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⑤ 환자 및 가족의 고통
가족들은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으며, 치료가 병의 차도는 없이 고통만 주어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치료가 생명은 주지 않고 고통만 주는 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싶었고, 차
도는 없고 고통만 주는 게 안타깝고 애처럽기만 합니다.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그래 밥이 들어가면 배도 아프고 하는데 양손을 다 묶어 놨으니, 아프면 지 손
으로라도 배를 이래 쓸고 하면 좋을텐데 그도 못하니 용을 쓰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고통만 없다면 누워서 지내도 되지만, 지금도 고통이 심해서 왔는데 누워서 지
내지 조차 못하고, 본인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면회 때 보니 상당히 고통을 받고 하니, 편안하게 고통을 덜 주고 싶은 거지요.
고통이 심한 게 그게 가장 문제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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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요인은 고통이지요.

고통스러워 하는 거 가족도 그렇지만 본인이, 본

인이 고통스러워 하는 거 그거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가족들 또한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돌보는 것이 고통스럽
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바라보는 보호자의 고통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우리가 보는 것도 괴롭고, 환자는 안 괴롭겠어요?

저래 투석은 일주일에 두

번 하지, 호스로 밥은 주지, 주사는 들어가지, 오줌은 한방울도 안 나오는데 그래
있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끙끙 소리를

내면서 누워있는데 보는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바라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도 못하게 아파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그러지요. 여럿이 있는데 울 수도 없고.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그래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글쎄 의사는 (고통을) 알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보는 우리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나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투병생활이라는 게 그게 환자 본인만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 애들

도 있고.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⑥ 환자의 신체가 손상됨
환자가 점점 부종이 심해지고, 피부색이 변하고, 출혈이 많이 되어 여기저기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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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고 피가 묻어 있는 모습에 심하게 두려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몇 달만에 본

환자의 모습이 상해 있음에 놀라 더 이상의 신체손상을 허용할 수 없어 치료중단
을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척 보면 ‘아이고’ 하는 소릴 하잖아요.

좋게 보이겠어요?

무신(무서

운) 점만 더 들지. 가족은 서로 귀하니까, 보지만, 남이 볼 때는 안 그러잖아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제가 볼 때는 꼭 항암치료를 해서 그런 것 같애요.
보이는 모습이, 한달, 한달 후에 그게 보이더라구요.

사람이 더 이렇게 망가져

몇 달만에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됐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또한 가족들은 환자가 치유되지 못하면서 치료과정에서 신체가 많이 손상되었
는데, 심폐소생술 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설
명에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치아)도 다 나간다,
할 도리는 다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소용이 없으니까, 자제 분하고 의논하라고
하데요.

지금도 갈비뼈가 바스라질 거 같은데 그럼 안 되겠다 싶었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살리려고 너무 누르니까 피가 더 나오고, 그게 영 마음에 걸리고, 괜히 살리지
도 못하는 거 깨끗하게라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도 못 한 거 같으니 영 마음에
걸려 죽겠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심폐소생술 할 거 아니냐, 만일에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 마사지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갈비뼈도 다 나가고, 갈비뼈도 다 나간다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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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더 망가진다고 하니 그건 아니다 싶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심폐소생술은 몸이 성한 상태라면 하겠지만 갈비뼈, 목뼈, 다리뼈가 다 나간다고
하는 상태에는, 더 악화되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⑦ 의식이 없음
가족들은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데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이 메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청력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손잡고,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해도, 여러 번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런 게 고통스럽지요.

의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의식도 없이 저러고 있으니 보는 게 나날이 괴롭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지금도 그래에 주물러도 눈도 못 뜨잖아요.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안

쓰럽지요. 그냥 불쌍하단 생각이 드니까 보는 게 괴롭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아까는 손을 잡아보니 따뜻하긴 하던데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이 없죠.

아무 것도 모르니까.

정신

그러고 혼자 누워있는 걸 보니 가슴이 메어지는

거 같아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⑧ 가족의 과거 경험
가족들은 과거에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 같은 질병으로 죽은 경험도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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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췌장암으로 둘이 죽었어요.

하나는 아들이 의산데도 죽고, 수술도

못하고, 하나는 수술한다고 열었다가 의사가 자신 없다고 닫고,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⑨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
대상자들은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환자가 평소에 해 두었던 말을 서로
기억해 내고, 교환을 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나기 두 달 전인가 생각되는데 본인이 몸에 이상이 오는 걸 안 것 같아요.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말을 했어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본인도 빨리 가게 해 달라고 하고, 환자나 가족한테는 한 시간의 고통이 한 달
의 고통이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00에 사실 때 아버님한테 그러셨다고 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믿거니 하는 아들이라 맘이 쓰여서 그러셨는지.....
아버지, 외사촌 누나, 이모한테는 그랬다고 하세요.
지내시거든요.

근데

외사촌 누나는 굉장히 친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모시고 가자 하시지요.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해요.

치료방법은 몰라도 다른 것

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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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은 주치의사가 먼저 DNR을 제안하면
가족이 의논하여 동의 여부를 의사에게 알리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퇴원의 경우 역시 주치의사가 먼저 제안하는데 직접 퇴원하라고 말하기도 하

고, 간접적으로 제안한 것을 가족이 받아들여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진이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
주제

경험내용
의사의 권유 후 가족합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
의사의 암시에 가족이 퇴원요구
주변 의견수렴
의료진이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바람

① 의사의 권유 후 가족 합의
치료 중단의 시작은 의사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의

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DNR에 동의할 것을 권하거나, 퇴원을 할 수도 있음을 제
안한다.

그리하면 가족들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 논의를 거쳐 주

치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유병기간이 길고, 고령이거나, 배우자

가 없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사 얘기 듣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들이 얘기하고 나도 그렇고.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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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하니, 그래 주치의 선생님 뵙고, 그렇다고 하니
가족이 모였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았다고 하고, 결정했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글쎄 우리가 뭐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렇다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의사 말을 듣고 한 삼일간 고민을 했

어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첨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가족회의(남편, 남동생)를 했어요.
(사례 14, 여자 59세 - 딸)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결정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정하였다.

그래서 환자를 고생시키느니 용단을 내리자 해서 가족회의를 했지요.

근데 일

부는 동의하고, 막내 며느리 하고 아들은 반대하고, 시간을 더 가져보자 해서 2주
를 더 기다렸어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아쉽지요. 아쉽기야 하지만, 그런 판단을 금새 쉽게 하겠어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얘기하고 또 하고, 그래두 아닌 거 같구, 영감 얼굴 보면 영 그게 아닌 거 같
구. 아들이 썼는데 써주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하더라구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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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지요.

낫겠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다가, 희망

이, 희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됐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근데 아무리 형제지만 또 그렇게 원하지 않는 형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니까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착심이 굉
장히 크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② 의사의 암시에 가족이 퇴원요구
의사가 간접적으로 퇴원하기를 제안한 것을 가족이 받아들여 퇴원을 요구하기
도 하였다.

근데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이 희망적이 못된다.

마음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집으로 모시고 임종을 기다리란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얘기한 거
였더라구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아버님이 제일 먼저 그런 생각(퇴원)을 하셨는데 자식들 때문에 그런 표현
도 못하고 계시다가 (의사에게) 얘기가 됐지요.

그래 아버님 뜻대로 하자 한거

지요.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물론 사람 목숨이니까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퇴

원하려구 해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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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변의견 수렴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주변의 친구,
친척, 의료인 등에게 환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고 비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답하니까 이런 경우를 당한 집이 있어 가 보았는데, 학교 후배라 가서 자세
히 들어보았는데 돌아가시는 분 편안하게 모시라고 하더래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외가쪽 어머니 언니, 이모나 고모들, 어른들 생각이 편안히 가시는 게 낫다고들
하셔 그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사례 6, 여자 67세 - 아들)
오래된(나이 든) 간호사들이긴 하지만 남편이 의학박사님이 있어 가지구, 저하
구 친해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 상황을 얘기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치료를 한다
고 했더니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④ 의료진이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바람
가족들은 주치의사가 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했음에도 치유에의 희망을 버리지
못해 집착을 가지고 치료하다 치료중단에 동의하였다.
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확실하

이러한 과정에서 투병생활에

지치고, 희망이 없는 데 너무 매달렸다는 생각이 들자 의료진이 좀 더 일찍, 좀 더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주치의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해주어야지, 보호자에게 알아서 해라
하니 갈등이지요.

그런 결정은 의사가 결정해서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하면 가족

이 한결 수월하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 45 -

내가 주사도 끊고 투석도 고만하라 했거든요. 근데 의사는 할 수 없다 하데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선생님들을 탓하는 건 아니예요.

의사들이 살리려고 한다는 건 다 알지요.

근

데 살리지도 못하면서 저래 두고 있는 게 안타깝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삶의 질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삶의 질은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의사들이 겪어 봤으니까, 많은 환자들을 겪어 보셨으니까, 어느 한편
으로 더 좋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느 쪽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실
꺼 아녜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이렇게 말기환자가 와서 살아보겠다, 치료하겠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좀 잘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의사가 미적거려 희망을 갖게 하거나 가망이 없는데도 더 치료를 해보게 한다
면 가족들은 힘이 더 들지요.

차라리 결정을 해주면 가족들이 정리를 하고 어떻

게 하면 좀 더 그동안 잘 해드릴까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3) 연명치료 중단 결정 참여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환자가 참여한 경우는 하나로, 나머지 13 사례 모
두 환자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

혼수상태이거나, 혼동, 기면 상태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에서도 환자들은 제외되었
는데, 환자에게 말기라는 상태조차 말하지 않은 상태라 치료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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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참여자
주제

경험내용

연명치료 중단 결정 참여자

환자를 배제하고 가족들이 결정
환자에게 알리고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① 환자를 배제하고 가족들이 결정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에 환자를 제외하고 많은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 후에도 환자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환자를 고생시키느니 용단을 내리자 해서 가족회의를 했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가족이 판단했지요. 아들들하고 얘기해서.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아들, 딸하고 다 얘기하구, 몇 번씩 얘기 했어요.

얘기하고 또 하고,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따로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아들이 결정했지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장인도, 얘 장인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동생도 오고 친척이 많아요.

그래 다

모여서 그러자 하고 결정했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모여 결정하고 쓰기는 며늘애가 썼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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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삼촌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했지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시동생이 둘 있어요.

그래 의사가 얘기한 걸 (시동생에게) 얘기하고, 듣고 하

더니 결정을 하더라구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그나마 지금 의식이 없으신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요.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지요.
(사례 14, 여자 59세 - 딸)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녀와 부모 모두 배우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말을 안 했어요.

그래 몰랐는데, 그러다가 말을 하면서, 어

머니 말을 따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살아야 한다고 하니 자식

들도 그리 따랐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그래 아버님 뜻대로 하자 한거지요.

아버님이 가장 강력하지요.
(사례6, 여자 67세 - 아들)

심장 맛사지 하고 하는 거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 말 듣고 그거만 듣고 네 생
각대로 해라하고, 며늘애도 그건(심폐소생술) 안 하겠다고 하고 썼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② 환자에게 알리고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면담자가 딸인 경우로 아버지에게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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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싶은 것들을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싶었어
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해요.

환자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2)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가족의 경험

이 시기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간으로 가족들의
경험에서 치료의 내용, 죽음 수용, 예측된 상실반응의 주제가 나타났다.

(1) 치료의 내용

여기에서는 연명치료중단 자체에 대한 갈등,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의
갈등, 계속되는 연명치료에 대한 분노, 병원에서의 기본간호 제공에 대해서도 분
노, 치료를 거부하지 못함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표 12>.

<표 12>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 치료의 내용
주제

경험내용

치료의 내용

연명치료중단 자체에 대한 갈등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의 갈등
계속되는 연명치료에 대한 분노
병원에서의 기본간호에 대해서도 분노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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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중에서도 DNR에 동의한 경우, DNR이라 함은 심장이나
호흡 마비가 올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환자 가족들은 그 말은
말 뜻대로 이해하면서도 다른 치료가 계속되는 것에 분노까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NR은 모두 의사가 먼저 권유하고 가족이 동의한 상태라 가족들은 왜 치

료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심장마비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자는 의사의 권유를 승낙한 이후에는 죽음을 수용하고
집에서 임종을 맞기 위해 퇴원을 준비하거나, 장례준비를 하는 등 정리를 하고 있
어, 계속되는 치료나 심지어는 기본 간호활동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었다.

① 연명치료 중단 자체에 대한 갈등
치료중단 결정 후에도 가족들은 DNR이나 퇴원결정 등 연명치료 중단 자체에
대해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
가에 대한 갈등과,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표
현하였다.

마음이 편안치는 않지요.
뜨고

혹시 소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저래 눈도

하는데 기적이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다가 그러고 있지요.

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그간에 혹시 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눈도 뜨고 하는

것 같은데 자손의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간다고 할 때 마음의 고통을
가질 게 뻔한 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했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그러다 하루 하루 지나다 보면 인생이 불쌍하고, 퇴원은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가야한다고 하다가 그러고 있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고통이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단 이야긴데.....

맘에 걸리는 게 이게 도의적으

로 맞는가 하는 거지요.
어머니라면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도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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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사위는 다 생각하지요.
(사례6, 여자 67세 - 아들)

②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의 갈등
다른 진통제로 통증조절이 안되자, 의사가 몰핀주사를 권하면서 통증은 없어지
지만 호흡이 멎을 수도 있다고 말해 갈등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있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

서 몰핀 주사를 놓는데 의사가 호흡이 멎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때

이렇게 까지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갈등이 들었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③ 계속되는 연명치료에 대한 분노
DNR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가족들은 사실 모든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집으로 퇴원을 하거나 호흡기도 떼어내고, 모든 진단을 위한 검사

도 중지하고, 수혈은 물론, 영양주사, 항생제 주사 등 기본적인 연명치료도 중지하기
를 원하고, 심지어는 가래흡인까지도 거부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행
위에 대해 가족들은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데 대해 불안을 느끼고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러고도 투석도 하고, 그 무슨 영양젠지 비싼 영양제도 주고, 그 노란색
약 이더라구요.

투석도 세 번이나 해서 좀 줄여 달라 해서 두 번으로 줄였어요.

피주사도 주지.

다 하더라구요.

할 건 다 하드라구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가려니 호흡도 안 되지 무섭지요.

주사 같은 거나 그런 거, 줄이고 서서히 편

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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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서도 끌고 있는 게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거지요.

근

데 그러데요. 그래도 환자가 의식도 있고 하는데 그럴 수(퇴원)는 없다 하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어떤 주사는 놓고.

주치의한테 물어보고 하라

고 할 까 하다가 그냥 있었어요. 주치의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선생님들이 퇴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 하니까 아버님이 그러세요.

내

마누라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 화를 내시지요.
(사례6, 여자 67세 - 아들)
지금 폐도 다 망가졌다면서요.

저 숨쉬는 것도 옳게 쉬는 게 아니라면서요.

호흡기 까정 띨 수는 없어도, 그럼 주사도 끊고 빨리 가게 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
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래 두니 답답하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아버지가 ‘근데 치료를 끝났다, 끝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맨날 갖다가 꽂고
달고 그러느냐’ 그러세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이 환자의 경우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두 차례의 입원 끝에 또 다시 응급실로
와서 이미 치료중단에 동의를 했다고 말해도 검사를 하고 주사를 시작하는 것에
화를 내고 있었다.

말기상태로 집에서 요양하다 임종이 임박해서 병원 영안실을

사용하기 위해 응급실로 온 경우로 가족들은 어떠한 검사나 치료도 하지 않고, 입
원실로 입원했다가 사망하면 영안실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응급실 의료

진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그대로 둔 채 사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
해, 관례대로 기본적인 임상 검사와 수액주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해 가족과 의료
진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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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이미 폐암 진단 받고 오래 사실거란 얘기 못 들었는데 검사를

하면 뭐해요.

근데 주치의는 다 동의한 걸 아무 것도 모르는 다른 의사가

(응급실에서) 이런 저런 검사를 하고, 보호자 말을 듣지도 않으니 그리 생각
할 밖에요.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주치의선생님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어서 돌아가시려고 왔다.

그러니 그냥

병실로 입원시켜 달라 해도 대꾸도 안하고 이 검사, 저 검사하고, 뭐 환자가 몰
모트도 아니고, 이 큰 병원이 우리 같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④ 병원에서의 기본간호에 대해서도 분노
이 경우는 가족이 가래흡인도 거절하는 것을 수간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가래를 뽑은 경우로 가족들은 기본간호조차 거부한 채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본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 수간호사가 와서 가래를 안 뽑았다고 하고 뭐라 하더니 가래를
마구 뽑더라구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주치의사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이

러고 있는데 간호사는 와서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⑤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못함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에 가족들은 의사에게 혈액투석이나 영양제 주사를 중
단하기를 제안해 보고 호흡기를 떼는 것도 제안하나, 거절당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결정권은 의사에게 있고, 가족들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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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사도 끊고, 투석도 고만하고 해라 했거든요.
하데요.

근데 의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도 뭐 도리가 있나요. 기다리는 수밖에.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어제 저녁인가도 와서 주사를 바꾸더라고요.

뭐라 할까 하다가 그냥 있었어요.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어떤 주사는 놓고.

주치의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할 까 하다가 그냥 있었어요.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그게 당장 주사도 끊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불필요한 걸 자꾸 할 필요
는 없는 거잖아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그거(영양제 주사)는 엄마가 병원에 계시면은 최소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하면 집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병원에 있을 필

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2) 죽음수용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후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환자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환자 자신

이 삶의 마무리를 잘하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임종준비를 시키지 못함
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고통없이 깨끗하게 가기를 바라고, 소진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이면서 병원환경과 면회제도
에 대한 바람과 장례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위안을 가

지고 있었으며, 임종을 위해 의료진의 지지를 바라고 있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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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 죽음수용
주제

경험내용

죽음수용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준비 기간 필요
환자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
환자 자신이 삶의 마무리를 잘하기 바람
환자에게 임종준비를 시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고통 없이 가기를 바람
깨끗하게 가기를 바람
모든 것을 다 소진함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임
병원환경 및 면회제도에 대한 바람
장례준비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위안
임종을 위한 의료진의 지지필요

①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준비 기간 필요
가족들은 갑자기 말기 진단을 받자 죽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치료
를 받다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있어 죽음을 받아들이기 까지의 기간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와 가지고는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는 해주게 해야잖아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환자가 원하더라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는 해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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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상태가 극도로 어떤 치료도 못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하고는 어느 정도 치
룔해야 한다고 봐요.

가족들도 너무 갑자기 당하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② 환자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
가족들은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을 하진 않았어도, 환자 자신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체념하는 식으로 나(남편)는 어떻게 하냐

고 해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그걸 뭐라 말로 하겠어요.

지가 유언을 하더라구요.

땅에 묻어달라, 산에 묻

어달라고 하데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엄마가 내심, 속으로는 다, 당신이 다, 마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식

들한테, ‘나는 뭐, 얼만큼 밖에 못사니까’, 이런 말을 눈빛으로만 이렇게 조금 이렇
게 읽었던 것 같지, 사실 그거를 우리하고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어머니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시고 있는 거 같아요.
요.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세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그나마 지금 의식이 없으신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

어요.
(사례 14, 여자 59세 - 딸)

③ 환자 자신이 삶의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람
가족들은 의식이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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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가족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면담인이 자녀인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자녀들은 부모가
때가 되면 스스로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품위 있게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님한테 지금 제일 바라는 건 신앙으로 기도를 하고, 육체적 고통을 덜을
수 있도록 하느님한테 의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이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도 안쓰러우니까, 엄마도 이제는 끈을 놨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구요.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러기를 바라지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조금이라도 편하게 말을 하게 해드리고, 시간들을 편하게 보내시게 해드리고 싶
었어요.

자꾸 연장시켜서 뭐하겠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우리한테 어떤 좋은 유언을 남기시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참 쉽지 않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그래도 남기실 말을 남기셨구나 하는...

본인도 그런 상황이라면 말을 해주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삶의 마무리를 잘하고 가기를 바라는 만큼 환자 자신이 아직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음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집으로 빨리 나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전
혀 뭐 갈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를 모르세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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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자에게 임종준비를 시키지 못한데 대한 죄책감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죽어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환자 자신이
임종준비를 하게 하지 못한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성격이 그걸 알면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고집 세고 병원에 안 가고 떼만
쓸 것 같고, 해서 모르고 있는데 낫겠다 싶어 그냥 둔 게 아쉬워요.

미리 일러주

고, 미리 준비하고 하면 좋았을 걸 싶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최소한의 당신에게 기회를, 우리가 드렸어야 되지 않냐,
것 같아 죄책감이 들지요.
를 못했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드린

‘엄마, 인제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엄마가 이렇게 되실 줄 알았으면 용감하게

얘

길 해볼 걸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게 되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그러면서도 환자에게는 죽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하
였다.

그럼 치료 안 된단 말도 못하고 ‘왜 치료가 안돼, 열심히 하면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좋은 병원에서 왜 치료가 안돼‘ 하지요.

치료가 안된단 말을 어찌해요.

못하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그럼 못 나으실 거 알면서도 그렇게는 못 말하잖아요.
하세요.

‘어머니 왜 그런 말을

약도 들고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 나으실거예요’ 하지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⑤ 고통 없이 가기를 바람
가족들은 고통은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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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호자들에게는 이왕에 가시는 분이라면 고통스럽지 않게 가시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암이고, 그동안 다른 병도 많이 앓았어요.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편히 가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사례 4 여자 71세 - 아들)
근데 어차피 못 나슬 바에는 고통이나 주지 말자 그런 게 부모 심정이지요.
그 심폔가 뭔가 두 번 더하니까 피가 얼마나 더 나올지 그게 걱정이더라구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지금 제일 바래는 건 고통 없이 가는 거지요.

죽는다는 아들한테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고통없이 가는거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그러니 진통제나 좀 빨리빨리 주었으면, 편하게, 다만 얼마라도 편하게 가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가망성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수술이나 그런 걸 해서 1년

이나마 가망성이 있다면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통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
겠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또한 집에서는 통증조절이 안되어 입원을 했는데, 입원 중에도 통증경감을 위
한 진통제 투여가 빨리 되지 않는데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었다.

고통이 심해질 때는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시켜 주사를 놔주는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가라앉는데 지난 후에 놔주는 거 같아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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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도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롭지요.

환자는 더 할 테지

만, 그럴 때일수록 주사를 빨리 놔줘야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거 같아 괴롭
더라구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⑥ 깨끗하게 가기를 바람
신체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다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지도 못 할 거 깨끗하게도 가지 못하니 고통스럽지요.
스럽겠어요.

지는 얼마나 더 고통

의사는 알지도 못할 거라고 하지만......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걸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조금 더, 소

천하실 때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계시다가 가기를 바라지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⑦ 모든 것을 다 소진함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도, 점점 상태는 나빠지는데 영양제나 안정
제 등 치료가 계속되는데 대해 환자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간다는 느낌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깐 쉬어보자고 했을 때 쉬었다면 빨리 갔을 지도 몰라요.

결국 고통스런 만큼

고통스러워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고 그럴 거예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가장 편안하게 가시는 방법이, 결국은 이렇게 계시다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그냥 뭐 하나 움직일 수 없고, 그냥

케어를 받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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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임
가족, 친지들은 환자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애들도 다 오고.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어제부터 우리 가족들이 하나도 집에 가지도 않고, 다 여기 앉아있어요.
도 안 가구요.

다 여기 있어요.

아무

저 밖에 벤치에 있는 게 다 우리 가족 이예요.

보겠다고 오니 그냥 가랄 수도 없고, 친척들도 얼굴은 봐야 잖아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⑨ 병원 환경 및 면회제도에 대한 바람
가족들은 면회 온 보호자들이 조용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직원이 그러한 상황
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병원전체가 어수선하고 시끄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

고 가족 곁에 있기 위한 공간이 없고 면회제도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쉽
게 생각하였다.

병원 자체가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게, 그리고 면회를 해도, 보호자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 가지구, 적응이 안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근데 다들 모르는지

무감각하더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가족들은 병원치료에 의지하느라 환자를 좀 더 좋은 환경에 두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근데 그렇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치료를 하셨다면 조금 더 빨리는
가셨을 지는 몰라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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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드라구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임종준비를 하기 위해 가족들은 가족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부담을 주기

를 원치 않고, 다른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원치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 내가 방 부담이라도 덜자고 6인용을 옮기자고 해도 자식들이 옆에 환자
에게 폐가 된다고 그냥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아까도 임종예배 봤는데 다른 사람도 있다고, 카텐 쳐 주고 했지요.

다른 데는

독방이라도 가고 하는데 저래 되니 독방도 못가고, 다른 사람 방해된다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여기 육인실에 있으니 사람도 많고 울기도 맘놓고 울지도 못하고, 저녁때면
둘째가 오고, 애 아빠도 오고 하면 좁지요.

식구들이 저녁에 오면 앉아 있지도

못하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앉아서 얘기도 못하고 서서 그러고 있는 게 괴
롭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비슷한 병명의 환자들이 같이 있게 되면 그래도 위안이 되고 시간을 보내는데
편안할 거 같아요.
안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환자가 위중해서 다른 환자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건

다른 사람과 있기 위해서는 환자가 고통이 없어야 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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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종실이 있어도 그 방을 사용하는 것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이인실로 옮겨라 하시데요. 저도 이인실로 가고 싶고 해
서 아들한테 이인실로 가라한다 했더니 대뜸 “운명방으로 가래요?” 하데요.
그건 아니고, 해도 여기서 일년 반을 살았잖아요.

그래

환자 자신이 아는 게 많아요.

그래 ‘아니다, 그건 아니고’ 했더니 ‘맘대로 해요’ 하데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제한된 면회시간으로 인해 환자를 곁에서 지켜볼 수
없음을 원망하고 있었다.

어차피 살리지도 못 하는 거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옆에라도 있게 하지 보지도
못하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지요.
있었을 걸 하지요.

이래될 줄 알았다면 못 들어오겠다고 딱 붙들고

여기 중환자실에 안 들어오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⑩ 장례준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는 가족들은 장지, 장례절차 등의 장례준비를 논의하
였다.

배우자의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 본인의 의견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자식에게

의존하였고, 자식이 죽어 가는 경우 자식의 배우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부모 자신
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도 정해놓고 했으니까.
았더라구요.

충주에 천주교 묘지가 있는데 깨끗하게 잘 해 놓

그래서 그리로 정했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집이 00이예요.

시골이니까 돌아가시면 거기서 그냥 장례 치르면 돼요.

선산

도 있고.
(사례6, 여자 67세 -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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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자기가 죽으면 묘를 써 달라고 했는데 그건 수차 얘기했어요.

묘는

무슨 묘를 쓰냐, 돈도 없고, 산도 없고, 겨우 달래서 화장하는 걸로 동의는 받
아놨어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집 뒤에 묻어두고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사냐 해서 공원묘지로 가기로 했어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우리가 천주교인데 00병원이 천주교니까 천주교 식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리고 갈까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⑪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위안
죽음을 수용하고는 그간의 투병생활에서 할 만큼 했다는 자기위안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위안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거부를 해도 입원 치료를 고집하고, 의사

가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자고 요청해도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였다.

이 사람은 올 때까지 왔고,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은 후에 후회 안 하

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는 입원해도 소용이 없다,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
시게 해라, 아님 한 달에 두 번 씩만 통원 치료를 해라 하는데 그게 되나요.
게 보낼 수는 없지요.

그렇

해서, 그럴 수도 없고 해서 6월 21일인가 이리로 모시고

왔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붙들고 왔는지도 모르죠.
까, 본인은 포기를 했었어요.

본인은 포기를 했었으니

근데 내가 (포기가) 안 되드라구요.

그래 내가 이

왕 시작한 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달래서 이리 끌고 온 거지요.

그래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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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끝까지 하고 싶죠.

끝까지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벌써 돌아가셨을 지도 몰라요. 2년이라는 치료과정
이 참 힘들더라구요.

가족들이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장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또한 치료를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치료비를 부
담할 것을 각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 이천 안 까먹고 가겠느냐, 그 각오는 했지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처음에는 빚을 내서라도 치료해 드려야지 했지요.
(사례6, 여자 67세 - 아들)
아버지가 고생한 것이 억울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하겠다싶지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자식들은 부모에게 제일 좋은 진료를 받게 했다는 위안감을 갖고 싶어 큰 병
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000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00에서 그래도 제일 큰 병원
에서 모시고 싶었어요.
(사례 13, 남자 65세 - 딸)
여기 00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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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면서도 환자 자신이 원하는 한 치료를 받게 했
다는데 위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감이 00대를 원을 해서 00대에 사위 외사촌 이모가 의사를 해서 그리 가려
는데 이틀 동안 기다리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본인은 무진 기다리
는 데 이리로 오게 됐어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그래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결국엔 약도 없다, 치료도 안 되고, 본인이 여기서 마
감을 하고 싶어했기 땜에 이리도 다시 오게 된거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일단 엄마가 살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린 엄마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
다, 우리는 그게 인제, 어쩌면 도리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거라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 같애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엄마를, 그래서 누가 하나가, 조금, 이렇게, ‘아, 힘들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아니면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자식들이 좀 그런 거를 거부하고, 그런 생
각을 하는 걸 싫어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아니 이런 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치료가 희망이 없다고 하니 그냥 기다리는 거지

요. 근데 진짜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⑫ 임종을 위한 의료진의 지지 필요
가족들은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을 지켜보면서 의료진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였
다.

그럼에도 환자상태를 묻는 질문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환자가 아파하는 것

- 66 -

을 무심하게 받아들임에 섭섭해 하였다.

좀 더 다정하게 대해 주지 않음에는 씁

쓸함, 질문에 대답을 안 하거나,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을 때는 민망함을 느꼈다
고 표현하였다.

아파하시며 기운 없어하시는걸 보면 뭐라고 하나 해 주었으면 하는데 평범
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같아 섭섭하지요.

보호자 앞에서는 많이 아파

하시는군요 하고 동정도 해주고 하면 괜히 고맙고 할텐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섭섭하지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세 달 동안이나 지켜보면 내 가족이다 싶은 생각까지는, 그건 안되겠지만 조금
만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게 굉장히 고마울 텐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맘이 쓸쓸
하지요.

다른 분들 대할 때도 보면 그래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의사선생님에게 여쭤보기도 민망하기도 해요.

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라 그

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뭘 잘못한 느낌이 들게 해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이런 힘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간호한 가족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민망해

가지고.....
(사례 11, 여자, 66세 - 딸)

(3) 예측된 상실반응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가족들은 예상되는 이별로 인한 초조함, 자식을 앞
세운다는 데 대한 한탄, 환자의 치료 불이행 태도를 원망, 치유가 되지 않음에 대
한 회한, 환자에 대한 연민, 자신의 처지한탄, 지나온 생활을 회고함을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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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 예측된 상실반응
주제

경험내용

예측된 상실반응

예상되는 이별로 인한 초조함
자식을 앞세운다는데 대한 한탄
환자의 치료 불이행 태도를 원망
치유가 되지 않음에 대한 회한
환자에 대한 연민
자신의 처지 한탄
지나온 생활을 회고함

① 예상되는 이별로 인한 초조함
DNR 결정 후 가망 없는 퇴원을 하기로 의사와 합의한 후 퇴원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불면증과 초조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잠을 잘 못 자요.

동네병원에 가서 수면제 몇 개 받아와서 먹고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고통이 따를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싶어요.

그 날짜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날짜

를 정해서 그 날이 빨리 다가오니 맘이 아프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렇지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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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오늘 아침에도 12시면 가겠구나, 더 이상 나쁘지 않게 깨끗하게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오후에 와서, 그 의사 있지요, 000 의사.
제 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와서 그러데요.

언

그래 서너시면 가겠지 그리고 있는데 지금 까지지요.

가족은 애가 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② 자식을 앞세운다는데 대한 한탄
기대가 많이 되었던 아들을 잃는다는데 대한 한탄, 젊고 자식도 없이 아들이
죽게 되자 며느리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인데, 자식이 저래 되니.....
대가 많았구요.

하늘같은 아들이지요.

가슴이 메어지지요.

삼남매 장남이예요.

나도 기

기대가 많았는데 이

래 되니 고통이나 없이 가라 하는 게 부모 맘이지요.
(사례 7, 남자 41세 - 아버지)
너무 나이가 아깝고, 너무 아깝잖아요.
요.

이제 스물 넷인데.

좋은 며느리도 놓치고, 걔도 불쌍하지

걔도 꿈 같을 꺼예요.

애도 없어요.

계속 아파서 결혼하

고 1년 정도 사는데 저래됐으니.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③ 환자의 치료 불이행 태도를 원망
남편의 경우 환자가 치료이행을 잘 하지 못해 병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여 환
자를 원망하고 있었다.

말도 잘 안 듣구.

당뇨면 자기 몸을 생각하고 신문이나 책이나 그런 거도 보

구, 읽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 하더라구요.

책도 보구 조신을 잘 했으면 좋은데

느려 빠져 가지구 안하더라구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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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치유가 되지 않음에 대한 회한
치유에의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됨
에, 희망이 없음에 안타까움과 허전함, 하루하루 속아 살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어
회한의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회복이 안되는 게 제일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그래 하루 하루 속아 살고 있어요.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써 달라는 거 써주고 했지요.

써주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하더라구요.

9개

월 동안이나 영감 수발 다 했는데 살릴 수가 없다고 하니 허전하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동생이 골수를 주고, 그래 이식도 받고 했는데 계속 치료를 받는 도중에 파경
에 이른거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낫겠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다가, 희망이, 희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됐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보완요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진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환자들이 보완요법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한다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치료가 효과가 없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요법

을 해볼 것을 안 했는가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하고 바로 안되는 거 알았으면 딴 거라도 해 볼텐데, 안되면 다른 조치라
도 취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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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뭐가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치료를 받지 말고 두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지요.
(사례 10, 남자 49세 - 부인)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병원치료에 대한, 뭐 생각은 아마 기본적인 치료
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론, 거의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11, 여자, 66세 - 딸)
그러니까 홍삼도 해오고 드려보았는데 열나고 하니 의사선생님이 못 주게 해
서 말았어요.
(사례 9, 여자 58세 - 며느리)
당뇨에 좋다는 누에가루도 먹여보고 할 건 다했는데 병원에서 그게 무슨 효과
가 증명된 게 아니라고 하데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⑤ 환자에 대한 연민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속상하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애처럽기도 하고.

약 맞고 싸고 기고

할 때는 불쌍해서 못 봐주겠더라구요.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배가 아프면 어린애 아픈 듯이 나부대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례 13, 남자 65세 - 부인)

⑥ 자신의 처지한탄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같이 살아 온 삶을 다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
의 처지를 한탄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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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영감이랑 나랑, 내가 못하는 거 영감이 하고, 영감이 못
하는 거 내가 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이젠 그도 못하게 생겼으니.... 허전하죠.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내가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누라가 건강한데, 여자

들이 더 건강하잖아요. 그래야 돌아도 다니고 할텐데....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⑦ 지나온 생활을 회고함
가족들은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준비를 하면서, 초기 발병 시부터 투병생활, 임
종이 임박한 지금까지의 지나온 생활에 대해, 환자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잖아도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집사람이 한 5년 전에 써 놓은 일기가 있어
들여다 보다 가슴이 아파 다 못 보았어요.
정이지요.

아이들 걱정, 뭐, 미국 가있는 아들 걱

이렇게 면회하고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하고, 하면 자꾸 후회스럽고, 그

날 하루 지냈던 것이 그야말로 후회스러움이 많아서 빨리 잊는 게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례 1, 여자 67세 - 남편)

37년을 살았는데, 내가 스무살, 저 사람이 스물 네 살에 만나 가지고 37년을
살았는데 이날 입때꺼정 돈 한푼을 못 벌었어요.

내가 30년이나 직장생활을 해서

그렁 저렁 살았는데, 술값 달라 하면 술값 주고.

머스마가 둘인데 애들 빗나갈까

숨 죽이면 살았는데....
(사례 2, 남자 61세 - 부인)

따라갈 수도 없고,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고 다녔는데....

영감이 깔끔하고 멋쟁이예요.

잘하

아까 의사 만났는데 기적이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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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살렸으면 좋겠지요.

요기, 잘라내고 이었어요.
병이 걸렸나봐요.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렸나 싶고.

예전에 왼쪽 다리,

00병원에서 한 20일 동안 입원했는데 뼈가 바스러지는

그래 잘라내고 이었어요.

그때, 그때만도 담배를 끊었다면 이

런 병이 안 걸렸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사례 3 남자 67세 - 부인)

아버지는 11살 때 일정 때 태평양 전쟁 때 자진해서 징용 가선, 돈 벌어 오
겠다고 가곤 소식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못하고.

만 받았어요 같이 간 사람이 그러는데.

‘아파서 돌아갔다.

죽었다는 전갈

나도 직접은 보지 못

했는데 친구들이 무덤도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 하고 전해 들어서 알지요.
살기 바쁘니.....

먹고

아님 그 사람들 데블고 가서 뼈라도 모셔 올텐데 그도 못하고,

돈이 드니....
(사례 5, 여자 66세 - 남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다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서른

셋에 난 아들이예요.

둘째가 서른 일곱에 낳고,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까지 될 수 있을까, 운명인가.

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는 거 알아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어떻게

운명이라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다

저도 자식을 살릴려고 쬐끔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그래도 빚만

남기고, 빚 아니라 내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 볼라고 애를
썼지요.
(사례 8, 남자 31세 - 어머니)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와 연
명치료 중단 결정 후로 범주화 되었다.
2.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연명치료중단 결정 후의 경험에서는 치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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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수용, 예측된 상실 반응의 주제가 나타났다.
3.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은 회복 가능성,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령, 고통경감, 신
체손상, 의식수준, 부담감, 주변의견,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
이었다.
4.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은, 의사의 권유 후 가족합의, 의사의 암시에 가족이 퇴
원요구, 주변 의견수렴, 의료진이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바람의 경험내
용이 나타났다.

DNR은 의사가 먼저 권유하고 이를 가족이 수용하는 형태로

사례 모두에서 DNR 결정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가망 없는 퇴원의 경우는 의

사가 먼저 권유하기도 하고 가족이 요구하기도 하는데, 가족이 먼저 퇴원을 요
구한 경우에도 의사가 먼저 퇴원 가능성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에서 기인하
고 있다.

가족이 퇴원을 요구한 경우 퇴원 심의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는

데, 퇴원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 하에 퇴원을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계속 재원하였다.
5. 연명치료 중단결정 참여자에서는 환자를 배제하고 가족들이 결정, 환자에게 알
리고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참여자는 의사와 가족, 친

지들로 가족합의 과정에서 환자는 철저히 제외됨을 알 수 있었는데, 14 사례
중 하나의 사례에서만 딸이 아버지에게 말기라는 진단을 얘기했을 뿐이었다.
간호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치료의 내용에서는 치료중단 자체에 대한 갈등,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
의 갈등, 계속되는 연명치료에 대한 분노, 병원에서의 기본간호에 대해서도 분
노,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못함이란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의료진으로부터

연명치료란 어떤 것이고, 어떤 치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데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가 계속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본 간호활동
에 대해서도 분노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7. 치료중단 결정 전후 치료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혈압 상승제 사용은 7명이 사

용하고 있다가 5명이 계속 사용하였고 2명의 경우 점차 줄여나갔다.

호흡기는

6명이 부착하고 있었는데 치료중단 결정 후에도 계속 부착하고 있었으며, 한
명의 경우는 DNR 동의 후에 새로이 호흡기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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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은 1명이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였고, 수혈은 2명이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중
단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혈색소 검사를 하면서 필요시 계속 수혈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도 1명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위관 영양은 2명이

시행하다가 2명이 계속 시행하였고, 주사 영양은 14명 모두 계속 투여되었다.
안정제 사용은 2명, 진통제 사용은 10명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치 변화에 의사 외에 다른 의료진의 참여나 환자, 가족의 의견은 반
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죽음수용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준비기간 필요, 환자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 환자 자신이 삶의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람, 환자
에게 임종준비를 시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고통 없이 가기를 바람, 깨끗하게
가기를 바람, 모든 것을 다 소진함,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임, 병원환경
및 면회제도에 대한 바람, 장례준비, 최선을 다 했다는 자기위안, 임종을 위한
의료진의 지지 필요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9. 예측된 상실반응에서는 예상되는 이별로 인한 초조함, 자식을 앞세운다는 한탄,
환자의 치료 불이행 태도를 원망, 환자에 대한 연민, 자신의 처지 한탄, 지나온
생활을 회고함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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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경험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내용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주제에 39개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면담 지침서의 질문영역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결정 시 경험과 연명치료 중단결정 후 경험으로 범주화 하였
는데,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경험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 연명치료 중단 결정 참여자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경
험은 치료의 내용, 죽음 수용, 예측된 상실반응의 주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
결정요인은 무엇보다도 회복 가능성이었고,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령, 고통경
감, 신체손상, 의식수준, 부담감, 주변의견,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본인의 평소 희
원이었다.
회복 가능성은 가망이 없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가족들은 어
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김선옥, 1999; 허대석, 1999; Keenan 등, 1997; Danis 등, 1996).
많은 연구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Schneiderman, Jecker & Jonsen, 2001;
McGee, Weinacker & Raffin, 2000; Rubenfeld & crawford, 1996; Knaus 등,
1991; Goris 등, 1985)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국내외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APACHE Ⅲ 점수와 MOF 점수(구미지와 김명희, 2002; 방은치, 고신옥과
정재원, 1997; Knaus 등, 1991; Goris 등, 1985)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APACHE Ⅲ 점수는 평균 60.6점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사망빈도 80% 이상, 140

- 76 -

점 이상에서는 모두가 사망했다고 보고한 것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MOF 점

수 역시 손상 기관수 2.9개, 손상점수는 3.6점으로 손상기관수가 3개인 경우 사망
률이 60∼70% 라고 한 것(방은치, 고신옥과 정재원, 1997; Knaus 등, 198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71%가 말기 암환자로, APACHE

Ⅲ 점수나 MOF 점수가 암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삼기에
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시 연령이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는데(구미지와 김명
희, 2002; Abbott 등, 2001; 김선옥, 1999; 김상희, 1998; Hanson, Danis & Garrett,
1997), 본 연구에서 고령이 연명치료 중단의 요인이 된 경우 환자의 평균연령이
66.3세이었다.

고령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 가족들은 ‘연세가 칠십이

넘었다’, ‘살 만큼 살았다’, ‘제 명대로 살다간다’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고령은 자연
의 순리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 척도는 각종

계획과 처치가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가, 없는 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
주는 일로, 가족들은 고령일 경우 보다 쉽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고령이 연명치료 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의 노화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로부터 서서히 격리되어 가는 것(Elias, 1982; 최영희 등, 1992)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하 인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70%이상이

나, 60세 이상인 경우 35%로 급격히 떨어진다(통계청, 2003; 심인선, 2002).

본 연

구에서도 노인환자 모두 직업이 없어, 이는 사회적 유용성이 떨어져 노인의 연명
치료 중단이 쉽게 용인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환자의 신체손상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영향요인이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손상이란 깨끗하게 신체적 장애 없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가족

들은 말기에 환자에게 부종이 나타나고, 출혈성향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심한 악
취가 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임종증상(이은옥 등, 1994)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
끗하게 죽어가기를 원하였다(Steinhauser 등, 2000a; 2000b).

또한 가족들은 고통

경감과 신체손상에 대한 것을 들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고통과
신체손상이 환자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카렌과 낸시의 사건에서는 가족들은 ‘자비’에 대한 개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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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선행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Pence, 2000)과는 차이가 있었다.
환자를 돌보는 데 대한 부담감이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돌봄에 대한 부담감은 집이나 병원 모두에서 환자를 직접 돌
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하였다.

가족들은 좀 더 일찍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고자 하였다가도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고, 통증조절을 할 수
없어 입원치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대석, 2001; Fried 등, 1999; O'Brien
등, 1995).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오랜 투병생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등으로 가족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환자의 말기상태에

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윤영

호, 2002; 허대석, 2001; 염창환, 2001; 신기수, 1999)것을 알 수 있었다.

재가 암환

자 10명 중 4명이 죽음의 불안감이나, 육체적 고통보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어렵
다고 하였고,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진료비는 점차 증가하여 사망 전 2개월 동안
에 약 50%, 1개월 동안에 약 30%가 지출되었다.

외래진료비는 사망 전 3개월 전

까지는 증가하다가 2개월 전부터는 감소하는 반면, 입원진료비는 사망에 가까울수
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박노례 등, 1999; 신기수, 1999)).

가족의 경험에서 치료

비 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의 경우 불과 5%(Ferrand 등, 2001)로, 이는 우리나
라 만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들은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무작정 돈을 들일 수가 없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
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병실도 모자라는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자원의 활용에 대한 분배의 정의를 논하

는 것(Munson, 2001)과는 달리 가족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한 확실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되 환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간호에 대한 부담감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중단을 결
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이들

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집에서 통증조절을 할 수 있거나, 가정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이 임종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환자 간호를 위한 요양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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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은 의사가 먼저 권유하고 가족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연명치료 중단이 의사들에 의해 먼저 권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Esteban 등, 2001; 김상희, 1998; Keenan 등, 1997; Danis, 1996)).

김상희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 본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결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실제 본 연구에서도 의사가 심폐소생술시 갈비뼈가 손상되
거나, 치아가 손상되고 추가로 비용이 든다고 설명을 해서 가족이 치료중단에 동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DNR 동의서 작성은, 본 연구에서는 모두 작성한 것으

이는 김선옥(1999)의 연구에서 54.8%, 김윤숙(2003)의 연구에서

11.8% 보다 높은 것으로 보라매 사건이후 DNR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한 병원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가족이 먼저 가망 없는 퇴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역시 의사가 중단
에 대한 의중을 표시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가족이 퇴원을 요구한 경우 퇴원

심의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는데, 퇴원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가족과 의료
진의 합의 하에 퇴원을 하였고,
면서 계속 재원 하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가족이 의사를 원망하

또한 가족 간에도 연명치료 중단 결정 자체가 윤리적으

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갈등과 퇴원 시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Abbott 등(2001)의 연구에서 연명치료 중단결정 시 가족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
아 갈등이 발생하고, 의료진과 가족 간에 의사소통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가족들은 치료중단에 관해 의료진이 전반적이고 최

종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치료중단이 의사에 의해 먼저 권유되

고 가족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든 결정을 의사에게 의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국의학협회는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필요시 윤리위원
회 등을 통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

사협회는 환자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이 지침을
통보하고 병원 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대병협기조 제 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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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공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현재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

고, 윤리위원회를 거쳐 논의하는 동안 첨예한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박석건과 정유석, 1999)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윤리적 법적 기준을 잘 알
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박연옥, 고은정, 이이
형과 소의영, 2001), 필요성이 7점 척도에서 6.6점을, 퇴원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가
5.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치의 단독 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공유할 수 있어 법

적인 보호를 받을 것 까지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NR 정책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사망률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CPR 비율, 인공호흡기 부착
율은 현저히 감소했다(Davila, 1996)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팀을 운영하고 DNR 정
책을 적용하는 것이 의료진의 균형있는 결정을 기대하고, 과다한 의료비용의 지출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환자를 제외하고 의사와 가족이 결정
하였는데 선행연구(김성렬, 2001; Abbott 등, 2001; 허대석, 2001; 장상옥, 2000; 김
선옥, 1999; 손명세, 1998; 김상희, 1998; Keenan 등, 1997; Wood & Martin, 1995)
에서도 의사와 가족과 친지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역할

은 나라마다 다른데 북미의 경우 환자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치료를 선
택하고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Esteban 등, 2001; Asch,
Hansen-Flaschen & Lanken, 1995).

미국의 경우 환자의 자율적 의사존중이 매우

중요하여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일차적 의사결정을 하고 의식이 소실 된 경우
를 대비하여 미리 사전 의사결정서를 받아둔다.

그렇지 못할 경우 환자의 유언이

나 평소의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김
일훈, 2001; Pence, 2000; Abbott 등, 2001; Wilson, 1996).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치료중단이나 보류는 의학적, 윤리적인 문제로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Vincent, 1990; Sjokvist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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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시아 국가인 대만에서

는 환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자식들이 결정(Manosilapakorn, 2002)하며, 일본
(Shirahama, 1997)에서도

환자 자신의 의견보다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북미의 경우 환자의 자율성을 보다 중요시하고, 유럽의 경우 의사의 치료 의무를
보다 중요시하고, 아시아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었다.

의사-환자의 양측 관계가 아닌 환자, 가족, 의사의 삼자 관계설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진단과 연명치료 중단이 거론된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
는 일이, 투병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자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 여기고 있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는 위배된다(박연
옥, 고은정, 이이형과 소의영, 2001; Beauchamp과 Childress, 2001).

그럼에도 가

족들이 나름대로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 카렌과 낸시 사건의 판결
(Pence, 2000; Munson, 2001)에서 환자가 평소에 이야기하였다고 한 것을 바탕으
로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치료중단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환자의 평소 희

원’을 반영한 것으로 자율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
(김선옥, 1999; 김상희, 1998)에서 간호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 것과
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본인

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가족들은 간호사들의 의견을 의사결
정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것(Turner 등, 1996; Simpson, 1994)과도 많
은 차이가 있었다.

2.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중요한 것은 치료의 내용인데, 연명치료중단 결정 후에
가족들은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계속
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갈등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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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DNR을 심장마비가 올 경우 심

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는 하였으나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까지 모
든 치료를 다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치료를 서서히 줄여 가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 중단 전후의 치료내용을 보면 혈압

상승제는 부분적으로 줄였으나 호흡기 부착은 오히려 늘어났고, 수혈, 투석, 위관
영양, 주사영양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

항생제도 그대로 투여하고, 진통제, 안

정제 등은 약의 종류를 바꾸어 가며 투약하였다.

이는 의료진들이 DNR 결정 후

에 고가약이나 침습적 시술 등 비통상적 치료를 줄여나가는 제한적 치료를 하고
있고 항생제, 위관영양, 주사영양 등 통상적인 치료는 그대로 시행하고, 진통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것(김상희, 1998; Evans, 1991)과는 달랐다.
가족들은 치료중단에 대해 의료진과의 인식의 차이로 분노를 경험하면서도 치
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나 치료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Abbott 등, 2001).

연

명치료 중단 결정 시 치료의 범위, 시기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족들이
느끼는 ‘좋은 죽음(good death)’ (Steinhauser 등, 2000a)이고,

비통상적 치료의 거

부나 중단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이동익, 1999; Evans, 1991), 의료
진은 사실을 알리고 환자, 가족과의 합의 하에 치료의 범위 혹은 치료의 내용을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환자의 안위와 존엄을 지킬 수 있

는 치료 및 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간다’
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비통상적 치료를 제공하

는 연명치료에 대한 집착(유호종, 2002)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들은 혹

시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환자를 방치하지 않고 최
고의 치료를 받게 했다는 자기 위안 등으로 치료에 집착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연명 치료가 환자, 가족에 의해 요구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 진단을
내린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환자를 포기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았다고 믿
고 싶은 마음, 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 의학이 기적을 가져다 줄 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하였다(Abbott 등, 2001; Cogliano, 1999).

그러나 전

문직에 대한 신뢰의 결여, 잘못된 이론 등으로 의사의 치료거부나 중단 권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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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요구를 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고(Abbott 등, 2001; 허대석, 1999;
Cogliano, 1999), 의사의 권위에 대한 거부가 힘들어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못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의료인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이 보다 적극 권유되지 못하는 것은 법적인 뒤받
침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의료인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의학이 무한한 생명
연장에 가치를 부여하고 환자의 사망은 의학의 실패로 받아들여 끝까지 치료를
고집하기 때문이다(김영훈, 1999; Shannon & DiGiacomo, 1988).

의료인들은 질병

을 완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선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윤
영호, 2002; 엄영란, 1994), 가능한 치료는 다해보았다는 의사 자신이 납득하기까지
의 시간이 필요해서 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는 환자 자신도 죽음이 임박했
음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

자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하였다(Steinhauser 등, 2000b).

오히려 환자 자

신이 스스로 임종 준비를 하기 바라고, 환자가 아무 준비도 없이 죽어 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족들은 임종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는데, 의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평
균수명이 연장되고 병원이 늘어나면서 죽음도 의료화 되었기 때문이다(윤영호,
2002; Elias, 1982; 노유자 등, 1995).

죽음을 인정하는데 대한 혐오감이 죽어가는

사람을 고립되게 만들고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역할, 즉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죽어가는 자의 역할을 강요한다(Steinhauser 등, 2000a;
Aries, 1988).
이때 가족들은 의료진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의료진의 태도가 냉담하고, 환
자의 고통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생

명을 연장하는 기술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 죽음을 실패로 받아들여 의료진들
이 어쩔 수 없는 거부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Elias, 1982)으로 생각된다.

의료진이 DNR을 결정하고 나면, ‘일단 한걸음 뒤로

물러난다’, ‘신경이 덜 쓰인다’, ‘적극성이 떨어진다’, ‘그 방에 한 번 덜 들어간다’
(김상희, 1998)고 한 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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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교육 후 대상자들은 죽

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서문숙과 강화정, 2001; 김분한 등, 1999;
박석춘, 1991).

따라서 간호사는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를 주고 정서적 지지를 하여야 한다(한국 호스피스․완화의
료학회 편, 2003; 노유자 등, 1995).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는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모든 가족이
모인다고 하였다.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중환자실 복도에 모여 있

고, 가망 없는 퇴원을 하는 경우 가족, 친지가 집에 모여 환자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임종은 ‘끝남에 임하여 지켜보고 보살핀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종

은 하나의 사회문화적 사건으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집단성
이라는 사회적 성격과 순서와 예식을 따지는 문화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영희 등, 1990).

이렇게 임종을 위해 모인 가족들은 가족이 함께 있을 공간이

없어 복도에 앉아 있거나, 울고 싶어도 옆의 환자 때문에 마음대로 울지도 못한다
고 하였다.

또한 환자가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같이 있을 수 없음을 원망스러워

하고 있었다.
실,

대화실이

다른 환자와 분리되어 임종 환자와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족
필요하고

면회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Abbott

등,

2001;

Steinhauser 등, 2000b).
배우자의 죽음인 경우 가족들은 장례준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는 대상자들이 60세 이상으로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쇠퇴와 더불어 의존성이 증
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으로 가
족, 친지들에게 물질적 도움보다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Shirahama, 1997;
윤진, 1988)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자식의 죽음인 경우 자식의 배우자에게 의존

하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마지막 과제(윤진, 1988)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고 가족들은 초조함, 한탄, 원망, 죄책감, 회한, 회고가
나타났는데 이는 상실 반응의 하나(전미영, 2000; Word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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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ill, 1968;

Lindemann, 1944)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예고하는 것

으로 가족에게는 예측된 상실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예측된 상실반응은 감정적으
로 실제 상실과 같다(Worden, 1991; Lindemann, 1944).

상실반응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시기가 본 연구에서는 회고와 유사하긴 하나, 대상자들이 실제 상실을 경
험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 반응에서 나타나는 회복과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실제 상실에서의 회고반응은 자신의 향후 문제를 계획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Watson, 1995; Worden, 1991; Averill, 1968; Lindemann,
194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회고는 단순히 환자와 같이 지내 온 지난 생

활을 돌이켜 보는 것으로 실제 상실에서의 회고반응과는 달랐다.

오히려 임종과

정에서 배우자들은 배우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통을 함께 하고, 전문치료를 받
게 하고, 다른 사회활동을 멀리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억을 모으는 일을 한다(Duke, 1998).

예측된 상실기간을 잘 보

내면 실제 상실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므로(Evans, 1994) 간호사는 이를 위한 간
호중재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의의
간호는 인본주의와 과학이 결합한 돌봄 과학이다.

돌본다는 것은 건강을 획득

하고 유지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연구에 있어서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를 상실이 예상
되는 간호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연명치료중단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간호교육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가족의 간호중재 방안이나, 중재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고, 간호사들이 이러한 연명치료 중단 결
정을 하는 윤리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환자의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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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호 실무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가 환자나 가족이 예측되는 상
실과 고통을 겪는 때로 간호사는 환자와의 감성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덕적 반
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는 간호의 미감적 특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매일의 실무에 반영하여 간호의 인본주의적 가치체계를 개발해 나가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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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을 밝히기 위한 탐색
적 연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환자의 가족이다.

수원 소재 1개 대

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주치의가 환자의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보하고

보호자가

DNR에

동의한

후

가망

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을 준비하는 환자의 가족(주 간호제공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이었으며, 자료수집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

와 39개의 경험내용이 도출되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와 연
명치료 중단 결정 후로 범주화 되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에서는 연

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연명치료 중

단 결정 후의 경험에서는 치료의 내용, 죽음수용, 예측된 상실반응의 주제가 나타
났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은 회복 가능성,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령, 고통경감,
신체손상, 의식수준, 부담감, 주변의견,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
이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은, DNR은 의사가 먼저 권유하고 이를 가족이

수용하는 형태로 사례 모두에서 DNR 결정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가망 없는 퇴원

의 경우는 의사가 먼저 권유하기도 하고 가족이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가족이 먼
저 퇴원을 요구한 경우에도 의사가 먼저 퇴원 가능성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
에서 기인하고 있다.

가족이 퇴원을 요구한 경우 퇴원 심의팀 회의를 통하여 결

정하였는데, 퇴원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하에 퇴원을 하
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계속 재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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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결정 참여자는 가족과 친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족합의 과정에서 환자는 철저히 배제됨을 알 수 있었는데, 14 사례 중 하나의 사
례에서만 딸이 아버지에게 말기라는 진단을 얘기했을 뿐이었다.
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간호

이를 윤리의 원칙에 따라 보면, 자율성 존

중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환자가 자기의사를 표명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다,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환자의 평소의 소원에 따
라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환자에게 사

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선행이라 보고 있었고,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고통경감, 신체손상을 막기 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에 치료내용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자체에 대하여 이것
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를 갈등하고,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 갈등하였
다.

그러면서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해,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었

다.

심지어는 기본 간호도 거부하였다

게다가 회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죽음

으로 나타나고, 의사소통의 부재로 치료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해 모든 의사결정을
의료진에게 맡긴 채 의료진을 원망하고 있었다.
용의 변화는 없었다.

연명치료 중단결정 전후 치료내

통상적 치료인 항생제 사용, 위관 영양, 주사 영양, 안정제,

진통제 모두 계속 투여 되었다.

비통상적인 치료인 혈압 상승제 투여, 수혈, 호흡

기, 혈액투석도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의사

외에 다른 의료진의 참여나 환자, 가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말기 진단 후 소진되었음을 느끼면서도 할 것을 다했다는 자기위안
을 하고, 죽음을 수용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는 환자 자신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환
자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하였다.
말기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치료중단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한 상태라 죽음을 이야기 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아무 준

비도 못하고 죽어가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
하고 고통 없이 깨끗하게 존엄을 지키고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이고 환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족실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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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사용하기는 원치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족들은 의료진의 지지

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지지가 없음에 실망하였다.

환자의 죽음을 수용한 후 가

족들은 초조함, 한탄, 원망, 죄책감, 자기연민, 회한, 회고 등의 예측된 상실반응을
경험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연구를 위한 제언

(1)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가족의 경험 유형을 토대로 대상자를 환자 가족 이외에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DNR을 결정하고 가망 없는 퇴원을 앞둔 시기에 실시한 것으로
DNR 결정 전 부터 사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3)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가 예측된 상실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이해
를 통해 간호중재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볼 것을 제언한다.
(4)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의료진간의 협의체인 윤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타 의료인과 다학제 간 팀을 구성하여 DNR 규정이나 CPR 규정을 제정하고
그 효과를 측정해 볼 것을 제언한다.

2) 간호교육을 위한 제언

(1)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기가 죽음을 수용하고 예측된 상실반응이 나타나는 때
라는 이해를 통해 호스피스의 교육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2)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적 정당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윤리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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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릴 수 있는 파라다임 사례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실무를 위한 제언

(1) 간호사들은 고통완화, 고령, 신체손상을 근거로 치료중단을 조장, 방조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되, 환자가 존엄을 지키고 삶에 대한 정리를 하고
죽어갈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 치료의 범위에 대하여 잘 알고
의료팀 간에, 환자 및 가족 간에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죽음에 대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죽음이 인간존재의 유한성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간호
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생적 환경을 제공하고 환자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위엄을
갖추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임종실이나 가족실을 운영하
고, 말기환자를 위한 요양기관이나 간호사가 운영하는 간호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말기 환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치료의 범위, 치료 중단의
범위 등을 환자,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명치

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법적 보장
위에서 연명치료 중단 제도나 윤리위원회<그림 1>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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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진단

연명치료 중단 제기 : 환자, 의사, 가족

의학적 판단 재고 : 의사

환자, 가족,

불일치

의료진 협의

일치
협의내용 이행

윤리위원회

협의내용 이행

<그림 1>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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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 도구

환자이름 / ID

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일 / 면담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담인(환자와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

Ⅰ. 연명치료 중단 환자의 특성
① 성별 / 나이 : _______________
② 진 료 과 : _______________
③ 진 단 명 : _______________
④ 유병기간 : _______________
⑤ 동의서 유무 : _______________
⑥ 의식상태 : _______________
⑦ APACHE Ⅲ점수 : __________
⑧ MOF 기관수 / 점수 : ______/ ______
⑨ DNR 유지기간 : _______________

Ⅱ.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후 치료내용 변화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
혈압상승제
호흡기 부착
수혈
투석
항생제
위관영양
주사영양
안정제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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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부록 2>

APACHE Ⅲ score Check List

1. Vital signs and Laboratory Tests (measurement :
8

5

≤39

40-49

0 pulse

23 15

7

6

≤3940-59

60-69

70-79

8

7

≤5

6-11

12-13

5
7
9
13
110-11 1209
129 130-139 140-154

1
100-109

4

* 0 Mean BP

20
13
16
8
≤32.
33.5-3
33-33.4 3.9
34-34.9
9
17

50-99/min

80-99
2

† 0 PaO2

≤49

50-69

70-79

≥80mmHg

6

9

11

18

25-34

35-39

40-49

≥50

7
9
11
100249 250-349 350-499

† 0 AaDO2
<100
3
≤40.9
19

5

<1.0

1.0-2.9

15
≤399

8
7
5
400-59 600-8
900-1499
9
99

0 Hct

‡ 0 Cr S ARF

1

5

20-24.9

≥25

4

7

〈43

44-132㎛/dL

133-171

≥172

≤0.4

0.5-1.4 mg/dL

1.5-1.94

≥1.95

99

‡ 0 Cr c ARF

10

0-132 mol/dL

≥133

0-1.4mg/dL

≥1.5

U/O 0
2000-3999cc/day

1
≥4000

0 BUN
≤6.1mmol/L
≤16.9 mg/dL

11

6

≤19

20-24

≤1.9

2.0-2.4

3

2

≤119

120-134

135-154mmol/L

≤119

120-134

135-154meq/L

0 sodium

0 alb

§ 8

9
2.2-3.3

≤39

40-59

7

11

6.2-7.1

7.2-14.3

14.4-28.5 ≥28.6

12

17-19

20-39

40-79

≥80

≥155
≥155
4
≥45

2.5-4.4g/dL

≥4.5

0 Bil

2

4

25-44g/L

5

6

16

35-51

52-85

≥136

≤1.9mg/dL

2.0-2.9

3.0-4.9

≥8.0

0 glucose

3

5

11.2-19.3

≥19.4

200-349

≥350

≤34㎛/L

≤2.1

≥500

≥50

3.0-19.9

4
1500-19

14

3

41-49%
0 WBC

3

10

≥40

rate 14-24
2

≥155

4

** 0 Respiratory

5

9

17

120-129 130-139 ≥140

36-39.9℃

15

7

100-119

0 BT

35-35.9

)

3.4-11.1 mmol/dL
60-199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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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urologic Abnormalities (measurement:

)

* Eyes open spontaneously or to painful/verbal
stimulation
Inappropriate
verbal

oriented

confused

motor

converses

conversation

words and
incomprehensible

No
response

sounds
Obeys verbal
command
Localizes pain

0(Alert)

3(Confusion)

10

3

8(Drowsy)

13

3

13

24

3

13

29

15
15(Deep
Drowsy)

Flexion
withdrawal/
decorticate

24
(stupor)

rigidity
Decerebrate
rigidity/

29

no response

* Eyes do not open spontaneously or to painful/
verbal stimulation
verbal

oriented

confused

motor

converses

conversation

Inappropriate
words and
incomprehensible sounds

Obeys verbal

No
response

16

command
Localizes pain

16

Flexion
33

withdrawal/

24

decorticate

(Semi Coma)

rigidity
Decerebrate

48
29

rigidity/

(Coma)

no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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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id Base Abnormalities (measurement:
PCO2

<25

25<29

30<34

35<39

)

40<44

15<49

50<54

55<59

≥60

pH
<7.14

12

4

7.15<7.19
7.20<7.24

6

9

7.25<7.29

3

2
1

7.30<7.34

0

7.35<7.39

1

5

7.40<7.44

0

7.45<7.49

2

7.50<7.54

3
12

7.55<7.59
7.60<7.64

0

≥7.65

4. Age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measurement:
Co-morbid condition*

)

Age, yr

Points

≤44

0

AIDS

23

45-59

5

Hepatic failure

16

60-64

11

Lymphoma

13

65-69

13

Metastatic cancer

11

70-74

16

75-84

17

Immunosuppression

10

≥85

24

Cirrhosis

4

Leukemia/
multiple myeloma

* exclauded for elective surger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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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10

<부록

3>

MOF(Multiple Organ Failure)
MOF Score

Organ
System
1

Pulmonary

Cardiac

2

Mechanical ventilation with

Mechanical ventilation with

PEEP≤10 cmH2O, FiO2≤0.4

PEEP>10 cmH2O, FiO2>0.4

Hypotension>100 mmHg

Hypotension≤100 mmHg

:dopamine≤10 ㎍/kg/min

:dopamine≤10㎍/kg/min

nitroglycerin≤20 ㎍/kg/min

Renal

Hepatic

Hematologic

nitroglycerin>20 ㎍/kg/min

Serum Creatinine≥2 mg/dL
(≥176.8 ㎍ol/L)

Dialysis

6mg/dL≤Serum bilirubin≥

Serum bilirubin≥6 mg/dL

2mg/dL (≥34.2 ㎍ol/L)

(≥102.6 ㎍ol/L)

or SGOT≥25 U/L

or SGOT≥50 U/L

Platelet<50×109 cells/L and/or
9

WBCs≥30×10 cells/L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WBCs<2.5×109
cells/L or ≥60×109 cells/L
Perforated gallbladder Bleeding

Gastrointestinal

Acalculous cholecystitis

from ulcer

Stress ulcer

>2 units of blood/24hours
: necrotizing enterocolitis
: pancreatitis

Central
nervous

Diminished responsiveness

Severely disturbed responsiveness
and/or diffuse neu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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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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동의서

상기 본인은

(

)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자의 권

리를 설명하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에 필요한 본인의 경험을 연구
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나는 본 연구가 (

)에 관한 연구임을 알고 있다.

･ 나는 본 연구가 본인과 기관 또는 진료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어떠한 불이
익도 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 나는 모든 연구과정이 익명으로 처리 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나는 본인과의 면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보장받고 연구에 참여한다.
･ 나는 외부강압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 나는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 나는 면담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 나는 면담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나는 질문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연구자 이름:

직장전화번호:

2002.

).

.

.

성명 : ___________

(실명 표기를 원치 않으시면 가명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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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on deciding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ho are terminally ill

Park, Yon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regarding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hen patients are terminally
ill. The exploratory method was employed for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family members of patients, who decided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s had been admitted to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uwon and the physician had determined that further treatment was no longer
meaningfu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from

August 2002 to May 2003 and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6 themes and 39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regard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categorized in two phases. One wa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other was after treatment had been withdrawn.
2. From the experience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themes,
reason for decision, process of deci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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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erived, and after treatment was withdrawn, the themes were type of
treatment, acceptance of death and reaction to anticipated loss.
3. The main factors for making a decision to withdraw treatment were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recovery, advanced age, alleviation of pain, wasting of
the body, consciousness, burden, recommendation, past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and desire of patients.
4. The decision-making process was initially recommended by physicians
followed by agreement and acceptance of family members.
5. The

participa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found

to

be

physicians,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Patients were excluded and
nurses did not participate.
6. For treatment, themes included conflict about the withdrawal itself, conflict
between alleviation of pain and shortening of life, anger against continuous
life-sustaining treatment, anger against standard care in the hospital, being
unable to refuse continuous treatment.
7. It was found that after treatment was withdrawn, there were no changes in
treatment, no participation of other medical staff and no reflection on
opinions of family members in decisions concerning treatment.
8. In acceptance of death, the following were found: need for time to admit to
possibility of death, thinking that the patients themselves were aware of
being close to death, hoping that the patients themselves were prepared for
their rest of lives, regret for not giving the patients a chance to
prepare themselves for death, desire for patient to die with no pain, desire
for patient to die with dignity, thinking that all treatment

had been tried,

all family members being present at death, asking for better hospital
environment and visiting systems, preparing for the funeral, self-consolation
at having done the best, requirement of physicians' assistance at death.
9. In reaction to anticipated loss, the following were found: impatien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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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ed loss, grief for letting their children pass away in advance, regret
for stopping medical treatment, compassion for the patient, regret for their
position, and

looking back over their past.

In conclusion, the pattern in decision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terminally ill patients were mainly made because no possibilities of
recovery were anticipated by physicians, followed by acceptance and decision
by family members but with no participation by the patients themselves.
Before and after withdrawing treatment, there were no changes in medical
treatment

and

no

information

about

decision-making was left to physicians.

phases

of

medical

treatment.

All

The families were angry about being

unable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regarded as meaningless. Moreover
they thought even standard nursing was meaningless.
After admitting that death was a possibility, family members regretted that
they were unable to prepare for death together with patient even though they
thought the patients themselves knew death was coming soon. Nevertheless
family members hoped that the patients could prepare for death by themselves
and die with dignity.

After acceptance of the decision, family members

experienced a reaction to the anticipated loss such as impatience, sighing,
grievance, guilt, self-pity, regret, and the need for reflection. With such
sentiments, family members required support from physicians and required a
family room where family members could stay with their patients.
Therefore, nurses need to be aware of main reasons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and the scope of medical care.

process,

participants

in

They need to be central in

assuring communication among medical team, patients and family members.
Nurses need to monitor so that deciding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not be promoted or assisted only for the reasons such as allev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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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being advanced age, and wasting of the body.

And, on the other, hand

nurses need to be advocates who can help dying patients settle issues in their
lives and die with dignity.

Nurses need to monitor nursing care, understand

that a reaction to anticipated loss can show up at when the decis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is made and also enable patients and family
members to talk together about death.
Provision of a room for the family is required so that patients may face
death with dignity. Regulations for hospice care are required so money is not
used for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but in meeting the need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 scope of medical treatment to be continued or withdrawn
should be decided after discussion with family members. Social consensus o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needs to be developed, ethical guidelines
stipulated and, under the protection of law and regulations, a regulatory system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Key words: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erminally ill,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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