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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한 문장이었는데 두서 없는 생각들로 말이 길어졌습니

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시작한 논문이었습

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 속에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그래도’ 자신의 죽음

은 알아야 한다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다 타고 남은 마음 속 재들을 들여다보니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랑과 배려가 남아 있습니다.  

채 익지도 않은 생각들을 한편의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 수 교수님, 

김인숙 교수님, 김상희 교수님, 이일학 교수님, 김태우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박순영 교수님과 조명옥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연결해 주시고 회진과 외래진료를 함께 하도록 허

락해 주신 최혜진 교수님, 임상에서 함께 호스피스를 고민했던 여러 동료들에게도 지

면을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박사 동료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학문적 동료로서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바

랍니다. 사십이 넘어 시작한 공부가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해주

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결

같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로 함께 만날 수 있었던 분들, 특히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14년 1월  

서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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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현재 우리나라 생애말기 의료결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환자가 배제된 채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배경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 가족 및 의사와 

간호사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사이의 역동과 

담론을 밝혀내기 위한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y)이다.  

연구 방법은 심층 면담, 참여관찰을 사용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기술지 

방법과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사용하여 담론을 해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 년 

1 월~8 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Y 대학병원 암센터 외래진료와 병동회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환자 11 명, 가족 13 명, 의사 6 명, 간호사 7 명으로 

총 37 명이며, 연구 설명 후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은 생애말기에 대한 확인, 증상악화로 

인한 입원, 구두 사전의료지시서, 임박한 임종, 서면 사전의료지시서, 임종 등 

6 단계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 논의의 시작은 대부분 의료적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가 

주도하였다. 환자에게 예후를 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결정을 따르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설명이 구두 혹은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고 의사-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위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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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의사-간호사 사이의 상호작용은 환자의 죽음 인식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인의 예후를 아는 경우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의료적 결정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경우,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우울해 하는 경우, 환자-가족-의료진 사이에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희망적이 대화를 원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었다. 

자신의 예후를 알고도 생의 마무리를 하기 보다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 환자-가족-

의료진 모두 죽음과 관련된 대화를 기피하려는 상호 암묵적 위장 상태를 지속하는 

특징을 보였다. 

생애말기 암환자를 둘러 싼 사회 문화적 텍스트는 차이 속에 공존하기, 불확실성, 

침묵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었다. 차이 속에 공존은 환자-가족, 의료진 사이에 

병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급속 근대화 이후 동양 사상과 서양 생명윤리관의 공존, 

서양의료와 보완대체의료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과정 맥락 

속에 있는 침묵은 죽음으로 인한 불확실성 외에 문화적, 구조적, 개인적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침묵 속에는 차이와 갈등도 있었지만 죽음을 앞둔 생애말기 

암환자에 대한 배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복합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과 환자, 가족의 삶의 맥락 

속에서 고려 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성숙한 죽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치료 범위에 대한 의료진 

사이의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단어: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문화기술지, 죽음 인식 상태, 생애말기 진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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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배경 
 

간호사로 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이다. 어느 순간 병원은 생명이 태어나고 병

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생명이 떠나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서툰 장소로 다가왔다. 마음의 숙제를 풀고자 호스피스 공부를 시작하고 임

종하는 분들 곁에서 일하게 되었다.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한 생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랬다. 환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

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

는 중에도 '환자가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것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필자는 여

전히 환자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없었다. 죽음을 누구보다 많

이 보게 되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죽음 앞에서는 늘 어찌할 바 모르고 말이 

없어졌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덤덤하게 환자와 가족을 대하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원인의 중심에는 환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있었다.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얼마나 자신의 병을 알고 있는지

에 대한 물음 한번 없이 점차 악화되어갔고 막연함과 불안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

다. 혹여 환자가 충격을 받을까봐 염려되어 의사와 가족들은 가능한 생애말기와 관련

된 논의를 뒤로 미루려 하였다. 의사가 설명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는 누구를 

위한 ‘무의미’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환자 대신 삶의 마지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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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해야 하는 가족들은 낯선 경험과 두려움, 슬픔 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였다. 그 사이에서 간호사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 사실 그 곳에서는 가족들의 반

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이 옮겨온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그 곳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 임종을 준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달랐다. 최첨단의 의료 기술 속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더욱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어 했다. 대학병원의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

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

다’고 하면서도 불편해 했다. 응급상황과는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늘 존재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는 병원이

라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었다. 늘 중요한 이야기는 

복도에서 이루어지며 정작 자신의 죽음을 앞둔 환자는 그곳에 없었다.  

환자를 자신의 죽음을 둘러 싼 담론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한 가운데 있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러한 욕구는 점점 커졌다. 

답답함과 갈증은 임상에서 일하고 있던 필자를 다시 공부하도록 재촉했으며, 환자-가

족-의사-간호사를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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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필요성 
 

 불과 100여 년까지만 해도 태어나고 죽은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집

에서 가족의 죽음을 통해 임종과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핵가족

화와 근대화 이후 대부분의 죽음이 병원에 맡겨지면서 죽음은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낯선 사건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임종 장소의 변화는 죽음을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서 

인간의 생리적 과정의 마지막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 왔다(김열규, 2001). 죽음

은 인간의 삶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격리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한국교육방송공사 

& '데스' 제작팀, 2014).  

급격하게 발전해가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불과 몇 년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질병들이 치료 가능한 병으로 전환되면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생애말기 환자의 임종 전 입원률이 19.3%였으나 2010

년에는 86.6%로 급속히 늘어났다(배종면, 공주영, 이재란, 허대석, & 고윤석, 2010). 

특히 한국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경우 2009년에는 85.2%, 2012년에는 88.1%로 병

원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병원에서의 임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3).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질병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죽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Ferrell, 2006). 죽음의 질과 관련하여 병원에서의 임종기 의사결정이 점

차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임종기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사회전반에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은 사회

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대중들에게 부각되게 된다(오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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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보라매병원 사건’이 그러

하고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의 연명치료를 가족이 중단 요구하여 법적으

로 인정 받은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 그 예라 하겠다. 임종기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12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

문’ 발표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 문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공청회와 준비모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이

슈화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생애말기 의료결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환자가 배제된 채 의사결

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생애말기 암환자의 42%가 자신의 병세를 정

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의료진과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Kim do et al., 2007; Kim, Hong, Eun, & Koh, 2012; Yun et al., 

2010). 생애말기 암환자의 가족 역시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김명희, 강은희, & 김미영, 2012; 윤영호, 2014). 결국 환자는 자신

의 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지 못

한 채 임종을 맞게 된다(Ahn et al., 2013; 심재억, 2013).  

외국에서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포함한 공유적 의사결정과정(shared decision making)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Charles, Gafni, & Whelan, 1997; Legare et al., 2012).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적 전통에 의한 가족 중심의 문화를 고려하여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함께 공유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김진경, 

2008; 이상목, 2007; 이상목 & 김상연, 2012; 조계화, 김연자, & 손기철, 2012; 

조계화, 안경주, & 김균무, 2011).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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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포함된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외국에서 나온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 의료진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 의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보고 생애말기를 둘러싼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논하기 위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10 대 사망 원인 중 자살, 사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암으로 인한 사망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을 더한 것보다 크다(통계청, 2013). 국내외 연구 공통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는 암으로 인한 사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사망 요인 중 

암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크고 대표성을 띄기 때문이다(윤영호, 2014).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사망원인 1 위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주요 축이 되는 환자-가족-의사-간호사의 상호작용과 맥락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생애말기 환자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Schaffer, 2009). 환자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 의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보고 생애말기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고민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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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이끄는 질문은 ‘우리나라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보이는 언어, 행동, 신념의 텍스트는 어떠한가?'이며 문헌고찰과 연구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통하여 참여

자의 시각과 연구자의 시각을 통합하여 탐색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죽음을 인식하는 상태(awareness of dying context)에 따른 환자, 가족, 의료진의 

역동과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텍스트(text)를 확인하고 해석한다. 

② 환자-가족-의사-간호사 사이의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역동을 

중층분석(thick description) 한다. 

③ 생애말기 암환자와 관련된 의료적 의사소통에 내면화된 사회문화적 텍스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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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적 연구를 위해 죽음에 대한 

이론과 우리나라에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서양의료와 함

께 들어온 서구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만든 자취들에 대하여 급속 

근대화, 가족의 변화, 죽음 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생애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종류와 내용과 우리나라의 생애말기 의사결정 문화에 대하

여 죽음에 대한 인식과 진실고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문화를 중심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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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죽음에 대한 이론과 한국에서의 죽음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종교, 철학, 삶의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김미혜, 권금주, & 임연옥, 2004). 죽

음을 바라보는 자세는 우주나 생명 천제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이 어떤 위

치에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다(김명숙, 2010; 오진탁, 2011; 이상목, 2004).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Schaffer, 2009). 죽음에 대한 이론 속에는 한국인의 죽음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 이론을 통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생애말기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상태를 통

해 가족 및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문화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죽음에 대한 관념 또한 개인적 ∙역사적으로 지속하여 

변화하게 된다(김열규, 2001). 우리나라의 죽음에 대한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1.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단계 
 

생애말기 암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의

사에 설명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환자의 이러한 반응은 나이, 학력과 관계 없었다. 생애말기 환자의 25%

가량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죽음을 앞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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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내면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는 공통적인 심리 상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

문이다(Kastenbaum, 2000).  

정신과 의사인 Kübler-Ross(Elisabeth Kübler-Ross)는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수

용 단계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설명하고 있으며(Kübler-Ross, 

1969), 이 5단계에 ‘희망’을 추가하여 6단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비록 생애말기 환자일

지라도 삶에 대한 지속적인 희망을 갖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지속하게 하

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Deeken, 2009).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

은 Kübler-Ross의 다섯 단계가 임종환자 연구에 근간을 만들어주기는 하였으나, 임종

환자에게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들을 찾지 못한다고 보기도 한다(장연

집, 2005).  

생애말기 환자들은 그들이 과거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종

에 대처한다(Kastenbaum, 2000). 만일 환자가 위기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면 죽음을 알려줄 경우 그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은 생애말기 환자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나이, 과거 기억, 

성격, 삶의 스타일, 질병의 특성, 남은 기간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고 삶과 죽음

에 대한 환자 자신의 실존적인 의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죽

음을 앞둔 환자가 분노나 우울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시기에 사

랑하는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생을 정리

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후회가 될 수 있다(장연집, 2005).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정하고 지속적으

로 희망을 갖기 원한다.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환자의 삶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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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죽음 인식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 
 

생애말기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의료진과의 대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죽음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Glaser & Strauss(Barney G. Glaser & Anselm L. Strauss)가 생애말기 

환자의 죽음 인식 상태(awareness of dying contexts)를 크게 4 가지로 나뉘어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Glaser & Strauss, 1965).  

첫 번째는 제한적 인식상태(closed awareness)로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담당 의료진과 가족, 친지들은 알고 있으나, 오직 환자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는 

단계이다. 주변 사람들은 환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의사소통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인식(suspected awareness) 상태이다. 

환자가 자신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확실히 모르는 

단계로 의료진과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상호 암묵적 위장 상태(mutual pretense)로 의료진과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도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관련된 

대화를 기피하려는 상태이다. 환자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환자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환자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서로 알면서 모르는 체 행동하는 것 조차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적 

인식상태(open awareness)는 의료진이나 가족, 환자 자신이 공개적으로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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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단계이다. 필요할 경우 편안하게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장감과 갈등이 가장 없는 단계이다.  

추후 연구에 의해 개방적 인식 단계는 다시 3 가지로 세분화 된다(Searight & 

Gafford, 2005; Timmermans, 1994). 첫 번째 유예된 개방적 인식 상태(suspended 

open awareness)는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과의 대화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이며, 두 번째 불확실한 개방적 인식(uncertain open awareness)는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들이 알게 된 부정적인 메시지 부분을 무시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희망을 가지려는 단계이다. 세 번째로 능동적인 개방적 인식(active open 

awareness)은 환자와 가족들이 죽음이 다가 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준비하는 단계이다. 

생애말기 환자가 죽음을 직시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Mamo, 1999). 환자 내면에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지적 노력과 더불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다. 그것들은 개인의 삶이 서로 뒤얽혀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환자들에게 예후를 고지하여도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감정적 

반응이 인지 기능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의사의 설명을 믿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기도 한다(Hagerty et al., 

2005). 

한편 한국에서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42%가 자신의 병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인식상태나 상호 암묵적 위장 상태로 임종을 맞고 있다(Yun et al., 

2010).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진단명을 알고 대처하는 ‘대면하기’, 가족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에게 병명을 숨기는 ‘알아가기’, 자신의 질병을 인지할 수 있으리라 



 

12 

생각되어지나 이를 알지 못하는 듯 행동하는 ‘외면하기’ 등의 3 단계로 나누어 질병에 

대한 인지상태를 명명한 연구도 있었다(김학선, 2009).  

문헌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생애말기를 맞는 환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환자의 예후 인지 

정도는 가족, 의료진들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 한국인의 생사관(生死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과 연결되면서 전반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부터 전례 된 유교관은 삶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

으며 한국 사상계에 실질적인 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교는 죽음을 부정했다

기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험세계에 중심을 둔 문화를 이끌어 나갔으며(오지

섭, 2008), 삶과 죽음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人命在天〕 보았다

(윤승용, 2010). 논어에 보면 공자는 제자 계로(季路)가 귀신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

해서 묻자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도 모르

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며 현실세계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

다. 유교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사람은 모두 죽는 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

리였으며 죽음 그 자체가 무엇이며 또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합리적 사

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렇듯 유교의 관심사는 “죽음은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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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것인가?”가

라 하겠다(권복규, 2013). 유교에서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영혼의 존재 여부에 

관한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의미론적 삶에 대한 죽음 철학을 가지고 있다(류인희, 

2002). 비록 죽었을 지라도 가족들을 비롯한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을 

더욱 강조하였다.  

옛 선조들은 삶의 형식 면에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통 샤머니즘과 결합한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불교에서 죽음은 육신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불교의 경우 삶과 죽음을 사유(四有- 中有, 生有, 

本有, 死有)로 설명하며 전생과 이생, 내생으로 연결되는 윤회(輪廻)를 깨달아야 해탈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화와 함께 220여 년 전 한국에 들어오게 된 기독교는 19세기 말 근대화의 

영향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력을 주었다(범희숭, 

김양현, & 박구용, 201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이요 영생의 소망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 되며, 삶을 더욱 긍정적

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류혜옥 & 정진희, 2004).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생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어서 모두 천국에

서 만날 것을 전제로 한다(윤승용, 2010). 기독교의 사생관은 장례 예식과 제사 의식

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김경재, 2004). 또한 18세

기 중반 기독교에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명

시한 유언장의 작성이 일반화 되었는데(Ariès & 이종민, 1998), 이러한 유언장은 고

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형태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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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어 한국 전통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독자적인 정신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삶에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죽음 수용에 관한 조사한 연구에서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

교가 없는 사람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개신교가 불교보다 죽음에 대하여 수용적이었다(이기홍, 2009).  

어떤 죽음이 복(福)이 있는 죽음인지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앞서 죽은 자녀가 없

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을 다하고 죽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을 원하고 있다

(김미혜 et al., 2004). 특히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부

모 노릇을 다하고 죽는 것 등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같은 유교권 국가인 일본

(Hattori & Ishida, 2012; Long, 2001)과 대만(Haishan, Hongjuan, Tieying, & 

Xuemei, 2014)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우리사회에는 죽음 판정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이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오진탁, 2011). 이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삶을 기준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유교적 영향으로 죽음

에 대한 터부와 거부감과 연관되어 있다(이성택 & 손현성, 2014). 또한 죽음을 회피

하는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자성을 하기 보다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이나 의학적

인 논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만 있다는 비판 역시 있다(박애란, 

소향숙, & 채명정, 2014; 오진탁, 2011).  

죽음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의료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필요하다. 환자 개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죽음을 둘러싼 소통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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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천선영, 2003). 그러나 인간의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죽음관련 

교육이 부족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할지에 실제적인 교

육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조계화 & 김균무, 2013; 조명옥, 2010; 천선영, 2003).  

위의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 우리나라의 생사관에 영향을 준 사상을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사후세계관과 영혼관을, 유교에서는 장례와 제례 방식을, 도교에서는 삶의 

태도와 신체관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기본으로 진

리에 도달하여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이 모두 허망하다는 사상을 받아들

였으며, 유교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현실의 삶에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도교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니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수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김열규, 2001). 우리나라는 이질적인 3개의 사상을 수용하여 어느 하나에 속하

지 않고 우리 민족 고유의 민간신앙이 함께 녹아져 독자적인 정신 세계를 만들어 내

었다(이을상, 2006).  

우리나라의 옛 선조들은 죽음 이후에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영

향을 주고 받는다고 믿었다.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가족과 사회의 조화가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기 원하였기 때문이다(윤승용, 2010).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죽음은 개인

적 차원이 아닌 가족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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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대화 과정이 한국 죽음 문화에 미친 영향 
 

근대화(modernization)라 함은 ‘발전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함축적인 

용어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대환, 1998).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

를 비롯한 저개발국가의 정책목표 중 중요한 부분으로 근대화가 채택되었다(노진철, 

2004). 근대화는 경제적인 지속적 성장과 산업화, 정치적 참여의 확대와 민주화, 사회

적 수준의 합리적인 가치체계 도입 및 확산이라는 점으로 핵심적인 기본 조건들이 정

리될 수 있다(김대환, 1998).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하여 짧은 기간 동안 근대화 과정을 이루었으며 서구의 사상

과 문화를 흡수하면서 전통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의 급속 근대

화가 의료와 가족에 끼친 영향과 이를 통해 죽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

는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급속 근대화와 의료 근대화 
 

압축 근대화 혹은 급속 근대화란 서구에서 2~3세기 동안에 나타난 근대화 과정을 

한국은 불과 40~50년 만에 이루어 낸 것에서 생긴 개념이다(장경섭, 2001). 한국을 

특징짓는 ‘급속’ 또는 ‘압축’이라는 단어는 근대화가 도입된 서양의 산업화의 시장 기

제를 따르지 않고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건너 뛰거나 단축된 시간을 의미한다(노진

철, 2004). 돌진적이고 급속한 산업화는 산업과 경제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가지고 왔

지만,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인 합리적 가치체계 도입은 

함께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를 다소 파행적인 근대화로 보

며 전통사회와 근대화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사회로 규정하기도 한다(김대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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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서양의학도 함께 유입되었다. 서양의학은 17세기 중

국 의서를 통해 서양 의학 지식이 전례 되었으며, 그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 약품과 치료법이 도입되었다. 그 후 19세기 초 종두법에 의해 실질적인 실효

성이 입증되었다(권복규, 2004).  

한국의 의료 근대화는 크게 3가지의 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세기 여러 외세들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위해 서양근대 의

학이 필요했다. 둘째, 개신교의 조선 선교 정책과 그와 연계된 선교사들에 의한 노력

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일본의 제국의료의 힘이다. 이 3가지

의 힘은 일본의 식민지화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 의료와 국가 의료가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선교의료는 나름의 독자적인 세력을 펼치며 성장해 나아

갔다. 이렇게 유입된 서양의학은 교육제도와 면허제도를 통해 근대사회에서 지위와 

특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범희숭 et al., 2011).  

근대화기 이루어지면서 한의학은 거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

고 서양의학이 곧 근대의학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박윤재, 2011).  

 

2. 급속 근대화 과정이 가족에 미친 영향-의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문화의 특징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치와 규범을 가

지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가족의 핵심 축으로 한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정서

린 & 이연숙, 2000).  

한국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화 사회로, 그리고 다시 

탈근대적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맞았다(박부진, 2001).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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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가족문화구조도 정보사회의 핵심적 가치인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 등을 강조

하기 시작하였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근대화 이후 유교적, 농경사회의 도구적, 급속 

근대화에 따른 개인주의적 이념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정의되고 있다(Loustaunau, 

Sobo, & 김정선, 2002).  

근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가치관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노령화가 가속화되

면서 유교적 가족이념을 지닌 노인 세대와 개인주의적 가족 이념을 지닌 청장년층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김은실, 2012; 장경섭, 2001). 전통적으로 유교를 중시한 국가

에서는 가족을 중심(family autonomy/ family-determination)으로 한 문화가 뿌리 깊

게 자리 잡고 있으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서양의 생명윤리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서 개인의 자율권과 자기 결정권(individual autonomy/self-determination)에 대하여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두 사상이 공존하게 되었다(Chen, Tsai, Yang, Ni, & Chang, 

2013; Chuen, 2007; Park & Chesla, 2007).  

한편 근대화 이후 가족 변화의 영향을 준 3가지 요인을 보면 서비스 산업과 정

보화 그리고 여성 취업의 증대가 그 한 축이고, 의학의 발달로 인한 출산율의 증가

와 평균 수명의 증가, 교육 수준의 확대와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혜경, 2012). 급속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취업이 늘어났으며 여성들

은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바쁜 위치에 놓였다(조주은, 2008). 근대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병원에서의 임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도 하다. 병원에서 임종을 할 경우 질병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함

께 지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주 & 허정식, 2013; 한국가족

문화원, 2009).  

근대화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질병초기부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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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개입이 자연스럽고 깊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상목, 2009). 암환자의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개입이 당연시 되고 있으

며, 자신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결정하기를 원하였다(김학

선, 2009). 가족이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우리나라 의료 구조 역시 가족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생애말기 환자의 경우 32.7%의 가족이 하루 21시간 이상 환자

를 돌보고 있었다(우선경,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은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

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보고되고 있다(최은숙 & 김금순, 

20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속 근대화 과정 속에서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가족주

의 사회 모습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한국사회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사회라고 

규정되기로도 한다(김혜경, 2012). 유교가 근간이 되는 가족 중심 문화와 서양 윤리 

교육으로 중시된 자기 결정권 사상이 공존하고 있는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

적 가족주의 규범의 존속은 급속 근대화를 통한 사회적 해체 속에서 일상 생활의 도

덕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장경섭, 2001). 핵가족화 속에서도 

가족의 역할은 환자의 보호자, 의사결정권자 역할로 확대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3. 급속 근대화 과정이 죽음 문화에 미친 영향 
 

근대화 과정에 의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4대 의례

(儀禮)가 크게 변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독교의 전래 이후 장례 예식과 제사 의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사에 있어서 효(孝)의 표현으로서의 문제와 사자(死者)



 

20 

에 대한 우상숭배의 문제로 인해 유교 전통과 갈등은 겪은 고찰(이정순, 2012)외에도 

상제와 제례에 있어서 의례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었다(김열규, 2001). 오랜 시간을 거

쳐 형성된 상장례(喪葬禮)의 고유한 전통, 죽은 사람을 떠나 보내고 그들을 그리워하

며 기리는 제도 자체의 변화가 온 것이다.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과 단절되고 외형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하

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죽음을 터부시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 오

진탁은 ‘유교와 불교에도 나름의 죽음 문화가 있지만 근대 이후 급격한 서구 문물 유

입으로 단절되었으며, 새로 들어온 기독교 등은 아직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해줄 

정도로 오래되지’ 않다고 보았다(오진탁, 2011). 생사관은 그 사회의 휴머니즘적 성숙

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주로 과학 경제 민주주주의 

같은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다(이성택 & 손

현성, 2014). 

한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과정이 의학에 맡겨지게 되었다는 것이 역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에서는 가족 내에서 조부모나 친족들의 죽음을 자연스럽

게 접하면서 죽음을 삶 속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으나 핵가족제도와 병원

에서의 임종이 늘어나면서 친족의 죽음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장

연집, 2005). 발전된 의학기술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지연시키게 

된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김열규, 2001; 이상원, 

20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사회는 근대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서구의 교육과 핵가족

화 속에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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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면서도 개인이 자율권을 점차 중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함께 고려한 생애말기 의사결정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김명희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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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생애말기(end-of- life, terminal period)는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치

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며, 환자의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시점부터 임종에 

이르는 사이 기간을 이른다(윤영호, 2014).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은 더 이상 의료적

인 회복이 불가능한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료적 처치를 거부하는 등에 대한 결정이다(이동익, 2008). 생애말

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텍스트를 살펴보기에 앞서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종류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주된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형식과 내용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을 형식적인 면에서 분류했을 때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결정서라고도 하며 이 논문에서는 사

전의료지시서로 통일하였다)의 형태로 분류되며, 개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

신이 원하는 의학적 치료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형식화 되어 있다. 사전지시서의 유

형을 보면 크게 특정 조치 요청서(instructional directives)와 개인이 무력해지거나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 자신의 의료적 결정을 위해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인 대리인 

지명에 의한 의사결정(surrogate decision making)으로 나눌 수 있다(Perrin, 2001). 

특정 조치 요청서는 다시 사망 시 유언장(living will)과 의료지시서(medical 

directives)로 나눌 수 있다(고봉진, 2013; 박동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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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지시서의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유언장의 경우 생애말기 환자가 특

정한 치료를 원하거나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나 사망 진행 시기가 명확

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지시서(medical directives)는 치료에 대한 거부와 요

청이 동시에 가능하며, 적용 상황이 생애말기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후 적절한 의료적 처치의 범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환자의 욕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개별적인 지시서를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리인 지명에 의한 의사결

정의 경우 대리인이 환자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최우선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하기 보다 대리인 자신의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Perrin, 2001).  

사전의료지시서는 실질적인 의학적 상황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므로 의사의 서명

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서류이다. 최근 빈번하게 거

론되고 있는 의료지시서의 한 형태인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는 의사가 누구와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했는지 기록하

게 되어있으며 2013년 현재 미국의 16개 주에서 법제화되어 사용되고 있다(Bomba, 

Kemp, & Black, 2012; Sabatino, 2010).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용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의학적으로 회생가

능성이 없는 경우에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심폐소생술 거부

(Do-not-resuscitate: DNR), 신장기능 저하 시 시행하는 투석 혹은 심폐기능 저하 

시 사용되는 강심제∙승압제 등의 사용에 관련된 생명유지를 위한 조치들(Life 

sustaining treatments),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 받아야 할 수액공급 및 필요한 검사

시행 등 의학적 조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양식과 내용은 나라와 기관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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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Nishimura et al., 2007; 이동익, 2008).  

암환자와 가족, 종양내과 전문의, 일반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생애말

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내용과 중요도에 대해서 그룹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

며(Keam et al., 2013), 생애말기 시기에 대한 합의 역시 없는 상태이다(Yun, 2011). 

문헌을 통해 환자, 가족, 의료진이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차이에 대하여 알고 그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의 가족 중심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의료적 의사결정은 환자에게 최선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제공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박애란 et al., 2014). 이러한 과정은 환자 개개인의 다차원적인 욕

구충족과 더불어 가족과 사회규범에도 일치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Suh & Lee, 2010).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북미 국가에

서는 자율성 존중에 중심을 두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진실을 알려주는 경우(Bruera, 

Neumann, Mazzocato, Stiefel, & Sala, 2000; Loggers et al., 2013)가 많다. 반면 한

국, 중국, 대만, 일본을 비롯한 유교권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기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한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Akabayashi, 

Slingsby, & Kai, 2003; Huang et al., 2012; Surbone, 2006; 허대석, 2014).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일본 등 유교권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효행과 부모의 책임,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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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을 중시하면서 가족 공통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Kwak & Salmon, 2007; 

Park & Chesla, 2007; Searight & Gafford, 2005) 가족의 죽음을 공동체 내에서 해결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Park, 2012).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진과 가족들이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온정적 간섭

주의(paternalism)에 의한 것으로 환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의료인이나 가족들에 의해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Mo et al., 2012; Perrin, 2001; Singer et al., 2006).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서구 

문화에서도 가족은 환자의 ‘보호자(protector)’로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Hagerty et al., 2005) 특히 독립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과 청소년, 

노인들(Burkle, Mueller, Swetz, Hook, & Keegan, 2012)의 경우, 위중한 상태에 있는 

중환자, 갑작스럽게 생애말기 상황이 된 경우(Rodriguez-Osorio & Dominguez-

Cherit, 2008)는 의료진-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주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 중심의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자 본인의 의견이 얼마 반영되었는가’ 하는 의사 추정의 문제와 대리인 자신의 이

익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다(이상목, 2007; 이상목, 김성연, & 이형

식, 2009). 의사-가족에 의한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가족들과 상의가 아닌 

의사의 설명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Mo et al., 2012; 김상희 & 이원희, 2011).  

의사와 가족간의 입장의 차이에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의

료진 입장에서는 생애말기의 삶의 질보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무론적 입장이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게 하고 싶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작용하였다(조계화, 2010). 반면 가족들 중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종을 앞둔 생애말기 암환자에게도 적극적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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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지속하기 원하기도 하였다. 암 사망자 20명 중 1명이 마지막 한달 사이에 심폐

소생술을 받고 있으며, 사망 한달 전까지 30.5%의 생애말기 암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김수혜, 2014). 이러한 의료적 처치가 의미가 없음을 의사도 잘 알고 있지

만 방어 차원에서 가족의 결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리인에 의해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반

을 둔 모델에 비해 윤리적∙정서적으로 복잡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며

(Singer et al., 2006)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Torke et al., 2011). 또한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의료진과 상의하였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얼마나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김명희 et al., 

2012). 대리 결정의 오용문제, 가족이 대신 결정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후회 혹은 가

책을 느끼는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상원, 2012). 생애말기환

자 296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한 건도 없

었으며,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은 평균 임종 7일 이루어졌다(Kim do et al., 2007). 이러

한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은 성인의 경우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의 기간이 짧을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3).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 생애말기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환자 개개인의 다차원

적인 욕구충족과 더불어 가족과 사회규범에도 일치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족은 대리결정에 대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가

족에 의한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의 주도권은 의사가 가지는 경우가 대

부분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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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시점 
 

환자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가족

에 의한 대리 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원인 중에는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늦은 논의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한 대학병원에서 생애말기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43명 중 한 명만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생애말기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가족들과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었다(Heo, 2013). 이 

연구에 의하면 사전의료지시서는 평균 임종 8일 전, 약 10% 가량은 임종 당일 날 이

루어지고 있었다.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시점에 있어서도 환자-가족-의료진 간에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회복불능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사

의 경우 생애말기에 임박하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더 일찍 

받기를 원하였다(Keam et al., 2013; 권복규 et al., 2010).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를 포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생애말기 의사결

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Keam et 

al., 2013; 보건복지부, 2005; 오진탁, 2011).  

의사들 사이에 생애말기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구에 따르

면 의사에 따라 ‘말기’를 정하는 기준이 달랐으며 암전문의 사이에서도 임종기에 가까

운 경우에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13%)도 있었다(Yun et 

al., 2011). 

환자 본인에 의한 의료적 의사결정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것은 생애말기 의사결

정이 본인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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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다(오진탁, 2011).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보면, 교육 전에는 생애말기 연명치료에 사전의료결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나 구체적인 정보 제공 후에는 80% 이상이 사전의료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애란 et al., 2014).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 또한 증진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대부분 임종에 임박하여 이루어지

고 있었으며, 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가족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사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어 더욱 혼

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4. 생애말기에 대한 진실 고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

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알기 원하며 누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Back & Huak, 2005; Foo, Zheng, 

Kwee, Yang, & Krishna, 2013; Surbone, 2006; Yun et al., 2010).  

유교권 국가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진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

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Akabayashi et al., 2003; Surbone, 2006; 허

대석, 2014). 가족 역시 환자에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환자

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주며,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쁜 소식을 듣게 함으로써 환자가 삶을 포기하고 우울하게 되어 

심지어는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Davis & Konish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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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연구 중, 환자에게 진실을 고지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는 입장(Ahn et al., 2013)과 환자에 따라서 진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Kim et al., 2013)는 상반되는 결과가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갖은 환자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이 자신의 상태

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낮으며(Mo et al., 2012), 오히려 자신의 예후를 모르

는 사람의 삶의 질과 생존일수가 예후를 아는 사람에 비해 높았다(Kim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문화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한 맥락을 고려한 진실고지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누가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역시 환자, 가족, 의사 마다 다

르다. 환자는 자신의 예후를 의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였으나(권복규 et al., 2010) 실

제로 사전의료지시서를 비롯한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의사-가족에 의해서 진

행되고 있었다(윤영호, 2014).  

생애말기 환자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 복

잡하고 불명확한 의사소통 구조를 갖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96.1%의 환자가 자

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으나 가족들은 78%만이 환자에게 진실을 전해

기 원하고, 실제 임종이 임박한 경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환자는 26%에 불

과하였다(허대석, 2009).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의 경우 의료진이 생각하기에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44%(21/139명)에 불

과하였다(권복규 et al., 2010).  

우리나라 암환자와 그 가족, 종양내과 의사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

하면 대부분(87~94%)의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고 있다(Yun et al., 

2011; 박애란 et al., 2014). 하지만 환자에게 죽음을 준비라는 설명을 하는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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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김명희 et al., 2012)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았다.  

환자에게 예후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이유에는 가족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

와 의사소통 방법을 모르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가족은 의료진의 설명을 통해 어

쩔 수 없는 환자의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죽음을 수용하지 못

하였다. 마지막에 환자의 삶을 잘 마무리해주고 싶은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면

서, 그러면서도 환자 스스로 깨달아 죽음을 준비하기를 바라며 환자에게 직접적인 언

급을 회피하고 싶어 하였다(박연옥, 2008).  

유교문화권에 있는 동양 국가(중국, 한국, 일본, 몽고)을 대상으로 한 연구

(Schaffer, 2009)에 의하면 가족들은 생애말기에 이른 환자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

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로운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생애말기 환자에게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가능한의 모

든 의료적인 처치(aggressive measurement)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

해서는 환자가 치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Searight & Gafford, 2005).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환

자의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환자에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주며,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을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려주는 주체는 의사, 환자, 가족에 입장에 따라 달라지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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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애말기에 놓인 암환자가 경험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사이의 역동과 담론을 밝혀내기 위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이다. 

 

1. 문화기술지 
 

1) 방법론 

 

연구자는 문화 현상에 대한 관찰과 해석,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양적 

방법이 아닌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기반성,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나 사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현상에 대한 우연성을 통한 ‘작은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국지적, 맥락적 지식의 탐색과 현장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영천 & 주재홍, 2012).  

질적 연구 방법 중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한 사회에서 실재로 행동하고 

믿고, 공유하는 것들을 기술하고 그들의 지식, 이해, 신념체계, 관념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방법론으로 적합하다(김영천, 1997). 문화기술지는 

민속지, 에스노그래피라고도 불리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로 통일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결정 과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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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의료와 윤리를 적용한 것들이 우리에게 맞는 옷인지에 대하여 반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서 연구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을 

가진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기술지는 그룹원 각자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자적 

관점(emic view)과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해 외부자적 관점(etic 

view)를 동시 갖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역동 파악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과 그룹 전체적인 

시각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화적 신념과 행위들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점화된 

문화기술지(focused ethnography)를 사용하였다(Morse, 1991). 이것은 mini 

ethnography(Leininger, 1985) 혹은 micro ethnography(Werner, 1987)라고도 

불리며 작은 그룹 사이의 특수한 맥락적 상황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며 건강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Roper & Shapira, 1999). 

특수한 부분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기술지 방법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2)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필요성 

 

죽음을 접근하는 방식은 그 문화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한국교육방송공사 & '데스' 제작팀, 2014).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Searight & Gafford, 2005). 문화는 말로 표현되거나 혹은 말로 표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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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모든 의사소통 속에 존재하며, 지식∙ 가치∙신념∙사회의 습관들이 한 사회 그룹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시켜주기 때문이다(Schaffer, 2009). 하나의 문화 그룹은 같은 

생각과 가치, 생활 패턴을 공유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Leininger, 2002). 환자들의 요구를 보는 방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지역적인 특성(emic/local)과 과학적인 특성(etic/science)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 

접근을 할 수 있다(Loustaunau et al., 2002). 

지금까지 문헌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내용과 방법 보다는 형식 위주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S. M. Kim et al., 

2012; 김현주 & 허정식, 2013; 박동섭, 2013).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현실 파악은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를 그룹 별로 따로 

연구(문정란, 2013; 박연옥, 2008; 오순옥, 2010; 조계화 et al., 2012; 조계화 & 

한희자, 2001; 최은숙 & 김금순, 2012; 하명옥, 2010)하거나 후향적 연구(Kim do et 

al., 2007; Lee et al., 2013)가 대부분이다. 몇몇 그룹을 묶어서 한 연구의 경우, 

1~3 그룹에 대한 포커스 그룹이나 현상학 연구들이었으며(곽수영 & 이병숙, 2013; 

김혜정, 2012; 김화순, 2009; 이지애, 2009), 2~4 그룹에 대한 양적 연구들(Heo, 

2013; Keam et al., 2013; Kim do et al., 2007; Lee et al., 2013; 권복규 et al., 

2010)이 대부분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소통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네 그룹을 모두 묶어서 그 역동을 임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인류학적 눈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 사항을 

지켜보는 것은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행동, 상호작용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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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구체적 상징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분석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연구에 대한 해석 
 

1) 포스트모던 문화기술지(postmodern ethnography)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의 의미와 행위의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문화적 해석을 위해서는 의미의 틀, 혹은 

짜임새를 두텁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이 

필요하다(Geertz & 문옥표, 2009).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얻어낸 

자료들의 패턴을 읽어내고 분석하여 사회 구조적인 과정이나 심리적인 과정과 연결 

혹은 비판하는 과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문화 속에 나타나는 상징이란 어떤 물체, 행위, 사건, 질, 또는 관계 등으로 

무엇인가 실어 나르는(vehicle) 것이다(쓰네오 & 유명기, 2009). 서술의 시대에서 

해석의 시대로 인류학적 전환을 강조한 Geertz(Clifford Geertz)에 의하면 상징과 

의미는 보편적 원리나 숨겨진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공론화된 

사회행동과 상호행위의 장(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Geertz & 문옥표, 2009). 

Geertz 의 해석 인류학은 문화인류학적 글쓰기 방법의 표현과 사실의 해석을 통해 

인류학 내에서 상징을 읽어냈으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Marcus, Fischer, & 유철인, 2005; 이정덕, 1993).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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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목소리를 새롭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동안 주도권을 장악한 문화에 

대한 성찰을 기회 역시 갖게 되었다(이정덕, 1993).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19 세기 말 과학, 문학, 예술 등에서 일어나는 근대 

사회화와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적 계몽주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학문의 흐름으로 현대사회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영천 & 주재홍, 2012; 이진우, 1993). 이는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이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판, 해체하는 탈형이상학적 과정을 포함한다(신승환, 2003; 쓰네오 & 유명기, 

2009). 가변성, 복합성의 추구, 동일성과 일원성의 해체와 재구성 작업을 통해는 

새로운 합리성을 찾는 과정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근간이 되고 

있다(신승환, 2003).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적인 가치평가와 회의주의, 비판적 해체주의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김욱동, 2008).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현대 서구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특정 지식의 우월성보다는 상대주의를 고려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주도권을 잡으며 당연시 

되었던 문화나 사조에 대한 반성을 가능하게 되었다(이정덕, 1993).  

포스트모던 문화기술지가 기존의 문화기술지와 다른 점은 기존의 인류학적 

훈련을 받는 연구자가 현지조사에서 관찰하고 자신의 개념을 사용한 결론들이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권위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결론으로 본다는 

점이다(Clifford, Marcus, & 이기우, 2000). 포스트모던 문화기술지는 기존 방식의 

문화기술지가 근대사회와 과학적 지식의 메타내러티브를 통해 사회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이정덕, 199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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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실재에 대한 해석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의미가 중심을 갖거나 고정되지 

않으므로 재현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담론들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 

아래 역사적 맥락의 담론으로 진리는 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김영천 & 주재홍, 2012).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인 후 문화기술지는 글을 읽는 사람이 글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읽는 이의 느낌을 자극하게 된다. 연구방법과 과정, 

자료의 수집과 표현에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반성적 글쓰기, 서론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또는 

연구결과를 다양한 문학적 표현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김영천 & 주재홍, 2012).  

본 연구는 인류학적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담론을 분석을 하였으며, 이는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논의 되고 있는 것들과 배제되는 것, 터부시 

되거나 제한되게 접근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풀어나가고 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내용 보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결정 과정의 담론에 

대하여 서양의 의료와 서양의 윤리를 적용한 것들이 우리에게 맞는 옷인지에 대하여 

반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애말기 의사결정 안에서 맥락적 상징과 의미의 분석을 통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타자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을 가지고 현재 의료시설 중 최상위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의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보는 

작업을 하였다. 한국에서의 급속근대화를 통한 서양의료의 적용 과정에서 서구와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 근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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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서구 의료의 방법과 윤리는 지금 의료에서는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양사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 의료 사회의 현장을 잘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과 문화기술지 

 

생애말기 의료 상황에서 환자, 가족, 의료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상징과 

몸짓에 의한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

다(Ritzer & 김왕배, 2006).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Mead(George Herbert Mead)에 의해 

체계화된 사회심리학 이론으로 그의 학풍을 이어받은 Blumer(Herbert Blumer)에 의

해 용어화 되었다(Turner et al., 2001). 이 이론은 개인의 본질과 상호작용의 본질, 

사회조직의 본질,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미시적 초점뿐

만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현상을 포함하는 이론으로 확대 정착되어 나아갔으며(Ritzer 

& 김왕배, 2006), 사회학, 심리학, 현상학, 인류학 등 상호작용의 상징과 의미를 연구

하는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었다(Turner et al., 2001).  

Mead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 안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언어와 같은 상징을 

창조하고 사용하고 있고, 음성과 신체의 상징과 몸짓의 의미에 대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준다(Hewitt & 윤인진, 2001). 인간은 해석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자의 역할을 시도해 보게 되고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내재화된 상호작용 안에서 개

인 각자가 갖는 의미의 해석이 중요하다(Ritzer & 김왕배, 2006; Tur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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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lumer에 의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첫째는 

인간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근거에 의하여 사물, 사실을 대한다. 둘째, 의미의 형

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셋째, 의미는 사회 구성원의 해석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의미가 형성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김영천, 1997). 연구를 통해 생애말

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와 서로간의 역동, 이를 해석하

기 위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의 행위와 의미에 연구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문화기술지 방법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문화기술지 방법론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이

론이 사용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ethno)

이 그러한 의식에 자연적으로 의거하여 사회적 체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반응을 행

하고 있는 방법(method)을 사용하여 맥락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고영복, 1994).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애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 이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인 타

자의 입장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다시 내재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상징과 의미에 대한 필요하다.  

문화기술지에서의 상징과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대한 연결에 있어서 상징적 상

호작용 이론이 중요하다. 인류학자 Denzin(Norman Denzin)은 문화연구에 있어서 상

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itzer & 김왕배, 

2006). Denzin이 설명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은 문화인류학적 방법에서의 맥락

에 대한 이해와 타자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양상을 알기 위해 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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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자, 가족의 맥락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부자적 관점(emic)뿐만 아니라 외

부자적 관점(etic)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의 눈으로 참

여자들의 역동을 바라보았으며 이들이 타자인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나’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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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과정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Y 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승인 이후(4-2013-0812) 2014 년 1 월부터 2014 년 8 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반복적인 현지조사에서 심층면담, 참여관찰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생애말기 상황의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최소 15 명으로 한다는 문화기술지의 연구 기준(이용숙, 이수정, 

정진웅, 한경구, & 황익주, 2012)에 따라 본 연구는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4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한 그룹 당 10 명의 모집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인 

연구 대상자의 수는 집단의 작용이 명확해질 때까지를 포화로 보고 면접과 관찰을 

진행하였다(Creswell, 2010). 포화(saturation)에 대한 확인은 지속적인 감사(audit)과 

분석을 통해 더 이상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반복이나 중복되는 텍스트가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Malterud, 2001).총 참여자는 환자 11 명, 가족 

11 명, 의사 6 명, 간호사 7 명이다. 

 

2.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서울시 소재 Y 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4 차례에 걸친 심의 후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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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4-2013-0812). 외래진료와 병동에서의 연구진행을 위해 사전에 해당 부서의 

책임자(종양내과 과장, 암센터 간호관리자)를 만나 연구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약한 그룹인 참여자(생애말기 암환자와 의사, 

간호사)를 위한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요청 받았다. 생애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을 할 경우 면담 자체가 환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또, 가족이 환자에게 예후에 대해 비밀로 하기 원하였으나 면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면담 전에 의사와 가족에게 환자의 질병 인지 

상태를 확인 후 가족의 허락을 먼저 얻은 후 환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생애말기 암환자와 가족,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전 자발적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의 면담과 관찰을 위한 

동의서를 각각 따로 받았다(부록 2).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참여를 고려할 시간을 준 

후(3~14 일) 연구 참여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였다. 연구의 참여 도중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외래 진료나 병동 회진 시 다른 환자와 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였다. 

외래진료의 경우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자가 진료에 함께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참여관찰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진료실 앞에 부착하였으며 

외래진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료 전 환자와 가족들에게 구두 설명과 안내문을 

따로 배부하였다. 병동의 경우 생애말기 암환자가 많은 암병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명한 동의서를 부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였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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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현재 자신의 질병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등의 중립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환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지상태를 확인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의료진 참여자의 경우 연구 참여 여부는 담당 부서 주치의나 진료 과장, 

간호관리자가 알 수 없도록 비밀을 유지하였다.  

연구 참여 중 환자나 가족이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기록과 

녹음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사진의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물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보안을 위해 연구를 통해 나온 기록과 

녹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가 설치된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 장소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외래와 병동이며 이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외래 진료와 병동 회진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시작 전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종양내과 과장과 암병원 간호관리자의 허락을 

얻었으며, 종양내과 의사 2명과 병동 간호관리자 4명의 협조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생애말기 암환자를 돌보고 있으면서 의료적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는 종양내과 의사인 주 정보제공자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수집 방법으로는 

외래 참여와 회진을 중심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 참여한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1 ~3회의 외래진료와 주 

1~5회 주치의와 전공의 회진을 통해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참여자들을 

관찰, 면담하였으며, 가능한 일상적인 외래진료와 회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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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을 잠시 멈추거나 추후에 만나는 방법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은 공식적인 면담과 비공식적인 면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심층 면담의 경우 병원 내 회의실과 상담실에 등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외부자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담일정은 참여자가 근무가 끝난 

시간이나 비번인 날을 택하여 정하였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담 당시 의문점이나 미비한 점들에 대하여 

3~4회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하고 참여자와 다시 만나 재차 확인하고 질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 간에 대화 내용과 관찰한 사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현장성 비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진행된 사건을 중심으로 회진이나 외래 진료 직후 

참여자에게 바로 가서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연구목적으로 연구자가 상황을 

관찰하였으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 후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 현장성 

비공식 면담은 주로 병실, 병동 내 복도, 외래 진료실 앞,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서 기술적 질문, 구조적 질문, 선별적 대조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는 “생애말기상황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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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십시오.”와 같은 대윤곽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료진과의 관계 

혹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등의 구체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생애말기상황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와 같은 대윤곽 질문으로 시작하여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근무 중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등의 구체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종류와 사례들’, ‘죽음에 대한 관점의 종류’, ‘갈등을 

피하는 방법들’, ‘동료 및 다른 직원과의 관계의 방향과 강도’ 등의 구조적 질문을 

통해 영역과 분류 분석의 자료를 마련하였다.  

 

2) 참여관찰 

 

문화기술지적 참여관찰은 보고, 듣고, 질문하는 것들을 섞어 짜는 

형식(interweaving)으로 진행되며 이는 사람과 사건, 문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Lofland, 1984). 현지조사를 할 때 개입, 몰입, 

이유에 대한 고찰을 참여관찰과 지속적으로 병행, 반복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용숙 et al., 2012).  

참여관찰자는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참여자가 됨으로써 얻는 정보와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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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문화적 그룹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보에 대한 핵심내부자(key insid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로서의 관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문헌(Roper, 

1999)에 부합한다.  

참여관찰 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장소, 행위자, 활동, 

물건, 목적, 반응 등 문화적 의미요소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외래에서 

의사 진료 시 참관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하여 관찰하였으며, 병동에서는 의사 

회진 전후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병실과 병동에서의 상황과 간호사실, 

일반병실, 처치실 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관찰 전략에 대해서 Agar가 제시한 ‘육하원칙(Five W’s and an H)’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기로 사건의 대상을 중심으로 참여자, 행동하는 사람, 행위를 중심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였다(Agar, 1980; Roper, 1999). 

참여관찰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으며 7가지 영역으로 

기술하였다(Germain, 1979): 시간, 장소, 사회적인 상황, 언어, 친밀성, 타당성, 편견.  

① 시간(time) 

집중관찰은 1차 분석을 실시한 후 2차 자료수집영역을 선정하고 그 영역에 

대한 관찰을 실시되었다. 선별관찰은 2차 분석을 통하여 범주가 드러나면 범주들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별로 오전 

오후 회진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시행했으며, 주중에 이루어지는 간호활동과 

면회객 및 보호자의 방문이 잦은 주말에 이루어지는 역동의 차이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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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매회 참여관찰에서 작성한 현장 노트는 현지조사 직후 컴퓨터에 

기록하고, 수집된 자료는 수집 즉시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과 

분석 작업을 반복하였다. 

②  장소(place) 

모 대학병원 암센터 외래와 의사 회진이 주로 이루어지는 암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병동을 중심으로 한 관찰은 회진 준비를 위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의 

의사와 간호사의 일상, 회진이 이루어지는 병실과 복도에서의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대화, 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 관찰된 사물 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외래를 중심으로 한 관찰은 암병원 내 진료실과 진료 전후 대기실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③  사회적인 상황(social circumstance)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event)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더 

이상 환자에게 적극적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상황,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료적 처치 정도를 결정하는 상황, 생애말기 과정에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 가족의 반응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사회조사 자료수집은 반구조적 설문지와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반구조적 

설문지는 연령, 경력, 학력, 근무부서, 결혼여부, 경제 상태, 종교 등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의 임종경험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기존문서 자료로는 

의무기록지와 간호사 인계 기록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전문가 및 제보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자료로 채택하였다.  

④  언어(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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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반응, 말의 속도, 억양, 크기, 얼굴표정, 몸동작 등을 관찰 하였으며, 

관찰 및 비공식적 면담, 기록물의 이용, 현장 노트 등 작성하였다. 참여자 간의 대화 

및 행동양상을 관찰 후 메모 하고 기록하였고, 정보제공자, 물리적 세팅, 특별한 

사건과 활동 등을 기록하는 기술 노트(descriptive note)와 참여자와 필자의 반응과 

느낌을 기록하는 반성적 노트(reflective note)를 병행하였다.   

관찰 도중 현장노트에 포함될 수 있는 인용문을 정확히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면담 중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면담 시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자료 분석에 반영하였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 

대하여도 관찰하였으며, 이들이 서로간 의사소통 후 받아들이는 반응과 정도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의료진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의학적 

용어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의학적 설명을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⑤  친밀성(intimacy) 

참여자들의 관찰을 위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기술지적 참여 관찰을 위해서 가능한 그 문화에 몰두(immersed) 

하였다. 내부자적 관점(emic)뿐만 아니라 외부자적 관점(etic)도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관찰자의 개입에 의해 초래할 수 있는 현장변화와 

업무방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형적인 상황을 관찰하고 연구 상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기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완전참여 관찰(complete participant)을 

지양하였고, 연구자 본인의 근무종료 후 또는 비번인 날에 근무 현장에 가서 

참여자로서 관찰(participant-as-observer)을 실시하였다. 

⑥ 타당성(consensus/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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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서 필자가 관찰한 것과 맥락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기술은 연구의 엄밀성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⑦  편견(bias) 

자료수집 과정과 기술,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에 대하여 알고 

관찰에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의 엄밀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⑧ 사용된 기록(Existing documents) 

면담과 참여관찰 이외에 사용된 기록으로는 암병동 지도(간호사 스테이션, 복도, 

병실을 중심)와 환자의 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검사결과 기록, 

사망장소에 대한 통계청 기록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날짜와 환자 별로 정리하였으며, 매 만남 시마다 중요시 된 

주제에 대해서 분류를 하였다(Roper & Shapira, 1999). 중요한 단어나 항목을 

명명하기 위해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인덱싱(indexing) 방법을 

사용하였다(Ainsworth-Vaughn, 1998; Staton, 2001). 이는 코딩(coding)의 과정을 

통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자료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딩방법은 선험적인 경험에 의해 해석된 용어로 정리하는 데 비해, 인덱싱 

방법은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모호한 상황이 많은 의료상황의 담론 

분석과 초점화된 문화기술지(focused ethnography) 연구에 적합하다.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의사, 환자, 가족, 

간호사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이 엮어내는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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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을 

사용하여 그대로 기록하는 인덱싱 방법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인덱싱하고 비교하였으며, 패턴과 

반복, 다른 자료들끼리의 관련성, 불일치 등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생애말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통해 생애말기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 상황을 이야기를 통해 들어서 기록하였다. 간혹 환자나 가족과 

의료진의 설명이 다른 경우는 두 경우 모두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5.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의 엄밀성(rigor)는 Lincoln & Guba 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Lincoln & Guba, 1985).  

신뢰성(credibility)은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성에 해당하며 연구의 진실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Y 

간호대학의 연구심의위원회 승인(2013-1019)을 받아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사전조사 연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생애말기에 대한 의사결정의 시점을 

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 중단을 결정한 시점으로 정하였다.  

연구 시작 당시 필자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를 시작한지 3개월 후부터는 근무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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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간호사로서의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의료인 입장보다는 참여자와 진솔한 

관계를 쌓아감으로써 내면의 솔직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호스피스간호사로서 근무할 당시에는 생애말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장기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진실성의 보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하지만 연구로 인해 참여자들의 삶의 

현장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업무의 방해나 상황적인 개입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잠정적인 

연구결과를 이메일로 보내고 2명의 의사, 2명의 간호사, 1명의 가족 참여자들로부터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연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 대한 기록과 수집된 자료를 남기는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위해 연구의 

계획서, 녹취록, 현장노트, 분석 메모, 분석자료 등을 남겼다. 연구 시작 전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질적연구 수업과 철학수업(윤리학, 인식론 대학원 

4과목, 학부 2과목), 문화인류학 대학원 수업(1과목), 지속적인 철학 세미나, 질적 

연구 학회, 문화인류학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현상학적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면서 

질적 연구자로서의 준비를 지속하였다. .  

전이가능성 혹은 양도성(transfer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다른 맥락에 적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문화상황에 

적절하면서도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추출하기 위하여 생애말기 상황이 

이루어지는 외래, 병동, 중환자실에서의 사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에서 나온 

속성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위한 적절한 장소와 상황 선정 

하였다. 개개인의 삶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유한 독립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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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 내에서 공통된 흐름을 찾기 위한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문화인류학 수업과 학회, 문화인류학 교수와의 정규적인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깊이 있고 풍부한(rich and thick)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보충하였다. 특수한 가족이나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함께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편견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면담이나 관찰이 끝난 후 

근무지의 책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반성작업을 하였다.  

연구의 독립성(dependability)은 양적 연구의 신뢰에 해당하며 연구 결과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다. 연구에 대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남기기 

위해 연구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연구과정과 결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남겼다. 끊임없이 메모하고 글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사고의 과정, 생각의 흐름을 남기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연구의 확증 가능성(conformability)을 위해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메모, 

현장 노트, 성찰적 일지(reflective journal)등의 기록을 남겼으며, 관찰방법과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 기록을 남겼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던 시기에는 

내부자적인 입장이었으므로 인류학적인 생경하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중립성(neutrality)을 지키기 위해서 한걸음 떨어진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문화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문화인류학적인 시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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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제한점: 허락된 타인으로서의 접근과 인류학적 글쓰기 
 

본 연구는 생애말기의 다양한 상황 중 암환자를 선택한 연구이다. 죽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사망 요인 중 암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크고(윤영호, 2014), 다른 만성 질환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로가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Andrews & Nathaniel, 2009). 암환자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 

중에서도 대표성을 띄고 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과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대부분 문헌에 의한 것으로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학부, 석∙박사 과정을 통해 간호 학문을 접하고 간호사로 일했던 필자는 연구를 

위해 문화기술지에 대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산과 두 

번째는 인류학적 글쓰기 과정에서의 산이며 두 과정 모두 연구자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과정을 위해서는 2가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첫 번째는 

병원 내에서의 연구심의 위원회의 승인과정이었으며 두 번째는 가족들 이외의 접근이 

어려운 죽음의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있기 위한 허락이다. 후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호스피스 간호사였기 때문이라고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기관 IRB를 통한 공식적인 허락이 있었지만 실제 연구 수행을 위해서 의사 회진 

참여와 외래진료 참여가 필요하였다. 생애말기와 관련된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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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있었던 것은 생애말기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이 많은 종양내과 의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특히 의사들의 회진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연구를 위한 

외부자적 시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많은 부분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 자신의 

경험이 녹아져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호사로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 고통을 직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 시 ‘개입’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를 목적으로 

만남을 지속한다고 소개를 하였음에도 ‘간호사인 연구자’가 아닌 ‘연구자인 간호사’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며, 생애말기 암환자, 혹은 가족으로서 도움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과 

관찰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환자나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다른 동료 간호사를 연결하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그들이 요구를 매번 다른 간호사에게 넘기기는 어려웠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객관성 보다는 간호사의 전문성으로 환자와 가족을 

대하였다.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내부자인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인류학적인 낯설게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논문의 내용과 연구 

방법에 많은 영향이 있었음을 밝힌다. 

인류학은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학문이다. Sontag은 ‘타인의 고통(Sontag & 이재원, 2004)’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찍었다고 생각되는 사진조차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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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진이나 TV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영상들조차 ‘누구의 입장에서’ 찍느냐 그리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을 통해 필자가 연구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문을 쓰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필자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분들의 ‘결’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일했던 것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생애말기 암환자들의 일상 속에서 

그분들의 ‘결’을 느끼기는 했으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지는 못하였음을 

고백한다. 어떤 분은 목소리 내기를 거부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분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 서툴렀으며 때로는 가족들로 인해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였다. 

두 번째 산은 인류학적인 글쓰기였다. 사람에 대한 ‘현실’ 경험이 자연스럽게 

재현되도록 쓰는 것이 인류학적 글쓰기 방법이다(Barker, Galasiński, & 백선기, 

2009). 인류학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였으나 여전히 텍스트의 구조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탐구로 넘어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였다. 어느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인류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인류학적 글쓰기를 하는 작업도 나를 뛰어넘어야 하는 가능한 것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부족한 연구자가 읽어낸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죽음 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연구자로서 생애말기 암환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분들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상급종합병원은 대학 교육, 수련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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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표성이 있는 병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연구자로서 본 것이 

‘진리이며 모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봤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던 

것을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을 꺼낸 것이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고 있다. 비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역시 연구자의 준비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텍스트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문득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참여자들에게 죄송했다. 

질적 연구를 하겠다고 이것 저것을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그분들의 마지막을 ‘직면 

했다,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했다’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웠다. 

연구자로서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노력하였지만 필자의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제한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를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참여자로 함께 한 모든 환자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글을 쓰면서 생애말기 암환자분과 그 가족을 만났던 시간 속으로 

생각이 자꾸 맴돈다. 이것 밖에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이 하고 싶나 보다. 하지만 

필자는 생애말기에 고독하게 투병하고 있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있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지극히 사적인 죽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허락된 타인’으로 함께 있던 간호사만의 

직관이다. 오히려 그분들이 글쓰기가 되지 않아 속상해 하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것 같다. 괜찮다고, 다음에 잘 하면 된다. 격려해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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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배경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동 회진과 암센터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관찰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특성과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하여 서술하고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성들을 서술하였다.  

 

A. 참여자의 특성 

 

1.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참여자 특성은 <표 1>~<표 4>와 같으며, 서울 Y 대학병원에서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연관된 환자 11 명, 가족 13 명, 의사 6 명, 간호사 

7 명으로 총 37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직접 연구에 참여한 생애말기 

암환자의 나이의 중위수는 60.0 세이며, 남자 6 명, 여자 5 명이었다. 가족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나이의 중위수는 55.0 세, 남자 7 명, 여자 

6 명이었다.  

의료진의 경우 의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나이의 중위수는 

32.5 세이고 임상경력은 6 년 이었다. 간호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으며 나이의 중위수는 38.0 세이고, 임상경력은 11 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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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 참여자> 

가족참여자 성별/나이 환자 진단명 최종학력 종교 환자와의 관계 

가족 참여자 1 여/ 50 대중 간담도 질환암 초등학교 기독교 부인 

가족 참여자 2 남/ 50 대중 간담도 질환암 대학교 이상  기독교 남편 

가족 참여자 3 남/ 30 대말 간담도 질환암 고등학교 없음 아들 

가족 참여자 4 남/ 60 대초 간담도 질환암 대학교 이상  없음 남편 

가족 참여자 5 여/ 40 대초 부인암 대학교 이상 없음 딸 

가족 참여자 6 여/ 60 대말 간담도 질환암 고등학교  없음  어머니 

가족 참여자 7 여/ 60 대말 호흡기암 대학교 이상 없음  부인 

가족 참여자 8 남/ 70 대초 호흡기암 고등학교 기독교  남편 

가족 참여자 9 남/ 40 대중 부인암 대학교 이상 없음 남편 

가족 참여자 10 여/ 60 대중 간담도 질환암 고등학교 기독교  부인 

가족 참여자 11 여/ 60 대중 간담도 질환암 고등학교 기독교  부인 

가족 참여자 12 남/ 30 대중 소화기암 대학교 이상 기독교  아들 

가족 참여자 13 남/70 대중 호흡기암 고등학교 기독교 남편 

<표 2. 가족 참여자> 

환자 참여자 성별/나이 진단명 최종학력 종교 
 

주돌봄자 

환자 참여자 1 남/ 50 대중 간담도 질환암 초등학교 기독교 
 

부인 

환자 참여자 2 여/ 50 대초 간담도 질환암 대학교 이상 기독교 
 

남편 

환자 참여자 3 남/ 60 대말 간담도 질환암 초등학교 없음 
 

아들 

환자 참여자 4 여/ 60 대초 간담도 질환암 대학교 이상 가톨릭 
 

남편, 아들 

환자 참여자 5 여/ 70 대중 부인암 고등학교 없음 
 

딸, 아들 

환자 참여자 6 남/ 30 대말 간담도 질환암 고등학교 없음 
 

어머니 

환자 참여자 7 남/ 60 대초 소화기암 대학교 이상 가톨릭 
 

부인 

환자 참여자 8 여/ 60 대중 소화기암 고등학교 기독교 
 

남편 

환자 참여자 9 여/ 40 대중 부인암 대학교 없음 
 

남편 

환자 참여자 10 남/ 60 대중 간담도 질환암 대학교 이상 기독교 
 

부인 

환자 참여자 11 남/ 50 대말 간담도 질환암 중학교 없음 
 

부인 



 

58 

의사 참여자 성별/나이 직위 임상경력 진료과 학력 종교 
생애말기  

의사결정 대상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참여자 1 
여 

/30 대말 
전문의 11 년 종양내과 박사 없음 

가족과 상의 후,  

환자에게 맞는 방법 결정 
학교, 학회,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2 
남/ 

30 대말 
전문의 7 년 종양내과 박사 기독교 

가족과 상의 후,  

환자에게 맞는 방법 결정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3 
남/ 

20 대말 
전문의 5 년 종양내과 석사 가톨릭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나  

가능한 환자와 직접 상의 
학교, 학회,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4 
남 

/20 대말 
수련의 4 년 종양내과 석사 기독교 가족이 환자에게 상의하도록 없음 

참여자 5 
여 

/20 대말 
수련의 4 년 종양내과 학사 기독교 가족이 환자에게 상의하도록 없음 

참여자 6 
여 / 

40 대말 
전문의 21 년 종양내과 박사 기독교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나  

가능한 환자와 직접 상의 
학교, 학회, 근무병원 교육 

<표 3. 의사 참여자> 

간호사  

참여자 
성별/나이 직위 임상경력 근무지 최종학력 종교 

생애말기 

의사결정 대상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참여자 1 
여/ 

30 대초 
일반 간호사 6 년 6 개월 외래 학사 없음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나  

가능한 환자와 직접 상의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2 
여/ 

30 대말 
간호관리자 18 년 병동 석사 가톨릭 가족이 환자에게 상의하도록 학교 

참여자 3 
여/ 

50 대중 
간호관리자 30 년 병동 석사 기독교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나  

가능한 환자와 직접 상의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4 
여/ 

20 대말 
일반 간호사 4 년  병동 학사 기독교 가족이 환자에게 상의하도록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5 
여/ 

30 대초 
일반 간호사 10 년 병동 학사 가톨릭 가족이 환자에게 상의하도록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6 
여/ 

40 대중 
일반 간호사 20 년 병동 학사 기독교 가족이 환자에게 상의하도록 근무병원 교육 

참여자 7 
여/ 

40 대초 
전문간호사 11 년 외래 박사 가톨릭 

가족과 상의 후 

환자에게 맞는 방법 결정 
학교, 학회 

<표 4. 간호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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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말기 암환자와 가족 참여자의 특성 
 

환자, 가족 참여자 중 11 쌍은 모두 연구에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가족참여자 12, 

13 번은 환자의 연구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환자에게 알리기 원치 않아 

가족만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이와 구체적인 진단명은 연령대와 장기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 참여자 1 

 

50 대 중반의 남자로 간담도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업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끔씩 주일예배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평소 건강하게 지냈으나 연구를 위한 첫 만남 당시 4 기 진단 받은 지 

3 개월 여 되었으며, 진단 후 약 8 개월의 투병 후 임종하였다. 임종 전까지 외래진료, 

전화,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6 개월 가량 만남을 지속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 진행 과정  

면담 초기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신체 기능 상태는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암환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활동 정도 평가를 위한 분류체계인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이하 ECOG) 1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발병 3 개월 가량 되었을 때 2 차 항암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의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증상 관리 목적의 치료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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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정과 외래를 통해 진료 받았으며, 필요 시 7-14 일 가량의 입원 후 

증상관리 후 퇴원하였다. 집에 있는 동안 1-2 주에 한번 가량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였으며 수액, 배액관 관리, 통증관리 등의 돌봄을 받았다. 2-3 주에 한번 가량 

외래진료를 하였으며, 환자의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가족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처방약을 받아가곤 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총 4 회 입원하였으며, 마지막 

2 회는 증상관리를 통해 원래 치료 받던 병원에서 연계해 준 연고지 부근 병원에 

입원하여 증상관리를 하였다. 호흡곤란과 복부 통증, 식욕부진, 기력저하가 

지속되면서 연고지 부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으며, 가족들은 당시 

주치의로부터 예후가 얼마 남았음을 설명 들었다. 연고지 병원 입원 20 일 째 

1 인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부인과 2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미혼 상태로 직장생활을 하며 

환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주돌봄자는 부인(주부, 50 대 초)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환자의 암 진단 후 병간호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2-3 회 교회 활동과 

예배참석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다. 식욕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음식 장만과 함께 

운동하기, 부종 부위 마사지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와 함께 보내며 돌보고 

있었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진단 당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나 환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인과 

자녀만 알고 있었다. 환자에게는 간담도계암이며 수술이 어려워 항암치료를 우선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생활습관(담배, 

음식조절)에서 협조가 안되면서 부인이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가 생애말기이며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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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미만임을 설명하였다. 환자는 부인의 설명 후 의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들으면서 큰 충격 없이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후 재산정리와 가까운 친지들과의 만남을 시작하였으며 교회 지인과 성직자 방문, 

기독교 방송 시청 등을 통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의사와의 진료나 회진 시 

부인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기 원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 20 여일 전까지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항암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임종 

2 일 전 더 이상 헛된 희망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하며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부인은 환자에게 처음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여 질병의 악화와 임종 후의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하곤 하였으며,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 속에 기적과 같은 희망이 지속됨을 안 후 예후와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환자와 

의논할 수 없었다. 부인은 주로 의사와 따로 찾아가서 약을 받거나 문의를 했으며 

필요 시 자녀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에 대한 설명은 외래와 회진을 통해 

부인에게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임종 전 연고지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부인과 자녀들이 함께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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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2 

 

50 대 초반의 여자로 간담도계암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 후 교사생활을 

지속하였으며,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진단 후 9 개월 뒤 치료 받은 

대학병원에서 임종하였다. 연구를 위해 임종 전까지 외래진료, 전화,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1 개월 2 주 가량 만남을 지속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 진행 과정  

평소 건강하게 지냈으나 첫 진단 시 4 기 상태였으며, 진단 후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연구 첫 만남 당시 진단 후 8 개월 가량 되었을 상태이며 1 차의 

항암치료와 국소적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CCRT)을 받던 중이었으며, CCRT 중간에 다시 전이가 있던 상태였다. 그 이후 증상 

관리 목적의 치료를 유지하였다.  

연구 시작 후 주로 가정에서 지냈으며 2 차례 병원을 입원하였다. 통증과 배액관 

관리, 영양관리 등을 위해 가정간호사 연결을 권유했으나 원치 않았다. 필요 시 

가능한 주치의를 만나기 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예정에 없는 외래진료와 응급실 

방문이 잦은 편이었다. 첫 만남 시 신체상태는 거동이나 자기 돌봄은 가능하나 

가벼운 집안일이나 직장 생활이 어려운 ECOG 2 정도의 상태였다. 의사는 더 이상 

항암치료가 어려워진 시점부터(임종 3 개월 전) ‘주변정리를 하도록’ 설명하였다고 

하며 이는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이 일을 지속해야 

더 기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가능한 힘이 있을 때까지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원하였으며, 임종 1 개월 전까지 ECOG3(제한적으로 자기 돌봄은 가능하나 거동은 

어려운 상태) 정도의 상태에서도 교사 일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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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복수, 기력저하, 식욕 부진, 통증 등의 이유로 입원하였으며, 보존적인 

증상관리 중심의 치료를 받았다. 마지막 입원 후 10 일 뒤 암병동 1 인실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남편과 20 대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과 자녀, 환자의 형제들이 

번갈아 외래진료와 입원 시 함께 하였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환자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남편, 자녀, 형제 들이 번갈아 외래 

진료와 입원 시 돌봄을 함께 하고 있었다. 남편과 자녀들은 진료나 회진 시 가능한 

환자와 의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하였으나, 형제들은 환자를 대신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내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환자는 의사가 외래 진료 시 컨디션 저하로 더 이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반복적으로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시기와 가능한 치료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족들은 의사가 모호하게 설명(‘주변정리를 하세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항암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등)을 하여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였다.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하여 불신이 보였다. 예를 들면 복수 천자 시 복부에 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한 번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면서 ‘의료진의 실수’라며 환자와 

가족들이 화를 내었으며, 진료 후에도 여러 차례 담당 간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투약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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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기록과 가족들에 의하면 진단 시 이미 4 기로 판정 받아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항암치료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주고 받았다. 진단 

초기 대부분의 의료적 의사결정은 의사가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와 가족이 함께 

상담을 통해 결정하였다. 외래 방문 시 함께하는 가족들이 계속 바뀌었으며 방문 시 

각 가족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곤 하였다.   

가족들은 환자가 4 기 상태로 진단 받았던 상황에서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임을 미리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현하였다. 의사가 

희망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봐주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입장을 가지고 

치료에 임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예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였다. 마지막 입원 전 외래 진료 시 의사는 

환자와 가족의 희망과 직면에 관한 이중적인 바람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의사는 

환자의 예후에 대하여 가능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환자는 외래 진료 시 의사를 통해 자신의 예후가 3 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으며 직장 및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신체적인 쇠약으로 환자가 직접 삶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심리적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하였다. 환자는 자신의 어려운 심리 

상태를 가족들과 상의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족들이 다 알아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였다.  

마지막 입원 10 일 동안 환자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회피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목회자가 방문하여 기도해 주는 정도의 

도움만 원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은 환자가 불안해한다며 의료진에게 전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환자와 상의하지 말아주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타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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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병실 이동, 치료의 범위에 대한 대부분의 의료적 의사결정은 가족과 의사의 

상의로 이루어졌다.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는 남편에게 구두로 우선 

설명되었으며, 임종 4 일 전 남편과 가족이 수련의로부터 재 설명을 들으면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참여자 3 

 

60 대 말의 환자로 간담도계 암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관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종교는 따로 없었다. 진단 후 1 년 8 개월 되는 시점에서 임종하였으며, 

임종 3 주 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임종 전까지 

외래진료, 전화,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1 개월 2 주 가량 만남을 지속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 과정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으며, 첫 진단 당시 

4 기 판정을 받았다. 7 차례의 항암치료와 2 차례의 방사선치료를 한 상태였으며 연구 

시작 당시에는 체력 저하로 더 이상의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로 집에서 

지내면서 외래진료 시 병원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는 성격이었으며, 임종 4-5 개월 전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정리를 비롯한 주변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불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속상한 마음에 

빨리 죽고자 자살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일찍 발견하여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면서 증상 조절과 심리치료 후 2 주 뒤 집으로 퇴원하였다. 퇴원 시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과 연결되어 필요 시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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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집에 머물렀으며 복부 통증, 복수,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입원 후 20 일 뒤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부인과 2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출가한 상태였다.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소송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불화가 심한 상태였다. 특히 부인과의 

불화가 심하였으며, 병원에는 주로 자녀들이 함께 방문하곤 하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기 원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질병이 쉽게 나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표현하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평소 스스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성격이었으며, 임종 4-5 개월 

전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정리를 비롯한 주변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환자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원한다’며 임종 후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을 신청하였다. 자녀들은 사후 장례 절차에 있어 아버지의 뜻을 다르기 

원하였으나 부인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현행법상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은 본인이 

원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2 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례식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셨다고 한다.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 후 입원하였으며 하며 기록지 작성은 

환자와 상의 후 자녀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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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자 4 

 

60 대 초 여자 환자로 간담도계암 환자이다. 교사였으며 2 년 전 발병 후 

퇴직하였다. 진단 후 2 년 4 개월 만에 진단 받은 대학병원에서 임종하였다. 연구를 

위해 임종 전까지 외래진료, 전화,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3 개월 3 주 가량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진단 당시 4 기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3 회의 항암치료와 1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항암 치료제의 독성이 심하여 중단하였다. 연구로 인한 첫 만남 당시 심한 

장유착으로 외과적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외과적 수술 후 임종 전까지 4 개월 동안 

소량의 식사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외과적 수술 후 집에 있기 불안해하였으며 3 개월 가량 연고지 부근의 병원에 

입원하여 지냈으며, 그곳에서 대체요법으로 비타민 요법을 시행 받았다. 임종 한달 전 

폐부종이 심해지면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였으며, 그 후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1 인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남편과 한 명의 20 대 말의 미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외래 진료 시 주로 

남편과 함께 왔으며, 입원 시에는 자녀와 주로 함께 지냈다. 가족 모두 가톨릭 

신자이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６８ 

연구를 위한 첫 만남 시 보존적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을 결정할 단계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자세히 설명들은 상태였다. 수술에 

대한 기대를 물었을 때, ‘수술을 통해 완치는 어렵지만 식사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오래 살기 바란다’고 표현하였다.  

수술 후 연고지 부근 병원 입원 시 가슴 부위 몽우리가 만져지면서 많이 불안해 

하였다. 검사 후 전이에 의한 증상임을 설명 들었으며, 그 후 오히려 불안이 

감소하면서 스스로 포기가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다. 삶의 정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면서 

죽음에 대한 직면을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임종 한 달 전 입원 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남은 일들은 가족들에게 맡기기로 

했다며 스스로 무엇을 정리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연고지 부근 병원에서 매 주 

미사참례를 하며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한 종교생활을 지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고 표현하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면담이 처음 이루어진 임종 3 개월 3 주 때,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디까지 알기 

원하냐는 질문을 하자 본인의 예후와 상태에 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하게 

설명듣기 원한다고 표현하였다. 평소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초기 면담 시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내용과 결정을 의사의 설명 하에 남편과 함께 결정하고 있었다. 임종 

1~2 개월 전부터는 스스로 직접 설명 듣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 하였으며, 가족을 

통해 설명을 듣기 원하거나 완곡한 표현의 설명을 원하였다.  

주치의가 임종 한달 전 외래 진료와 마지막 입원 시 구두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환자와 가족 모두 동의하였다.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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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남편과 아들에게 서면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받았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고통 없이 지속적으로 잠자기 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동의 하에 수면제와 진통제를 통하여 증상을 조절하였다.  

 

5) 참여자 5 

 

70 대 중반의 여자 환자로 부인암 환자이다. 진단 후 3 년 8 개월 만에 진단 받은 

대학병원에서 임종하였다. 임종 전까지 전화,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2 개월 

가량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진단 당시 부인암 4 기였으며, 4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평소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단 3 년 경과 시 암으로 인한 혈전성 질환으로 몸의 마비와 말을 

못하게 되는 합병증을 앓게 되었다.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였으나 눈짓과 고개 

끄덕거림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의 인지기능은 유지되어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임종 전까지 약 4 개월 동안 마비된 사지의 기능을 위해 

재활치료를 지속하였다.  

수 개월이 걸리는 재활치료만을 위해서는 대학병원 입원이 제한된 상태이다. 

이를 위해 연고지 부근 재활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항암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원하며 지속적으로 대학병원 정도의 

시설을 가기 원하였다. 전원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환자가 폐혈증에 

걸리면서 상태가 악화 되었으며 병원 1 인 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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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 

남편은 20 년 전 사별하였으며, 2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모두 출가한 상태였다. 

자녀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 병원에서의 돌봄은 간병인이 하였으며 자녀들이 주로 

주말에 방문하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환자는 자신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였으나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않기 원하였으며, 편안한 상태에서 지내다 임종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고개 끄덕임이나 입 모양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은 항암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인 투여를 요구하였다. 의사는 

가족에게 환자 임종 2 개월 전부터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의 항암치료가 어려운 말기 

상태이며 체력적으로도 치료를 이겨낼 수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비교적 의식이 명료했던 환자는 입 모양과 고개 끄덕임으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치료를 원치 않음을 표현하였다. 반면 자녀들은 환자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하기 원하였다. 가족들은 의사의 의학적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치료 의지를 꺾지 않았다. 임종 2 개월 전부터 구두로 더 이상의 연명의료가 

무의미함에 대하여 설명하였나 가족은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원하였다.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임종 10 일 전 자녀에 의해 서면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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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자 6 

 

30 대 후반의 미혼 남자로 간담도계암 환자이다. 개인 사업을 하였으며 종교는 

없었다. 초기 면담 당시 진단 후 3 개월 가량 되었으며 당시 ECOG 3 점으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가능 정도의 보행만 가능한 상태였다. 진단 후 3 개월 3 주 뒤 

호스피스 완화병원에서 임종하였다. 연구를 위해 임종 전까지 외래진료, 전화,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3 주 가량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발병 2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진단 당시 복부 팽만과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간담도계암 4 기 진단을 받았다.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 

의사로부터 생애말기 상황이며 여명이 3-4 개월 남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당시 혼자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한동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복부통증이 심해지면서 함께 살고 있던 부모님들에게 알린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2 개월 가량의 항암치료 후 통증과 우울, 

전신 쇠약으로 신체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환자의 부모는 미혼의 30 대 아들에게 가능한 치료를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심한 우울로 아무 것도 먹지 않으려는 아들을 위해 최선의 심리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부모님 역시 의사와 상의 후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으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목표를 돌려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암치료를 받던 대학병원에서 영양공급과 통증 조절, 우울로 인한 불면 조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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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주일 뒤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전원 후 13 일 

뒤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외국에 2 명의 형제가 있었다. 부모로부터 

동생의 발병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제 중 한 명이 귀국하여 환자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환자는 형제에게는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형제는 다시 자신의 

일상이 있는 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뒤 형제들은 전화통화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부모님과 수시로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첫 진단 시부터 본인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의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알면서 지냈다. 죽음이 가까워옴을 인지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실을 회피하면서 우울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환자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항암치료를 2 달 

정도 받은 뒤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심한 우울에 빠지게 

되었으며 식사를 거부하고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 증상 조절을 

위해 입원을 한 뒤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1 인실 방안에 웅크리며 지냈으며, 

어머니와 의료진들에게만 간단한 의사표현을 하였다.  

환자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경제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환자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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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것을 설득하였다. 환자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회피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의 전원 후 상담 시 ‘죽는 것이 무섭다’고 표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1 인실에 있으면서 가족 이외에 다른 누구도 만나기 원치 

않았다고 한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대부분의 결정은 부모, 환자, 의사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가능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였다. 부모는 심한 우울에 빠져있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몰라 눈치를 보면서 노심초사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환자는 헤어나지 못할 우울에 빠져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1 인실에 입원해 있기를 고집하기도 하였다.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는 생애말기 상황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병원 입원 시 주치의가 직접 사전의료지시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으로 전원 

시 부모님이 입원과 동시에 서면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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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자 7 

 

60 대 초반의 기혼 남성으로 소화기계 암으로 투병한 환자이다.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지냈으며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초기 면담 당시 발병 후 4 년 

8 개월 가량 되었으며, 신체적으로 ECOG 3 점으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가능 정도의 

보행만 가능하였다. 연구를 위해 임종 전까지 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8 일 

가량의 만났으며 대학병원 1 인 실에서 가족이 함께 있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환자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 4 년 8 개월 전 발병하게 되었으며, 그 후 8 차례의 

항암치료와 2 차례의 방사선치료, 2 차례의 간색전술을 받았다. 재발이 되기 전까지 

4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으며, 마지막 입원 전 잠시 

휴직한 상태로 입원하고 있었다. 초기 면담 2 주 전 복부 통증, 복수가 심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 기간 동안 간성 혼수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 조절 

중이었다. 첫 방문 당시 간성 혼수로 인해 2-3 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워하였으며 

어떤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하였다. 3 일 뒤 간성혼수가 

심해지면서 의사의 권유로 1 인실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 후 5 일 후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부인과 자녀 두 명이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상태였고 한 명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주돌봄자는 부인이었으며, 주말에는 자녀들이 번갈아 방문하여 

교대 하였다. 환자가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불편함을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입원 시에는 거의 부인이 집에 

가지 못하고 환자와 함께 지내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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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병에 대한 인지 

대부분의 의료적 의사결정을 의사와 함께 환자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는 

성격이었으며, 가족들은 환자의 결정에 따르곤 하였다. 마지막 입원 시 통증과 

체력저하가 심한 상태였다. 입원 직후 주치의가 부인을 복도로 불러내어 악화된 

상황을 설명한 후 호스피스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인은 도움을 원치 않았다.  

입원 후 며칠 뒤 간성혼수가 왔으며 주치의는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음을 다시 알렸다. 다시 호스피스팀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부인이 이를 

받아들여 도움을 받게 되었다.  

당시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부인과 의사가 

복도에서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부인에게 물었지만 부인은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나쁜 상태여서 잠시 지켜보기로 했다’는 설명만 했다고 한다. 그 후 

환자는 예후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환자는 자신의 컨디션이 악화되었음을 

짐작하고 친구와 친지들의 방문을 부인에게 부탁하였다. 지인들을 만나면서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와 고마움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부인은 호스피스팀을 만나 환자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좋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 후 자녀들과 상의 후 환자에게 예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게 되었다. 환자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정리와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부인, 자녀들과 서로 사랑과 고마움의 말을 전하였다.  

간성 혼수가 점차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호스피스팀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잠시 쉴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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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1 인실로 병실을 옮기고 가족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임종 전까지 환자가 깨어있을 때는 가족들과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누며 함께 있었다. 임종 전 연고지 부근 성직자와 연락되어 종교적 의식도 가족 

모두 함께 한 가운데 가질 수 있었다. 간성 혼수가 심해지면서 진정제와 진통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증상 조절을 하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마지막 입원 전까지 의료진과 환자가 상의 하에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환자에게 

미리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평소 환자의 결정에 따라온 

가족들은 환자가 간성 혼수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지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혼돈스러워 하였다. 호스피스팀의 도움으로 환자에게 

예후를 알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후 환자와 가족 모두 적극적으로 임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환자는 자신의 정확한 예후를 알게 된 후 1 주일 가량 지난 후 

임종하게 되었다. 비록 늦기는 하였으나, 가족들은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언을 남길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였으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 호스피스팀에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8) 참여자 8 

 

60 대 중반 여자 환자로 초기 면담 시 소화기계와 부인암으로 3 년 3 개월 째 

투병 중이었다. 주부였으며 가족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진단 후 3 년 5 개월 

뒤 호스피스 완화병원에서 임종하였다. 연구를 위해 타호스피스 기관 전원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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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방문, 회진 등을 통해 10 일 가량의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전원 후에도 6 주 

뒤 임종 시까지 2 차례 전화방문을 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평소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다 3 년 3 개월 전 상기 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진단 후 2 차례의 수술과 6 차례를 항암치료, 1 차례의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첫 만남 

당시 환자는 심한 장폐색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었으며, 위장관 배액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화장실 갈 정도의 기력은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에서 보내는 ECOG 3 의 상태였다. 주치의가 대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더 이상 없음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 후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전원 후 증상관리 치료를 하다 6 주 후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남편과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결혼한 상태이다. 남편이 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오후와 주말에 번갈아 방문하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게 되자 주치의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고지 부근의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가족들이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였으며, 주치의가 호스피스팀의 상담을 권유하였으나 남편이 

거절하여 연결되지 못하였다. 환자는 막연하게 자신의 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였고 가족이나 의사에게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고 하였다. 남편은 환자의 장폐색이 언젠가 풀리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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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회진 시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였으며 남은 시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팀을 다시 연결해 주었다.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날 

호스피스팀이 방문하였으며 비교적 담담하게 상담에 임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소 놀라기는 했으나, 외래 진료와 입원 시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호스피스팀이 연결되어 신앙적인 부분과 전원, 가족 상담, 환자의 

심리적 지지를 도와주었으며 연구 시작 10 일 후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였지만 이미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는 없었으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일임하였다고 한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의사와 환자, 가족이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환자는 

주치의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 남편은 타병원으로의 전원에 대하여 많이 

불안해 하였으며,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환자와 죽음과 관련된 

대화나 의료적 결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기 꺼려하였다고 하다. 외래진료와 

마지막 입원 시 무의미한 치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의 

전원 후 입원과 동시에 딸과 아들이 함께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부분의 결정은 가족과 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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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자 9 

 

부인과 질환을 가진 40 대 중반 주부였으며, 종교는 없었다. 첫 만남 시 

부인암으로 1 년 전부터 투병하고 있었다. 보존적 항암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일상 

생활과 가벼운 집안 일을 할 수 있는 ECOG 1 정도의 신체 상태였으며 통증 및 기타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 연구를 위해 외래 진료, 전화 방문 등을 통해 5 개월 가량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항암치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여 전원 

하였으나 한달 후 임종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1 년 전 진단 후 2 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6 차례 항암치료를 하였다. 

6 차의 항암 치료 후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효과적인 항암제가 없는 상태였지만, ECOG 

1 로 신체적인 기능이 좋은 상태였다. 결국 환자와 남편 모두 적극적인 치료 목표를 

가진 의사를 찾아 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② 가족관계 

    남편과 중고등 학생 자녀 두 명이 있었다. 대부분의 진료 시 남편과 함께 하였다. 

두 자녀들은 환자의 질병이 낫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처음 진단 당시부터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마지막 항암제 

사용 시 더 이상의 치료약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자와 남편은 항암치료를 

지속하기 원하였으며, 몇 군데 대학병원을 통하여 2 차 소견을 구한 후 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환자와 남편 모두 의료적으로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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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보다 가능한 치료를 더 찾기 원하였다. 치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 이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더 이상 항암치료가 어렵다는 주치의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으며, 남편과 

환자 모두 다른 치료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원하였다. 항암치료를 전제로 타 

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10) 참여자 10 

 

간담도계암을 가진 60 대 중반의 남자 환자이다. 연구를 위한 첫 만남 시 3 년 

4 개월째 투병 중이었으며, 3 주 뒤 연고지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전원 후 5 주 뒤에 임종하였으며 상기 질환으로 총 투병기간은 3 년 6 개월 이었다. 

전원 후 2 차례 가족을 통해 전화방문 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평소 건강하게 지냈으며, 3 년 6 개월 전 간담도계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3 차례의 수술과 6 차례의 항암요법, 3 차례의 방사선치료, 1 차례의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첫 방문 시 신체적 기능은 걸어서 병실 운동 후 다소 피곤해하며 주로 

휠체어를 타고 보행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는 ECOG 3 점 

정도의 신체적 기능 상태였다. 심한 장유착으로 식사를 전혀 못하고 수액요법과 

위장관배액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대학병원 입원 기간은 6 주 동안 남은 삶의 질을 

위해 장유착을 해결하고자 소화기내과와 일반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였으나 어려운 



 

８１ 

상태였다. 주치의와 상의 후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며, 전원 후 5 주 뒤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출가한 2 남 1 녀와 부인을 가족을 두고 있었으며 퇴직 후 외국으로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이민을 했다. 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가족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자녀들이 멀리 있어 대부분의 돌봄은 부인 혼자 하고 

있었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첫 방문 7 개월 전 더 이상의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태로 

주치의는 남은 기간 동안 완화의료 개념의 증상관리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환자는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의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며 

외국으로 돌아가 재산 정리 및 주변정리를 시작하였다. 그 후 교회 봉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환자의 우울을 점점 심해졌다. 치료약을 끊은 지 4 개월 뒤 

검사를 통해 전이 소견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환자와 가족은 주치의에게 삶의 

희망을 잃고 우울해지는 상태를 설명하였으며 치료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였다. 당시 

ECOG 2 정도로 가벼운 집안일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였다. 주치의는 환자와 가족과 

상의 후 보존적 의미의 방사선치료를 결정하였으며, 환자와 가족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치료가 시작된 후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에 대한 희망적인 말만 주고 받았다.  

방사선 치료 중 장유착이 심해지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주치의는 

가족들을 불러 갑작스러운 임종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회진 시 환자의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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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주치의를 기다리며 항상 환자보다 먼저 의사를 만나기 원했으며, 환자에게 

심리적인 충격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임종 

가능성으로 타국에 있는 아들과 손자들이 방문했을 때도 부인은 단순한 ‘병문안’ 

정도의 인사와 대화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족들을 위한 유언이나 감사의 말들을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며느리는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원이 결정되면서 환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면서 불안에 

빠졌다. 잠을 못 자고 불안으로 심박동에 이상이 생기자 부인은 주치의에게 당분간 

전원 상담을 미룰 것을 부탁하였다.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환자는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대학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주치의의 설명을 

받아들였으며 그 후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전원 후 환자는 5 주 뒤 임종하였으며, 그 사이 타국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다시 방문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있는 

마지막까지 환자와 부인들은 희망의 말을 나누기 원하였다고 한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환자와 가족은 주치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과 권유를 잘 받아들였다. 환자의 부인은 환자가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했으며, 큰 의미는 없지만 보존적 

의미의 치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환자 역시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부인과 

의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인은 남편을 면밀히 살피면서 환자가 말하지 않아도 

환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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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학병원 입원 시 장유착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구두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사와 가족이 

동의하였다. 호스피스 완화병원 입원 시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를 가족(부인과 딸)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11)  참여자 11 

 

간담도계암으로 첫 만남 시 2 년 11 개월 째 투병 중이었다. 첫 면담 후 3 일 뒤 

집으로 퇴원하였으며, 갑작스러운 간성 혼수로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으며 3 일 뒤 임종하였다. 상기 질환으로의 총 투병기간은 3 년 

이다. 연구를 위해 4 주 가량 만났으며 병원 입원 시 회진과 방문상담, 외래진료, 

퇴원 후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환자는 평소 건강하게 지냈으나 임종 3 년 전 간담도계암이 발견되면서 2 차례 

수술, 6 차례 색전술, 3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면담 당시 신체적 기능상태는 혼자 

걸어서 병동을 걸어 다닐 수는 있으나 기력이 없어 5 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정도의 ECOG 3 점이었다. 당시 심한 불안과 우울로 집중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잠을 못자고 우울한 증상이 지속되었다. 연구자와 

상담 시 일주일 전 경, 함께 있던 병실 환자 두 명의 갑작스러운 임종을 경험한 후 

불안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 중 한 환자는 항암치료 중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환자는 그날 이후 ‘가슴이 탁 막혀오면서 갑갑하다.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했으며, 

그 이후 정신과 연결되어 우울과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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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와 상의 후 통증 조절 및 간성 혼수 예방을 위한 약제 처방 후 가능한 집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팀과 가정간호사를 연결하였다. 

퇴원 시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을 연결한 상태로 외래 진료를 받도록 

권유했으며 부인이 한 차례 방문 상담을 받았다. 퇴원 후 집에서 지냈으며 필요 시 

외래를 방문하여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았다. 퇴원 3 주경 되던 때, 갑작스러운 간성 

혼수 증상으로 구급차를 타고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입원 하였다. 입원 

후 거의 의식 없이 혼미한 상태로 지냈으며, 5 일 뒤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부인과 30 대 초반의 미혼 자녀 2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주돌봄자는 부인이며 

자녀들이 퇴근 후, 주말에 방문하였다. 주말에 자녀들이 부인 대신 돌봐주려고 했으나 

환자가 부인 이외의 사람이 돌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부인이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 

한다고 했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부인과 면담 시, 환자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 

예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했다. 부인은 의사 회진 시 따로 복도에서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환자가 부인과 의사가 따로 만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인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예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며 환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다.  

환자는 3 월 전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미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회진 시 주치의가 따로 가족을 불러 이야기를 할 

경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여 굳이 그 이유를 부인에게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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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의 경과에 대해서 부인이 설명 듣기 원했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 원하였다. 며칠 전 함께 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 악화로 임종하는 것을 

경험 후 ‘죽을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였나 그렇다고 자살을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함께 있던 환자의 죽음 이후 며칠 후 환자는 부인에게 자녀들을 병원으로 

부르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녀와 부인에게 당부할 말, 유언을 했다고 하며 

가족들과 가능한 함께 있고 싶다며 퇴원을 원하였다.  

퇴원 후 3 주 뒤 갑작스러운 간성 혼수로 호스피스 완화병원에 구급차를 통해 

입원하였다 환자는 가능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기 원하였으며 부인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싫어해요. 나만 가서 약 받아오래요. 지난 번 입원 때 아는 환자가 죽는 과정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남편의 마음을 대신 표현했다. 부인은 

최대한 집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다소 이상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빨리 

가지 못했다고 한다. 환자는 구급차로 호스피스 완화병원 입원 후 3 일 뒤 

임종하였으며, 그 사이 의식은 혼미와 혼수 상태였으며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하기 

어려웠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치료 과정에서는 의사의 결정에 따르는 성향이었으며, 생애말기 돌봄 장소 결정 

시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 이외에 의료적인 

상태 설명과 결정은 가족들을 통해 하기 원하였다. 부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인지 불안해 하며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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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학병원에 있을 동안 갑작스러운 간성 혼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임종 

가능성에 대한 설명,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설명은 회진 시 구두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원 입원 시 

부인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환자의 상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였다. 

  

12) 가족참여자 12  

 

가족참여자 12 가 돌보는 환자는 60 대 중반의 소화기계암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으며, 환자가 개별 면담은 원하지 않은 경우이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있을 

경우 서로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가족 중심의 면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첫 만남은 발병 후 3 년 4 개월 시점이었으며, 그 후 1 달 동안 집에서 

지냈다. 가정에서의 임종을 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재입원 후 6 일 뒤 병원 1 인실에서 임종하였으며 발병 3 년 5 개월 가량 된 

시점이다. 입원 시 회진과 가족 면담, 외래 시 진료, 전화 상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 3 년 4 개월 전 소화기계암이 발병하였으며, 그 후 2 번의 

수술과 5 번의 항암치료, 1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첫 만남 당시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는 정도의 보행이 가능했으나 힘들어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 

침대에서 지내는 EFOG 3~4 점 정도의 신체적 기능 상태였다. 가능한 집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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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2 주 뒤 집으로 퇴원하였으며, 당시 가정간호사와 호스피스팀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수액과 상처관리, 목욕 봉사, 기도 봉사, 의료기구의 대여 등이 

이루어졌다. 집에 있을 당시 연고지 부근 친구들이 방문하여 음식과 청소 등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자녀 2 명이 번갈아 집에서 돌보고 있었다.  

가정임종을 원하였으나 임종 6 일 전 통증과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응급실을 

경유하여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후 주사를 통한 증상 조절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한 가운데 1 인 실에서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자녀 2 명이 모두 휴직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으며, 주변 친구들이 거의 

매일 방문하면서 가족들과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환자는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나 

평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자녀들 중 1 명은 기독교, 1 명은 

종교가 없었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자녀와의 상담에 의하면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더 이상 

항암치료를 못하게 되면서부터 재산 정리 등 주변 정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에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해야 할 유언이나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 등을 자주 

나누었다고 하며 자녀들은 그러한 기회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죽음과 관련된 종교적인 접근이나 이야기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으며, 체력이 

떨어지면서부터 질병의 경과나 예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맡기기 원하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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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의사와 자녀들이 상의하여 이루어졌다. 환자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대신 결정해주기 원하였으며, 가족들은 가능한 환자의 뜻을 

반영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상담하였다. 자녀들은  

‘어머니 대신 결정하는 것이어서 환자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리결정의 부담감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호스피스팀과 의료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요청하였다.   

가정에서의 임종을 위해 호스피스팀과 지속적으로 준비하였으나 현행법상 주사 

마약제제의 병원 외 처방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면서 통증 조절을 위해 병원에서의 

임종을 결정하였다.  

 

13)  가족참여자 13 

 

환자는 60 대 말 호흡기계 여자 환자였으며, 면담 당시 뇌 전이로 인해 의식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였다. 진단 후 7 개월 뒤 진단 받은 대학병원 1 인실에서 

임종하였으며, 임종 전까지 환자와 가족의 상호작용과 가족 상담을 중심으로 2 주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질병과 치료의 진행과정 

진단 당시 호흡기계암 4 기였으며, 그 후 2 차례 항암치료와 1 차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임종 1 달 전 뇌전이로 인해 갑자기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으며 그 후 

방사선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는 눈은 뜨고 있으나 미세한 얼굴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 이외에 자의적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이후 환자의 남편에게 의료진은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임종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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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을 설명하였다. 임종 10 일 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임종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후 계속 다인실에서 지냈으며 병동에 

마련된 임종실에서 남편이 함께 하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②  가족관계 

출가한 자녀 2 명과 환자, 남편이 원가족이다. 자녀 중 한 명은 외국에 있으며, 

임종 10 일경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개인 사정 상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면서 환자에게 작별 인사를 모두 하고 

떠났다고 한다. 가족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주돌봄자는 남편이었으며, 연고지 

부근 교회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여 기도해주곤 하였다.  

③  질병에 대한 인지 

갑작스러운 뇌전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환자는 자신의 질병이 낫기 

어려운 상태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의사로부터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 들었으나, 회진 시 반복적으로 ‘어제는 소리에 반응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손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라며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곤 했다. 그리고 매일 혈액검사와 폐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으며, 조금이라도 좋아진 결과에 대하여 ‘다행이네요, 감사할 

일이네요.’라고 표현하며 기뻐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사는 ‘이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검사 결과에서 조금의 호전은 환자의 상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반복하였다.  

의사들은 조그만 변화에 희망을 갖는 남편을 위해 호스피스팀을 의뢰했으나 

남편은 환자에게 희망을 계속 줄 수 있는 일을 해주기 원한다며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였다. 남편과 환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죽음 후 구원에 대한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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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교회 지인들에게 희망적인 찬송가와 기도를 

부탁하였으며, 잔잔한 음악 보다는 ‘기운찬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부인의 의식이 명료치 않은 상태에서도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고 귀에 

대고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④  생애말기 의사결정 

연구자가 처음 방문 당시 의사가 남편과 아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설명한 

상태였으며, 가족 모두 환자가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원하였다. 남편은 동의서에 사인하기를 머뭇거렸으며 임종 3 일 전에 최종 

의사의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였다. 혹시나 자신이 한 사인으로 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할까 봐 염려되었으며 의사들의 부정적인 설명이 결정을 

망설이게 된 동기였다고 하였다. 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 

후에 환자의 상태가 다시 부침을 지속하자 ‘다시 아들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였다.  

의료진이 임종 1-2 일 전 1 인실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조용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권하였으나, 남편은 아직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다인실에 있었다. 그 후 임종 

4 시간 전 병동에 마련된 임종실로 이동하여 임종하였으며, 남편과 교회 지인들이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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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場) 

: 병동 회진과 외래 진료 

 

 

<그림1. 암병동 조감도>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은 외래진료와 회진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자의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이다. 장소에 대하여 Hall(Edward Hall)은 

생물체가 행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위해 동물 행동학적인 용어인 

영토권(Territoriality 영토의 소유, 사용, 방어)을 사용하였다(Hall & 최효선, 2013d). 

그는 인간의 역사는 주로 타인으로부터 공간을 탈취하고 외부인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려는 노력의 기록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영토권은 생물체가 자기 영토를 

방어하듯이 ‘누구의 영역을 침범한다(to move in on someone)’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생애말기에서의 영토권은 어디인가? 우선 생애말기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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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사전조사를 통해 의료적 의사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래 진료실과 

의사의 병동 회진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병동 회진의 

경우 Y 대학병원 암병동 내 간호사 스테이션, 병실, 복도가, 외래는 암센터 내 외래 

진료실과 진료대기실을 주요 장소로 선정하였다. 

 

1. 긴박감 속의 회진 
 

병동 회진은 주로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회진 시간은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Y대학병원 의사들의 회진은 수련의(resident) 회진과 주치의(staff) 회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수련의는 4년 과정이며 매 주치의 마다 수련의 1~2년 차와 3~4년 

차가 2명 가량 배정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었다. 주치의 회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련의들은 연차 별로 따로 회진을 돌고 있었으며, 특히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수련의 1년 차 혹은 2년 차들은 정규 주치의 회진 이외에 3-4회 가량 개별적인 

회진을 돌고 있었다. 환자와 가족들은 주치의 회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주치의 회진을 통해 검사결과와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 수련의 

회진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료적 부분을 점검하고 새로 들어온 입원환자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환자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치의 회진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주치의 회진에 걸리는 시간은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고 보고를 받는 시간부터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만나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1시간~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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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회진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입원 환자는 20~30명 가량 되었다.  

의사들은 보통 간호사 스테이션의 한 부분에서 회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열린 공간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와 가족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장소이다. 가족들이나 환자들이 여러 설명을 듣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간호사들이 여러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회진 전 이곳에 모여 함께 사진과 혈액검사 등을 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곳이기도 하며 회진 후 수련의들이 처방을 내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 1. 간호사 스테이션            사진 2. 간호사 스테이션과 복도, 병실 

 

의사들은 최근에 찍은 사진과 검사결과, 환자의 증상, 투여되는 약제 등을 

중심으로 회진을 준비하였으며,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를 확인하면서 회진을 진행하였다. 의료정보기술의 발달로 5~10여 년 

전부터 병원에서는 EMR을 통해 종이 차트가 사라지게 되었고, 영상공유시스템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0여 년 전, 환자의 검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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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병동에 와서 차트(chart)를 확인해야만 했던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진 회진 풍경이다. 주치의는 아침 회진시간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종합하여 필요한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수련의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주치의 회진 시에는 수련의와 주치의, 학생, 임상강사(Fellow)들도 

함께 회진을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배우기도 하고 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진 3. 회진 준비하는 주치의와 수련의 

 

환자에게 회진은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다. 특히 주치의 회진 

시간에는 다른 곳으로의 이동도 자제한 채 의사를 기다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병원 

상황에서 환자의 직접적인 돌봄을 위해 보호자가 상주한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함께 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하게 된다.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라도 주치의와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은 회진 시간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회진 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가 따로 환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을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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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병실에서의 회진   사진 5. 병원의 다인실 

 

대학병원은 1인실과 다인실(2~6인실)이 섞여 있다. 다인실의 경우 침상 사이에 

커튼을 칠 수 있어 환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나지만 작은 소리까지 모두 

들리는 구조이다(사진 4, 5 참조). 커튼이 있어서 가능한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는 

유지되고 있으나 바쁜 회진 상황에서 그 마저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회진 중 갑자기 의사가 청진이나 촉진을 할 경우 다른 환자와 가족(이성 

포함)들도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간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어떤 주치의가 옆에 있는 환자에게 직접 ‘얼마 살지 

못한다’고 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주치의가 회진 때 다인실에서 환자에게 “더 이상 쓸 약 없어요. 그냥 집에 편하게 계세요. 

제가 외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던 환자의 가족이 

들었어요. 그분이 회진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못된 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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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매몰차게 환자한테 저러고 갈 수 있냐고. 근데 사실은 그 의사는 환자, 보호자와 rapport 도 

형성되어 있고, 외래에서 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나 그 가족 중 한두 명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이 무섭다 . 싫다고. 저는 간호사니까……중간 입장에서 

다시 설명해요. 그 환자하고 외래에서 다 얘기가 됐었고, 다 자기의 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환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얘기해 드려요. 옹호를 

해주는 거죠. (간호사 3) 

 

위의 예와 같이 다인실에서는 환자 개인적인 회진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시 간호사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간호사들에게 회진 시간은 환자의 치료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회진은 

담당 간호사 혹은 병동 관리자들이 함께 하게 되며, 집중적이고 원활한 회진을 위해 

병실을 정돈하도록(TV 볼륨 줄이기, 회진을 위한 공간 확인하기)하며 가능한 편안한 

상황에서 회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도 한다. 회진을 위한 준비는 환자와 

가족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회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바쁘게 움직이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6에서 보듯 왼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간호사다. 직접 회진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회진 시 의사와 환자, 

가족들 옆에서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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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주치의 회진 중 복도에서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장면 

사진 7. 수련의 회진 중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장면 

 

회진 중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에게 직접 대화할 경우에 여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지켜보기로 하죠.’, ‘더 이상 사용할 약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여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가족들을 병동 복도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불러서 설명하기도 하였다(사진 6과 7). 사진 6의 경우 가족을 

중심으로 주치의, 수련의, 학생들이 빙 둘러싼 모습이다. 간호사는 한 발 떨어져 서 

있다. 사진 7은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며, 그 가족들을 

복도로 불러 주치의와 수련의가 설명을 하는 광경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성 상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급성기 위주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환자는 입원과 동시에 퇴원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효과적인 치료와 원활한 병상회전을 위해 회진 준비를 위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의료적 치료와 이에 필요한 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퇴원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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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퇴원 시점과 퇴원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정하기 위한 

대화를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며, 생애말기 환자의 경우 증상조절을 위한 치료를 위해 

연고지 부근의 호스피스 완화병원이나 다른 1, 2차 병원들로의 전원을 상의를 위한 

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의 특징 중 다학제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와 

관련된 경우, 위를 수술하는 외과 이외에 소화기 내과, 항암제를 사용하는 종양내과, 

진단하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 의학과 모두 함께 협의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활발한 회의와 모임이 진행된다. 필요 시 다학제간 협의진료 회의에서 다양한 

전문들이 함께 환자에 대하여 논의를 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협의진료를 내기도 한다. 

회진을 위한 1시간~2시간 동안 20~30여명의 환자 검사의 확인과 결정, 직접적인 

환자와 가족 만남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으며, 환자 한 명당 평균 3분~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사를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짧다는 것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외래 진료를 ‘3분 진료’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입원 시 

의사 회진에서도 많이 다르지 않았다.  

회진이 끝난 후 주치의는 외래 진료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 혹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병동을 떠났으며, 수련의들은 남아서 회진 때 결정된 사항들을 

정리하게 된다.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경우 회진 때 이야기가 나온 환자의 경우 필요 

시 다시 가족을 불러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위한 설명을 하거나 회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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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다림 속의 외래 진료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의사의 

경우 외래진료 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검사 결과에 

의해 더 이상 추가 항암치료나 방사선, 수술 등의 치료가 무의미하며 보존적 증상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다. 외래의 경우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ECOG 1~3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흉부 X-ray, 

혈액검사 등 간단한 검사를 1~2시간 전이 미리 하고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자와 가족들은 그만큼 진료를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EMR이 등장 한 이후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의사는 주로 컴퓨터를 보고 결과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으며 환자나 가족은 옆에서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8).  

간호사 역시 환자와 가족을 등지고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결과와 처방, 

이전 환자의 처방 수행 및 기록 등을 동시에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모두 환자와 가족을 향해 이야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위한 컴퓨터 

모니터를 향하고 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간간히 환자와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되나, 간호사의 경우 진료에 

'참여'한다고 느껴지기 보다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구조이다. 

외래 간호사는 환자 진료가 끝나면 다음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한 후 이전 진료가 

수행된 환자에게 진료 처방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 환자가 진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진료실과 외래진료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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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진료 전 후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때에 따라 학생들이 실습을 나와 진료에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사진 9).  

 

 

사진 8. 외래진료실                     사진 9. 외래진료 대기실 

 

사진 10 은 외래진료실 앞 대기실의 모습이다. 외래 간호사실에서 어떤 환자의 

가족들이 항암치료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물으면서 대체의학 약품과 식품에 대하여 

묻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주치의에게 묻지 못하는 사항을 간호사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진료실 앞은 늘 진료를 기다리는 분들로 분주하다. 진료 후 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다음에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항암제의 발달로 많은 약제들이 외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래 항암 

약물치료실(사진 11)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20~30 여명의 환자들이 한 

방에서 항암제를 맞고 있다. 주로 침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 시 간단한 

복수천자와 상처치료 등의 시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료기술이 발달과 기관의 

재원기간의 단축 차원에서 항암치료의 많은 부분이 점차 외래진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항암약물 치료실 앞은 늘 환자와 가족들로 붐비고 있다. 완치목적이 되었든 증상완화 

목적이 되었든 환자와 가족들은 이곳에서 받는 시술에 대하여 ‘치료’라고 생각하며 

의미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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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외래 항암약물 치료실 

 

3. 정보와 의료기술의 발달 
 

외래 진료는 검사와 사진을 보면서 의사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환자와 이야기 하기 보다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들을 사이에 두고 

의사소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은 비인격적이고 기계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다. 외래 진료 시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와의 진료 내용을 녹음하여 가족들끼리 

공유하거나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수시로 현재 

상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의사를 쉽게 공유할 수 있었다. 

이는 회진 이후에도 관찰되었으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치료에 대하여 즉각적인 

검색을 통해 정보, 즉 지식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외래진료 후 혹은 회진 이후에 환자와 가족들은 다른 가족과 통화나 문자, 

SNS 를 통해 의사와의 면담 결과와 환자의 상태를 논의하였다. 

외래진료를 마친 후 의사가 이야기한 약제를 바로 찾아 정보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참여자 9 의 가족은 의사가 진료 후 사용한다는 항암제에 대하여 다시 

연구자에게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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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까 의사 선생님이 항암제를 약자로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했었는데, 그 약자를 다시 알고 

싶어요.. 

(간호사가 알려준 약명을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바로 알아본다) 

가족: 이 약은 콩팥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배뇨기능이 약해서 비뇨기과 진료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고도 이런 약을 권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가족간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용이해졌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생애말기 암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장점과 인터넷에 공유된 정보에 

의존하여 의료진들에 대한 불신이 함께 관찰되었다.  

 

4. 생애말기에 공존하는 서양의료와 보완대체의료 
 

회진과 외래 진료 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서양의료 이외에 한의학을 포함

보완대체의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애말기 환자들은 집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면역력 증강과 질병에 좋은 음식과 약

초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에 있어서 서양의료와 보

완대체의료의 경계는 모호하다. 단지 ‘몸에 좋은’ 것을 찾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뿐이다.  

입원환자 침상 곳곳에는 이미 서양 의료의 약 이외에 여러 약품과 뜸, 온열기구 

등이 놓여있으며, 회진 중에도 온열요법을 대체한다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뜸을 뜬 자

국들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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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을 위해 암병동에 갔을 때 방에서 면역력 증진과 관련된 약용버섯 관련 전단

지를 발견하였다(사진 11). 병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문상을 온 방문자 등 많

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이러한 전단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단지에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여러 가지 면역요법에 관련한 재

료와 용품들을 파는 곳이었다. 자세히 보니 환자들 방방마다 같은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업체사람 누군가 다녀갔으리라 생각되었다. 

 

       

사진 11. 암병동 다인실 침대 마다 놓여있던 약용버섯 관련 전단지 

 

 

암이라는 판정을 들은 이후부터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들은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더 이상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못하는 단계에 오면, ‘그냥 당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이러한 대체요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가족 1)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금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아 보고 싶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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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끝이 죽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

잖아요. 병원 의사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요. (환자 2)  

 

의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른 치료는 하지 마세요.’ 하겠지만, 완곡한 표현을 쓰면, 이건 조용한 안락사

가 되어 버려요. 제 위에 있는 여동생이 외래 진료 때 (대체요법에 대하여) 이것 저것 물어봤더니 

의사가 역정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에게 물어 봤어요. 만약에 지금 한약을 먹지 

못하게 하면, 당신들(의료진들)이 찍어둔 정점에서 그 시간이(죽음이) 당겨질 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고. 

(가족 2) 

 

이와 같이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죽음과 싸우기 위해 서양의료 외에 보완대체의료를 함께 찾고 있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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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A. 생애말기 암환자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시점을 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거부(do-not-resuscitate, DNR, No Code, 

No CPR: 이하 DNR 로 통일) 동의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 시기를 중심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였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었다(Heo, 2013; Kim do et al., 

2007; Lee et al., 2013). 본 연구를 위해 시행한 사전조사 결과에서도 임종 1~5 일 

사이에 대부분의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환자가 이미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식상태 역시 

정확한 의사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충격과 불안,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기 꺼려하였다. 사전연구에서의 결과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생애말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시작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완치목적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는 시점부터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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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말기 확인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은 완치 목적의 치료(curative care)와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palliative car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치 목적뿐

만 아니라 완화적 목적의 항암, 방사선, 수술적 치료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결정을 한 

시점을 생애말기로 설명의 시작으로 설정하였다.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치

료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항암제의 경우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보다 약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거나 치료 전보다 

20~25% 가량 종양의 크기가 증가했을 경우 약물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외래나 병원 입원 시 CT, MRI, PET CT 등 정밀 방사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1) 외래에서의 설명 

 

일반적으로 외래진료를 올 수 있는 환자는 걷거나 휠체어 등의 도움으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방문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와 검사가 이

루어진다.  

환자 참여자 10의 경우 임종 9개월 전 외래 진료를 통해서 더 이상 항암제나 방

사선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어 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이다. 당시 환자는 가벼운 

집안 일이 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상태(ECOG 1)였으나, 의사의 결정에 신뢰를 가지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중상이 지

속되었다. 가족과 환자는 의사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였으며 보존적 목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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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치료를 6주 가량 받았다. 그 이후 체력 저하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환자에 따라 더 이상 쓸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 다른 의사를 

통한 2차 소견을 구하기도 한다. 

다음은 외래 진료를 통해 의사가 환자 참여자 9와 그 가족에게 생애말기 상황을 

설명하는 예이다. 

 

주치의: 크기가, 크기가…… 커졌거든요. 크기가…… 

가족: 네……(낮은 목소리로 의사의 말에 응답하고 있다). 

주치의: 마지막 항암제를 한달 전에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커졌어요. 지금 증상이 있나요? 

환자: 복부 오른쪽이 좀 더 아파요. 

주치의: 덩어리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하죠? 더 쓸 약이, 음……더 쓸 약이 없는데. 

가족: 다른 약도 없나요? 

주치의: 지금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요. 증상 조절 밖에는…….진통제가 더 필요 없으신가요? 

가족: 통증이 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용량 그대로 가도 되나요? 

주치의: 증상에 따라 진통제 용량 늘여도 됩니다.  

가족: (종양의 증가) 속도가……어느 정도 빠른가요? 

주치의: 이게 3개월 전 사진인데 그에 비해서 이만큼 커졌어요(컴퓨터 사진을 환자와 가족에게 보여

준다). 방사선치료 한 적 있나요? 

가족: 의뢰했는데 (방사선치료가) 안 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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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더 이상 쓸게 없네요. 일단 진통제 쓰면서 봅시다.  

남편: 그러면……어떻게 해야 하죠? 

주치의: (겸연적은 듯 웃으면서) 뭘 어떻게…… 어떤 치료도 어려운 거니까. 

환자: 항암제 더 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치의: 항암제도 쓸 수 있는 만큼 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고개를 젓는다) 

환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방법 밖에 없나요? 

(주치의는 아무 말 없이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대부분 오랜 기간의 치료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더 이상의 방사선, 항암, 수술이 

안된다고 설명할 경우 환자와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환자 참여자 3의 경우 마지막 항암치료제를 사용한 후 재발되었을 때 의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음을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참여자 3은 이미 자신의 

‘병이 많이 악화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걸 안다’고 말하면서 치료가 어려

운 상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재산과 일들을 정리하였다.  

반면 환자에 따라 신체 기능이 좋아서 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환

자가 납득할 만큼 충분히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의사의 의학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환자 참여자 9과 참여자 10의 경우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의 환자의 신체적 기능이 ECOG 1로 가벼운 

집안일이나 사무실 일은 가능한 상태였으며 암으로 인한 증상 역시 심각하지 않았다. 

의사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의미 없으며 증상 위주의 완화치료를 지속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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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을 때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상태라고 생

각하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발병 기간이 짧고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음은 암 진

단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적극적이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

을 들은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설명이다.   

 

어제 진료 온 환자분이 진료 끝나고 오시더니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외래 진료 때‘항암은 의

미가 없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환자도 (그냥 별 말 없이) 가셨어요. 근

데 어제 그 치료를 다시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안 된다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치료 안 해준다고)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 성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저

도 듣지 않았냐 하면서 오열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미 의미가 없는 거 다 알고 

가셨는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

아서 그냥 들어 드렸어요. (간호사 1) 

 

환자 참여자 2는 발병 7개월 정도까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며 항암

치료 중단 후 2개월 뒤 임종하여 진단 후 임종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 진단 초 이

미 4기로 진단 받았던 상태였으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갔다. 치료를 그만둘 당시 

통증과 복수 등의 증상 악화로 자가 돌봄은 가능하였으나 가벼운 집안 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ECOG 2). 하지만 그 환자는 자신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더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동의해 주지 않는 의사에게 불만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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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의 예후에 대해 설명들은 환자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었다. 

 

2) 병원 입원을 통한 설명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를 우

선으로 한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입원하게 되며 의사는 

검사 결과와 증상 확인 후 환자와 가족에게 예후를 설명하고 있었다. 환자 참여자 4

의 경우 장 폐색을 위해 보존적 치료 목적에서 외과적 시술을 받았다. 수술 후 환자

는 점차 회복을 했으나, 기대했던 것만큼 식사를 많이 하지 못하였다. 수술 후 외과에

서 지속적 치료를 위해 다시 종양내과로 환자가 전과되었다. 다음은 회진 시 종양내

과 의사와 환자의 대화이다.  

 

의사: 수술은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참여자 4: 움직이거나 이런 건 많이 좋아졌어요. 병동도 혼자 걸어 다녀요. 그런데, 아직 식사량이 많

이 늘지는 않아요.  

의사: 수술 후 한달 쯤 경과를 본 후 항암치료를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식사량이나 면역력, 간기능이 치료할 만큼 좋아지지 못하면 항암치료 지속할 수 없게 되기도 해요. 

참여자 4: 열심히 운동도 하고 먹는 연습도 해서 체중 늘여서 올게요.  

의사: 네, 빨리 회복되시길 바래요. 퇴원하시고 외래에서 뵐게요. 다음 번 올 때 컴퓨터 촬영하고 오세

요. 그 결과 보고 치료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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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자 참여자 4는 한 달 뒤 원발성 암이 더 커지고, 환자의 식사량도 늘지 않아 

항암치료를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환자의 질병의 특성에 따라 앞으로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보존적 목적의 항암, 

방사선, 수술을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환자가 치료 과정을 통한 겪게 되는 고통과 

삶의 질을 비교하여 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적 기준이 명

확하지 않아 의사 역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의학적 설명을 하고 

환자, 가족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죽음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환자, 가족은 의료

적 판단을 어려워한다. 주도적인 성격의 환자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자신

에게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  

다음은 회진에서 의사와 생애말기 암환자의 대화이다. 환자는 50대 초 여자였으

며 간담도계 질환으로 7년 째 투병 중이었다. 3차례의 수술, 4차례의 방사선치료, 5차

례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척추 쪽으로 전이가 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고 있

었으며 신경외과에 수술 가능성에 대해 협의진료를 의뢰한 상태였다.  

 

(회진 1일) 

환자: 저린 감과 감각 없어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주치의: 처음에는 감각이 이상해지다 방사선 치료가 반응이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려하는 치료는 우선 수술인데, 수술 자체가 커서……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방사선 받

고 있어요. 운동 신경까지 증상이 오는 경우도 수술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환자: 증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붙잡고 걸어도……계속 이상이 있어요.  



 

１１２ 

주치의: 신경외과 다시 만나게 해 드릴께요. 다른 가족들도 수술하시는 것은 같이 상의하셔야 해요. 지

방에 계신 남편도 오시게 하고…… 

환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주치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서 결과는 잘 모르는 건데요. 지금처럼 증상이 

지속되면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수술 외에 방법은, 사실, 지금 다 한 거예요. 방사선도 다 받으

셨고……본인 생각에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환자: 네, 그냥, 다리가 통나무 만지듯 한 느낌…… 감각이 꼬집어도 내 다리 같지 않아요.  

주치의: 척추 때문에 그러건대요. 일단…… 신경외과 선생님 만나게 해 드릴께요. 그리고 소변이 안 

나오거나 운동신경, 그러니까 걷는 게 이상하면 다시 바로 이야기 하세요.  

 

3일 뒤 회진 때 환자와 남편이 함께 있었다. 2일 전 수술을 집도할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수술 설명을 자세히 듣게 되었으며, 결국 환자와 가족은 수술을 하지 않

고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증상조절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

였다. 환자, 의사, 의료진이 서로 적극적인 상의 하에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생애말

기 의사결정을 한 경우이다.  

 

(3일 뒤 회진) 

환자: 거의 못 움직이고 소변 못보고 있어요. 아래는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주치의: 하반신은 그럴 수 있어요. 병으로…… . 

환자: 다리 이런 걸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약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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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지금은……(안타까워하며 손을 잡는다) 항암제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힘

들게만 할 수 있거든요. 수술에 대해 상의 했었는데……수술은 안 하시기로 하셨죠. 

환자: 네. 

주치의: 마비는 이제 진행할 거예요.  

환자: (울먹인다) 급작스럽게 진행되니까……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주치의: (안타까워하며)힘드시죠. 수술이나 항암이 도움이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병이 얼마나 빨

리 나빠질지 천천히 나빠질 지……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이 정도면은 하반신 마비가 오기 시

작한 거구요. 숨도 찰 수 있어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하실 때입니다. 집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가족: 집 근처에 호스피스 병원에 있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주치의: 네, 거기라면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 있으니까 소견서 써 드릴께요. 저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많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이 갑자기 더 나빠져서 예상치 못

하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증상 관리 차

원이 중요해요.  

 

환자와 가족들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한 의

료진을 신뢰하였으며,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어려운 결정이었지

만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 충분한 공감과 합의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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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생애말기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입원과 외래진

료를 위주로 병원 방문을 지속하면서 증상관리를 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통해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그 동안 환자에게 생애말기 돌봄

을 어디서 받을 지 결정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한다. 가능한 진료하기 편하며 가

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병원을 포함한 연고지 부근의 병원을 추천하

게 된다. 그러나 환자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을 떠나는 것을 불안해 하

며 다른 곳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다음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환자 참여자 2와 나눈 임종 한달 전의 

대화 내용이다.  

 

연구자: 호스피스 병원 권유 받으셨다는 기록 있던데, 병원은 상의 하셨나요? 

환자: 몇 군데 병원 추천하시긴 하던데. 제가……입원은 싫어요. 그리고 병원도 낯설고. 옆에 있는 

사람들(가족)도 고생이잖아요. 상주해 있어야 하니까? 

연구자: 그래도 지금 허리 아프고 복부 불편하여 잘 눕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오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환자: 네. 생각해 볼게요.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전화 통화 2주 뒤 

통증과 호흡곤란, 복수가 심해지면서 응급실 통하여 입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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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입원하는 경우 대부분 응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

게 된다.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제한적인 자가돌봄이 가능한 ECOG 3 이상 될 경우 

외래진료를 통해서 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참여자 4의 경우는 연고지 부근 병원

에서 비타민 치료를 받으며 지내다 폐부종과 수술 부위 출혈이 시작되면서 다시 원래 

치료를 받던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였다. 참여자 6의 경우 항암치료를 그만 둔 후 절망

과 우울이 심하여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지내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외래를 통해 입

원을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애말기 암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증상관리 한 후 연고지 

병원 혹은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급종

합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중증 질환 환자의 치료를 주된 목적을 두기 때문에 만성 질환

자의 경우 1, 2 차 병원이나 호스피스 완화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실제 

모든 환자는 입원 순간부터 퇴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는 생애말기를 앞둔 환

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퇴원과 전원에 대한 의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전원이나 퇴원을 준비하려면 저희 전공의들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진료협력센터랑 뭐랑 해

서 (가능한 병원) 알아봐 드려야 해요. 그리고 환자에게 장기로 입원할 교수님께 불이익이 간다, 이렇

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 꽤 있고요.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장기재원환자에 대한 관

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치료받을 환자가 못 오는 경우도 진짜 솔직히 

많거든요. 일반 외래를 가도 이 환자 뭔가 급하게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데 병실이 1인실도 없는 경우

가 허다해요. (의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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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 하면서 퇴원이나 전원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죠. (퇴원이나 전원을 빨리 보내야 하는 것은) 어

쩔 수 없는 대학병원의 한계인 거 같아요.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는 치료 받던 병원에 있고 싶어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제가 가족이면 조금 싫을 거 같아요. 버림받는 느낌일 수도 있고. 호스피스기관이라고 된 

곳이 국가의 관리를 받는 제대로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대부분 ‘호스피스’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곳은 요양병원 급이나 약간 (시설이) 안 좋은 곳이 많아요. 특히 지방에는요. 보통 환자 연고지 

근처, 이런 쪽으로 사실 보내는 거거든요. 괜찮은 병원으로 전원가면 다행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 4)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환자는 상태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하게 된다. 의료진에 

따라 가능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병원이나 연고지 부근의 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3. 구두 사전의료지시서(Verbal advance directives)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한 사전조사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구두로 사

전의료지시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점과 공식적인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를 받는 시점

이 달랐다. 주치의의 특성에 따라 구두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합의가 일찍 진행되어 

생애말기 확인이 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구두 사전의료지시서와 

서면 사전의료지시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나 후자 모두 구

두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합의는 거의 주치의와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서면 사

전의료지시서는 수련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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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따라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설명 시점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특히 의

사의 경우 같은 내과의 경우라도 분야에 따라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는 시점에 차

이가 있으며, 종양내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전의료지시서

를 설명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기도 하였다. 사전의료지시서의 치료 범위를 설명하

는 것이 의사마다 차이가 있음을 간호사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종양내과에 근무하기 전에 소화기 내과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치의 선생님들은 환자의 Vital 

sign이 흔들려야 가족들을 불러서 DNR에 대해 설명해요. 임종 당일 설명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전

에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다른 

병동에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대부분 임박해서 DNR 설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종양내과에 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임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

런지는 모르겠는데…… DNR 동의서를 미리 받지는 않아도 구두로 미리 미리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환자 힘든 처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힘들어하면 환자, 보호자랑 

상의해서 수면제를 써서 재우기도 해요. 그전에 보호자랑 환자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환자를 재우는 것이 너무 이상했는데, 여기 (종양내과) 간호사들은 원래 

그렇다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소화기 내과에서 10년 정도 일하면서는 그런 경우 거

의 본적 없었어요. (간호사 5)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설명이 언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의료진

들이 환자 스스로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찍 설명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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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 구두로 예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은 주치

의가 결정하여 가족에게 알렸다. 대부분 임종을 위한 ‘마음의 준비’하라는 내용의 의

사 설명이 이루어졌다. 구두에 의한 설명 시,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체적인 내용(심폐소

생술을 할 것인지, 중환자실 사용과 인공호흡기 사용을 원하는지, 투석을 할 것인지, 

승압제, 강심제, 항생제, 영양제 등의 사용 정도, 혈액검사, 수혈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외래 진료 때 재발되는 경우나 치료약을 바꾸는 경우 환자한테 앞으로의 치료 선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를 이야기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항암제의 경우는 반드시 설명하고. 또 더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못

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증상 조절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겠다고 이

야기 해드려요. 그러면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가족들과 좋은 곳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 드리고

요.. DNR에 대해서는 (회진과 외래진료 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족한테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해요. (의사 1) 

 

계속 나빠지는 상태에서, 못 먹어 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 얘기를 

하면, 두 개가 같이 복합돼서 knock down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신체적 기능이 좋은) 상태

에서 ‘이제 나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다’ 말을 해줘야 해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많이 

depression 돼서 고비가 생겨요. 약도 먹기 싫고 집에 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 떤 사람은 2~3일이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2~3주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살 수 있는, 몸의, host가 좀 performance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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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점이 그 것보다 늦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잘 못하는 거죠. (의사 6) 

 

구두 설명을 미리 하는 이유는 생애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으며 치료가 어려운 경우 가능한 일찍, 점차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설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었다. 

환자나 가족들 중에는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므로 의사가 치료의 중단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스스로도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

거나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의료진 역시 진실고지와 죽음에 대한 설명의 부담감이 상충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였다.  

 

어떤 보호자는 주치의가 더 이상 환자한테 해 줄게 없다.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냐. ‘고 회진 중에 

소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어요. …(중략) ‘나이가 80세가 넘은 분들도 끝까지 다 하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데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 같아요. 너희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네가 다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마음이랑 어쩔 수 없는 것을 아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5) 

 

어떤 의사들은 환자에게 바로 예후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오랫동안 함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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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왔고, 외래에서 이야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돌

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주치의 본인은 나쁜 이야기 하지 않고 수련의한테 설명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회진 때는 보고만 받고 고개만 끄덕 끄덕…….보호자가 주치의에게 물으면, ‘좋지 않은 상황

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선생님(수련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하고 가버려요. 물론 회진 시간이 

바빠서도 그러시겠지만, 나쁜 이야기 하기 힘들어하는 의사들도 있는 거 같아요. (간호사 2) 

 

사전의료지시서의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의미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구

두 사전의료지시서는 외래진료나 회진 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회진 시 대부분 간호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명의 의사들이 함

께 회진을 오거나 병동 내에 바쁜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진 시 나눈 이야기가 다른 

의사나 간호사와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환자, 가족,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다음은 생애말기 암환자가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가 있었을 경우 담당 의사가 없

는 경우 일어난 경험에 대한 간호사의 진술이다.  

 

예전에 (어떤 환자의 경우 부인에게) 구두로는 DNR 설명을 했으나 서류로 안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

느 날 갑자기 환자가 안 좋아졌는데 담당 파트가 당직이 아니었어요. 마침 늘 환자랑 같이 있던 부

인이 딸과 교대해서 딸 혼자 있었고. 딸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당직의도 DNR 서

류가 없으니 급한 상황에서 intubation(기관삽관)까지 했죠. 근데, 다음날 와서 담당 주치의가 우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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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한테 와서 왜 DNR 환자한테 intubation 했느냐는 거예요. 회진 때 환자 보호자 살짝 불러서 한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간호사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면 작성에 앞서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며 생애말기 암환자 본인이 배제된 채 가족에게 설명되

고 있었다. 구두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는 것은 생애말기 갑작스러

울 수 있는 상황을 환자와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기 위함이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회진과 외래진료를 통해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주변정리를 하도록 준비하는 내용을 위주로 의사가 전

하고 있었다. 대부분 의사의 설명을 받아들이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료진이 환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족들도 있었다. 의사에 따라 

나쁜 소식을 전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구두 사전의료지시서

의 경우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

려울 수 있었다.  

 

4. 임박한 임종(Impending death) 
 

활력증후군(vital sign)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급격하

게 떨어지게 되고 급격한 배뇨감소, 체인스톡 호흡(cheyne-stokes breathing), 사전

천명(死前喘鳴, death rattle), 산소 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에는 언제든지 임종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전원을 준비했던 상황이라도 이동하지 않

게 된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현재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시간 혹

은 수일 이내에 임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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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2의 경우 입원 전 외래진료 시부터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병원으로의 

전원에 대하여 환자, 가족과 상의하였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전원을 

알아보지 않았다. 입원 후에도 의료진들은 증상관리 측면이나 가족들을 위해 다시 호

스피스 완화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으며, 얼마 후 환자와 가족들이 생각한 병원에

서 입원이 가능하다고 연락들 받았다. 그때는 이미 환자의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었으

므로 전원을 취소하고 치료 받던 대학병원에서 임종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종이 임박한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1인

실로 옮기도록 준비한다. 환자의 병실 이동은 다른 암환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5. 서면 사전의료지시서(Official advance directives) 
 

임종이 임박하여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의 의견

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태가 대부분이다. 대학병원에서 서면 사전의료

지시서는 수련의들이 설명하고 가족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들은 의

사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가족 회의를 통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의료적인 의사결정이므로 대부분 의사의 판단으로 가능한 치료

에 대해서 가족에게 설명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수련의 1~2년차가 주로 설명하고 있

었으며 ‘의사소통’이라기 보다 의사로서의 전문적 소견 ‘전달’이었다. 세부 결정 항목

에 대해서도 의사로서의 경험에 의한 생각을 가족에게 미리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정도의 상태이더라도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설명과 서

류 작성은 대부분 가족들과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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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봐서 더 이상 해줄게 없다 싶으면 ‘DNR permission 준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희(간호사)가 서류를 뽑아놓죠.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요.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체적인 항목

에 대해서는 거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체크하고 선택하는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액이나 항생제는 지

금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맞고, 투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가족이 체크하게 하는 경우

는 거의 없어요. 워낙 의료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시기도 하고. 보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런 일들이 많

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갑자기 모이고, 자

기를 빼놓고 의사를 따라 쭉 나가면 환자도 이미 어떤 상황인지 다 아세요. 의사가 좋은 얘기 하려고 

부르는 건 아니란 건 다 아시더라고요. 가족이 돌아왔을 때 환자가 무슨 일이 있냐고 ‘아냐, 괜찮아’이

렇게 둘러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본인이 ‘안 좋구나’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

라고요. 90% 이상은 짐작하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환자라면 더 불안할 거 같거든요. 의사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족이 동의하기 어려워하면 더 상의 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이런 절

차를 밟아요. 99% 이상이. 저는 한번도 본인(환자)이 작성한 적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간호사 5)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설명은 환자를 위한 치료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하

지만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임종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임을 방어적 의미에서 설명하는 

목적도 있다. 일부 간호사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과 연명치료 위주의 사전

의료지시서가 환자와 가족을 위하기 보다 의료 사고 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경우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치료 방향에 대한 적절

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서로 다른 치료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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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Vital sign이 흔들리고 혈액검사 등에서 환자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저

는 항상 DNR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환자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라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이런 상태(임종

이 임박한 듯 여겨지는 신체 상태)로 보름도 갈 수 있고, 몇 시간 후에도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어떤 경우 예상치 못하게 임종하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증상 조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 경우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 4)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환자나 보호자 건강할 때, insight 있을 때 미리 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

우는 진짜 expire 하기 직전에 DNR 싸인 받고 이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 (환자나 가족

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우리(의료진)를 위한 사인(sign)이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DNR 동의

서는 아닌 거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뭔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DNR에 대한 동

의인 거지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DNR 동의서는 아닌 거 같거든요. 어떤 때는 DNR임에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하고 지지부진하게 환자 다 힘들게 하고 결국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간호사 4).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치료에 대하여 의문이 생

길 수 있으며, 자신들이 환자를 대신해서 서류로 인해 환자의 임종을 당길 수도 있다

고 생각하기로 한다.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와 가족들의 치료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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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을 반영한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조율과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DNR 동의서는 썼지만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계속 있으니 보호자들도 양가감정 있는 거 같거든요. 환자

가 힘들어 보여서 포기는 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가족도) 힘드니까 포기를 결정하기는 해요. 배우자나 자

식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앞서는 거 같거든요. 

내가 너를 포기했어, 그런 마음?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제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저도 정말 과연 DNR

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를 되게 고민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간호사 4).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되어 있었지만 문서화된 내용과 생애말기 암환자에게 실제

적으로 제공된 처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의료진간 명확한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DNR인데 왜 저 승압제를 쓰지? 왜 혈압 떨어진다고 로딩을 하지? 왜 저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

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항상 의문가는 점이 그거에요. DNR인데 왜 저걸 쓸까? 혈압 떨어지면 그냥 지

켜보겠다고 서류에 사인 했는데. 그런데, 그 서류는 별개에요. (간호사 2)  

 

대부분의 경우 수련의 1년 차에 의해 사전의료지시서가 설명되고 있었으며 경험

이 많지 않고 가장 바쁜 수련의 1년 차들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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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회진을 하면서 주치의선생님이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같다고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

면 보통은 1년차 때 제일 많이 DNR 동의서 설명을 하죠. 연차가 올라갈수록 설명이 쉽기는 해요. 그렇

다 하더라도, 1년차라고 하더라도 말기 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경우

에 따라서 교수님이 매번 얘기를 해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

냐고…… 그런 경우는 드물게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외래에서 설명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의사 5) 

 

연차가 낮은 경우에는 당직을 설 때 갑자기 동의서(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진짜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안 받아야 될 상황인지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

고 환자, 가족과 rapport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진료 제도가 환자와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입원 환자가 40명인 경우 5분씩만 봐도 200분이거든요. 그런데, 1년 

차는 아침 회진 전, 교수님과 함께, 오후 회진 전, 오후 회진 시 기본으로 4번은 돌아야 해요. 그리고 환

자가 문제 있다고 하면 몇 번이라도 가야하고. (의사 3)  

 

대부분 레지던트 1 년 차들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DNR 설명을 하죠. 그런데, 1 년 차들은 가족들이 뭘 

설명하고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배웠었던 거 하고 실제 보는 거 하고 다른데.. (의사와 가족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해요. ‘혈압이 떨어지면 승압제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대부분 가족한테 통보 식으로 알려줘요. 사실 강심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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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압제를 언제 써야 하는지 투석을 언제 해야 하는지 의료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간호사 2) 

 

대부분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련의 1 년 차가 

생애말기 암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 후 작성되고 있었으며, 의학적 소견을 위주로 

의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수련의 1 년 차가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를 위한 

치료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임종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임을 설명하는 방어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면 사전의료지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치료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치료 방향에 대한 적절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서로 다른 치료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6. 임종 
 

환자가 임종하게 되면 의사가 방문하여 확인 후 임종을 선언하게 된다.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족들이 결정한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임종 

후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은 가족들의 몫이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임

종이 늘어나면서 장례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최근에는 장례를 

위한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종교 기관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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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자의 죽음 인지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양상 

 

위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적인 특성을 살펴 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생애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의 인식 상태에 따른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간의 상호작

용과 의사소통 양상을 중층분석 하였다.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인지하는 상태

와 예후를 명확하게 모른 채 임종을 맞는 두 단계로 크게 나뉘었다. 본인의 예후를 

아는 경우는 다시  

 

1. 본인의 예후를 아는 경우 
 

1)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연구 참여자 중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을 주관적으로 하기 

원하였던 환자는 한 명이다. 참여자 3 의 경우 평소 스스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성격이었으며, 임종 4-5 개월 전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정리를 비롯한 주변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불화로 자신이 원하는 장기기증, 시신기증 등의 죽음 준비는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상의에 의한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중 죽음을 직면하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상의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회진을 통해 관찰한 생애말기 환자에 대하여 의사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진을 통해 관찰한 환자는 간담도계 질환암으로 2 년 동안 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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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70 대 중반의 남자 환자였으며, 1 년 3 개월 가량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전이되면서 그 이후 증상조절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예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첫 회진 시 사전의료지시서에 동의를 한 상태였다.  

다음은 회진 후 환자의 주치의와의 대화 내용이다.  

 

그 환자는 처음 진단부터 본인 병이 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해요.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다 알려고 조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면서 환자, 가족 모두 동의 하에 DNR 을 결정했어요. 얼마 

전부터 통증이 있고 피를 토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을 알고 환자께서 미리 재산 정리, 유언 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신기증도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본인 뜻이 워낙 

확고하니까 (가족들도 나중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남편이 미리 다 알아서 (결정)해서 좋고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기 좋고, 편하게 호스피스병원 등도 알아봐서 좋다고 하세요. 그런 결정(DNR 과 

시신기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고 하시고. 통증 조절만 잘 되면 지금 편하다고 

하세요. (의사 1) 

 

참여자 3 과 회진 시 만난 70 대 환자 모두 자신의 상태를 사실대로 알기 

원하였으며 죽음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주변 정리 등을 통하여 죽음 준비를 하면서 

평안한 임종을 원하였다. 두 환자 모두 자신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주관적으로 하기 

원하면서 공통적으로 시신기증을 원했으나 참여자 3 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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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환자의 죽음 인식상태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환자의 맥락적 상황이 

생애말기 암환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2)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의료적 결정을 가족들에게 맡김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한 참여자 3 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 참여자들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 남은 삶의 정리 부분에서 가족들에게 맡기기 원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환자의 죽음 인식 상태와 관계 없이 관찰되었다.  

참여자 8 의 경우 가족의 요청으로 회진 시 자신의 예후가 좋지 않음을 설명 

들었으며 남은 시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팀이 연결되었다. 의사로부터 

설명을 후 비교적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 들였다.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의료적 의사결정을 가족이 대신 해주기 원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 준비나 

의료적 결정을 위한 대화를 터놓고 나누지 않았다. 

가족 참여자 12 의 경우 더 이상 항암치료를 못하게 되면서부터 재산 정리 등 

주변 정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능한 집에서 지내기 원했으며 돌봄 

장소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을 

신청하였다. 집에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해야 할 유언이나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 

등을 자주 나누었다고 한다. 질병의 경과나 예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족에게 맡기기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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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우울해함.  

 

   환자 참여자 2, 4, 6 의 경우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의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울해 하였다. 죽음을 직면하기 보다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 관찰할 수 있었다. 

환자 참여자 4는 본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위

해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아니고

…… 저도 알아요. 뭔가 해야겠다는 건. 근데 자꾸 미루고 싶은 거죠. (환자 4) 

 

환자는 원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원치 않았으며 우울한 상태로 지냈다.  

남은 생에 대한 정리는 가족들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    

환자 참여자 2의 경우 역시 예후를 알게 된 후 남은 생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환자는 자신이 하던 일을 언제부터 마무리해야 하는지 나에게 물었다.  

 

환자: 근데, 얼마나 걸리나요? 

연구자: 어떤 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세요? 

환자: 지난 번 외래에서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궁금해요. 

연구자: 의사에게는 물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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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들이 물어본 거 같은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알고 싶어요. 의사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고…… 

연구자: 아시는 것에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실 듯한가요? 

환자: 정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통증이랑 복수로 너무 힘드니까 달리 할 수 없어요. 기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환자 참여자 2는 외래진료를 통해서 의사로부터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들었으나 정확한 예후에 대해서는 물어볼 용기가 없다고 표현하였다. 위의 대화를 나

눈 지 2주 후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얘기 했어요. 근데 정리하기 힘들면 (가족들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무리하지 말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부터 해야 할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할 힘이 없

어요. (환자 2) 

 

환자 참여자 2는 마지막 입원 2주 뒤에 임종하였으며 입원 기간 동안 가족 이외

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환자 참여자 6은 첫 진단 시부터 본인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의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피하면서 우울한 상태로 지내었

다. 통증이 심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다시 심한 우울에 빠

지게 되었다. 식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죽는 것이 무섭다’고 표현하면서 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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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1인실 방안에 웅크리며 지내다 임종하였다.  

  

4) 예후를 알고 있으나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 지속 

 

참여자 10 은 6 개월 전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못한다는 설명을 가족과 함께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그 이후 자포자기 하면서 우울해하였다.  

 

6 개월 전에 더 쓸 항암제가 없다고 할 때 사람이……아주 못 쓰겠더라고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번에도 꼭 그때 같아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평소 자신의 일은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인데도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충격을 받으면 힘들어해요. 

(가족 10) 

 

참여자 10 의 가족은 의사를 따로 찾아가서 큰 도움이 못되더라도 항암치료를 

지속해 주기를 원하였다. 의사는 보존적 목적임을 설명하고 항암치료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얼마 후 증상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다. 면담 시 환자는 자신의 예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신을 위해 애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굳건하게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환자는 더 이상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났을 때 자신이 하던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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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이 더 쓸 약이 없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저런 주변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하려고 생각했던 걸 다는 못 하겠더라 구요. 그리고 자꾸 가라앉고 눈물만 

나고……수시로 눈물 많이 흘렸어요. (환자 10) 

 

환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을 때, 주돌봄자인 부인은 회진 시마다 복도에 서 

있다가 의사를 환자 모르게 따로 만났다. 부인은 말소리를 작게 낮추면서 환자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하여 거의 매일 확인하였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부인은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 환자와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절대 환자에게 죽음과 

관련된 말은 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환자의 자녀들은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아버지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안부 인사만하고 떠나야 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상태에 대하여 며느리는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게 맞냐?’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환자 참여자 10 의 경우는 환자와 가족 모두 예후를 알고 있으나, 마치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와 같이 행동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환자와 가족 모두 나름대로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한 경우이다.  

반면 환자 참여자 11 의 경우 주치의가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부인은 

환자와 예후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증상 악화로 입원 당시 

함께 있던 방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임종을 맞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2~3 일 동안 환자는 매우 불안해 하였으며 집으로 퇴원하기를 

종용하였고 “꼭 내가 죽을 것 같았다”며 부인과 아들에게 유언을 하기도 하였다. 

퇴원 후 연고지 부근 호스피스 완화의학과 외래에 방문하도록 연계 하였으나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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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기 거부하였다. 그 이후에는 가족들과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꺼리면서 

상호 암묵적인 상태로 지내다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호스피스 완화병동이 있는 

곳에 입원 후 임종하였다. 같은 방에 있던 환자의 죽음 이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후에는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가족들도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냈다.  

 

5) 예후를 알고 있으나 희망을 지속하기 원함.  

 

참여자 1 의 경우 부인을 통해 자신의 여명이 6 개월 미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환자는 종교(기독교)에 더욱 의지하였으며 잘못된 생활습관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부인과 가족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증상이 조금씩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임종 20 여일 전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저는 남편이 자기 상태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삶에 대한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진료를 보러 갔어요. 그때 

‘교수님한테 얼마나 지나야 안 아파지는지 물어봐. 항암제 언제나 쓸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이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더는 항암치료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가 봐요. 떠나기 2 일 전에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가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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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고 있으나 가능한 떠나는 시간을 멀리 생각하려 하고 

희망을 지속하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이런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삶에 대한 희망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참여자 2, 참여자 10, 가족참여자 2 의 경우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 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질병 또한 온전한 신앙심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자가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1 년 여 만난 환자 중에는 간담도계 암 

진단 후 더욱 더 신앙생활에 매진했던 분이 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이 ‘네 몸을 다 낫게 해 주겠다’는 확신의 말을 하셨다고 하구요. 죽어서의 

영생뿐만 아니라 살아서의 완치에 대한 확신도 얻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믿음만이 온전한 치유를 해줄 수 있어요. (환자) 

 

엄마가 원래 신앙심이 독실하긴 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도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기도 며칠씩 

다니기도 하세요. 마지막 3 개월 정도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셨는데 신도 중에 막걸리고 병을 

치료했다는 분이 있다며 직접 만나서 안수 기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밥도 잘 못 드시면서 막걸리를 

약처럼 드셨어요. (환자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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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평소 매우 성실한 삶을 살았다. 온전히 절대자에게 맡기는 삶을 살았지만, 

생애말기에 이르자 죽음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 역시 간구하였다. 죽음을 

뛰어 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의학 등을 통하여 가능한 자신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종교적 믿음은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세의 육체적 고통도 

완치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인의 예후를 명확하게 모른 채 임종 

 

생애말기 암환자의 상황은 질환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우며 상태의 악화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참여자 7과 가족참여자 13의 경우 자신이 치료되기 어려운 질병을 

가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의식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환자 참여자 7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적 의사결정을 의사와 함께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는 성격이었으며 가족들은 환자의 결정에 따르곤 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간

성혼수가 진행되면서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가족은 급작스러운 환자 

상태에 변화에 혼돈스러워 하였으나 호스피스팀의 도움으로 환자에게 임종이 가까움

을 알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가족 참여자 13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뇌전이로 인해 눈을 뜨고 감는 정도의 

동작만 가능했으며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환자 상태를 남편에게 설명하였으나 남편은 환자에게 계속 희망적인 말과 

기도를 지속해주기 원하였으며 환자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희망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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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 생애말기 암환자는 질병에 따라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상태를 

보면 예후를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환자 참여자 3), 예후를 알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직면하여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맡기는 사람

(참여자 1, 2, 4, 8, 10, 가족 참여자 1), 예후를 알고 있으나 부정하는 사람(환자 참여

자 9), 예후를 알고 극심한 우울에 빠지는 사람(환자 참여자 6)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한 예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호 암묵적인 위장상태와 비슷하게 적극적

으로 죽음 준비에 대하여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하지 않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 나름

대로의 방법으로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

이고 준비한 환자 참여자 3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속하기 원하였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죽음 인식에 대한 패턴이 다양하며 개인적인 맥락

에 따라 세분화 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일 문화에서 명확하게 설명되

는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기층문화의 패턴 자체가 미묘하고 구속적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all & 최효선, 2013b). 이는 개개인이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혼재되

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오진탁, 2011).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실을 알

리는 것이 필요함을 가족에게 설명하였으나 가족이 거부하기도 하였다. 환자는 자신

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삶에 대한 정리를 미루고 싶어하는 공

통된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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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생애말기 암환자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 속 사회 문화적 담론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 죽음을 며칠 앞둔 상태라면 무엇

을 가장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일반인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혼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여행(23~27%)’이었으며, 그 다음

으로 ‘가족들과 지내며 대화하기(20~22%)’,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

하기’, ‘신변 재산 전이와 유언’ 등이 있었다(김명숙, 2010).  

그렇지만 암으로 생애말기가 되었을 때 환자들은, 설사 죽음 전 이루고 싶은 소

망이 있었을 지라도, 말로 꺼내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워하였다. 누구도 아무 준비

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죽음을 앞둔 태도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

이가 분명히 존재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죽음에 대한 관념에는 공포와 부정이 

짙게 깔려 있는 것도 그 원인 될 수 있을 것이다(김열규, 2001).  

연구를 통해 생애말기 암환자들을 둘러싼 의사결정을 통하여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그 안에는 불안,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안에서 갈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불안과 불확실성은 침묵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차이 속 공존 
 

한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점 여기저기에서 차이가 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사이가 깊어져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어떤 차이는 큰 소리를 냈으나 어떤 차이는 소리내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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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내지 못한 채 묻혀있었다.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차이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입장의 차이 

 

:의료문화인류학적 설명 모형(Ethno-medical explanatory models)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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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적인 눈을 가지고 의사들과 함께 회진, 외래진료를 하고 간호사들과 

병동에서 생활하면서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 친숙하여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낯설게 들어오면서 그 곳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아닌 ‘연구자’의 시선이 생긴 것이다. 병원에서 오래 일했던 만큼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필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간의 생애말기 상황에 대한 시각의 

차이였다. 환자와 가족은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존엄성을 지닌 ‘사람’으로 

존재하기 원하였다. 반면, 의료진들은 생애말기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회진, 

외래진료를 통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자와 의료진과의 입장 차이는 의료문화인류학적인 설명모형(ethno 

medical explanatory models)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모형은 질병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이해는 각자의 사회 

문화적 입장에 따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Gregg & Curry, 1994; 

Kleinman, 1980). 다시 말해서 질병을 보는 입장이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의 

관점이 모두 각기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서양의료의 기계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의료적으로) 해줄 것이 없는’ 

상태의 생애말기환자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입장과 생의 마지막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을 떠나 보내고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가족의 입장은 같을 수 없다.  

설명모형을 생애말기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병’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설명이기도 하다. ‘병’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질병(illness)의 개념으로 자신의 삶에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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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환자의 기대와 경험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실체인 

질환(disease)을 치료하는 경험을 말한다. 전자는 환자와 가족이 관점에서 바라본 

‘병’일 것이며, 후자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질병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병의 생물학적 의미를 거부해서 나온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생물학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가진 존재로 대하기 원한다(Loustaunau et al., 2002).  

질병(illness)은 환자가 의사에게 갈 때 느끼는 것이고 질환(disease)은 의사의 

진료실에서 나올 때 그 환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해의 

중심은 환자의 관점이어야 한다. 질병을 하나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전체적인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신체적인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공병혜, 2005).  

입장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의사-환자 간의 신뢰 형성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환자 참여자 9 의 경우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치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항암치료제를 지속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주치의가 

변경되었다(대학병원에서는 주치의의 장기 외국 연수 혹은 병원 사정에 의해 간간히 

주치의가 변경되기도 한다). 마지막 항암치료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변경된 의사와의 첫만남이 있었다. 검사 결과 다른 장기부위로의 전이가 확인되었고 

원발성 암의 경우 크기가 더 커진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번까지 쓰던 항암제 역시 

완치 목적이 아닌 보존적 항암치료 상태였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새로 만난 의사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진료 후 환자와 가족은 크게 낙담하였으며 의사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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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 도대체 뭘 믿고 진료를 하라는 건지. 할게 없다…… 그 얘기 밖에 안 하네요.  

연구자: 네. 

환자 9: 할게 없으며, 죽으라는 이 소린가? 이 소리가 목까지 찼었어요. 힘들지만 찾아보겠다……고 이

야기 해 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환자가 할 수는 없지 않아요. 환자 보호자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연구자: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셨을 거 같아요. 

환자 9: 아니……일단 치료를 할 수 있게 희망을 주고. 나중에 안되면 안되더라도.  

연구자: 네. 처음 만나는 환자분이라 공감이 덜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환자 9: 자기 전공분야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주치의가 변경되면서 해당 분야 전공의사가 없었던 상태였다.)  

가족: 처음 면담할 때, 지난번 주치의 교수님이 그랬어요. 혹시 제가 못미더우시면 다른 병원 가셔도 좋

고, 원하시면 전문 분야 진료를 하는 분 추천해 드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자: 치료 약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도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다른 문제인 거 같습니다.  

환자 9: (운다)……달라진 건 없는데. 사실.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아무 것도 아닌데도 의사의 말 한마디가 정말……힘들게 하네요.  

가족: 보존적 치료인 항암제라고 하는데…….도대체 치료적인 항암치료를 하는 의사는 없는 건가요? 같

은 약을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다소 공격적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항암치료를 해 주는 의사를 찾고 

싶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지,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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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은 직업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회문화적 입장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이해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모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6시간을 기다린 끝에 교수를 만났다. 의사는 어제 환자에게 설명했는데 왜 또 (가

족이) 왔느냐고 했고,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 1년을 본다’

는 말을 서슴없이 뱉어냈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 다른 병원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했다. 오늘 하루 ‘100명 넘는 환자를 봤으며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중

략) 의사나 간호사가 절대 부족인 열악한 상황에서 어쩌면 환자나 의료진 모두 피

해자인지 모른다. 하지만 환자에겐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들에겐 힘든 직업이겠지

만 이러한 상황에서 갑인 의료진에게 환자의 처지를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중략) 건조하고 사무적인 의료진들의 말투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어쩔 수 없는 것

인지도 모른다.  

의사가 서슴없이 내뱉은 말 “1년 밖에 못삽니다.” (박은영, 2012) 

 

환자 참여자 9 의 상태에 대하여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항암제가 없다는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말이 틀린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투나 표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의사가 더 이상 치료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결국 마음 편한 

곳에서 치료 받겠다며 병원을 옮겼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입장의 차이는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환자의 질병을 완치를 목표로 보는 의료진을 찾고 싶어 하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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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모형(Explanatory models)으로 설명했을 때, 환자의 병을 질병의 입장이 아니라 

질환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기 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환자를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서 증상악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해야 하는 상태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어머니, 아내, 자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봐주기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애말기 증상은 좀처럼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을 수 없이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묻거나 

요청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에 

대하여 의료진들은 흔해 ‘컴플레인(complaint)’라고 표현한다. 환자와 가족의 삶 

안에서 그들을 보지 않으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불평’일 뿐이다. 이는 환자의 

죽음의 의학적인 상태의 마지막으로 보는 의료진과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로 보는 

환자와 가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의사와 환자, 가족간의 대화 시 의사소통 능력 또한 의견의 차이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된다.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

고,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질문을 잘 듣고 적절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Loustaunau et al., 2002). 실제 현장에서 의사는 자신의 언어로 죽음이 가까웠음을 

설명한다고 하였고, 환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맥락 속에서 의사의 이야기를 이

해한다. 환자와 의사는 같은 언어권에 살고 있었지만 표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익숙하지 않는 의학용어의 사용으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으며, 익숙한 용어라도 

서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서 오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참여자의 경우에

는 콩팥 기능과 간기능이 나쁜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환자는 익숙



 

１４６ 

하지 못한 의료적 용어와 표현으로 생소함을 느꼈으며 의사는 환자, 가족의 삶 속에

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 의사와 환자 사이

의 상담에서 진행되는 문화적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암시적이고 간접적이며 ‘양자 모

두 그들이 사용하는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없이’ 의사소통이 오가고 

있었다(Loustaunau et al., 2002).  

의사는 오랜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환자는 이를 부족하다고 여기거

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사소통의 내용에 대한 받아들임이 환자와 의사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은 자신들이 평균 9분 정도를 환자들

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80초가 소요하는 된 것으로 나타

났다(Loustaunau et al., 2002; Waitzkin, 1983). 단지 80초 안에 전달된 정보에 의해

서는 본질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환자들은 그나마 의사들의 설명과 

안내를 50% 정도의 수준에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큰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사실 학생 보다 직접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으로 인한 간극을 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육과 임상에서의 직무교육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

의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지

기도 한다(Epner & Baile, 2014).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의사 중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수련의 2명이었다. 최근 몇 해 전부터는 의과대학 강의와 

의사국가고시에 ‘나쁜 소식 전하기’에 대한 실기시험 항목이 추가되면서 환자와의 의

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7명의 간호사들 중 실무에 적용할만한 교

육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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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교육이 충분치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생애말기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차이를 설명모델을 통해 해

석하였다. 병을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환자, 가족들의 시각과 해결해야 할 생물학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의사의 시각의 차이는 다름을 넘어 긴장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었

다. 생애말기 상황의 주체는 환자이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과 의사소통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2) 고통에 대한 이해의 차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은 그들

이 가진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공병혜, 2005). 여기에는 환자가 직면하기 싫

어하는 것까지 알고 이해하며 주변을 살핌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채는 예

술적 능력, 미적 감수성이 필요하다(Johnstone, 2009; 공병혜, 2002).  

우리나라와 같은 가족중심사회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애말기 암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진들에게 의사-간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

에 입장이 되어 고통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들이 생애말기 상황

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당신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물음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과 같은 입장이 되어 조언을 해주기 원하는 것이며 내면적으로 자

신들이 처한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함께 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가

족과의 애착이 강한 만큼,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고 결속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에 대

하여 무력감과 정서적 갈등을 더 강하게 느낀다(이흥표, 이홍석, 고효진, & 김교헌, 

2005). 의료진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고통을 이해해주기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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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상황은 많은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연구자와 인터뷰를 통해 만난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의사결

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도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moral decision making)에서 도덕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이거나 무관심한 상황, 혹은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Johnstone, 

2009).  

반복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를 느끼게 된

다(조계화, 2010). 간호사 참여자 2와 3은 자신들이 직접 겪는 해결되기 어려운 윤리

적 문제에 대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이들은 조직 차원에서 임상 윤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맥락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우

선되어야 하겠다. 무엇이 해결의 시작인지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

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3) 생명윤리관 적용에서의 마찰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과서처럼 중시되고 있는 생명윤리관이 우리나라 현실에도 

정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생명윤리

관은 계몽주의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서양의 의료제도에 맞게 제단 되었다. 200~300

년에 걸친 서양의 ‘자율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급속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계몽의 과정 없이 산업화가 진

행되었다. 급속 근대화만큼이나 급속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대학병원의 ‘3분’ 외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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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환경 속에서 ‘환자에 대한 자율성 존중’은 의무인 동시에 책에서만 배운 이상적인 

표현으로 느껴졌다.  

급속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은 생명윤리관을 함께 가

지고 왔다. 대표적인 서양 생명윤리관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 악행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 선행의 원칙(beneficence), 정의의 원

칙(justice)을 들 수 있다(Childress & Beauchamp, 2009). 생애말기 환자에게 예후를 

고지하고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과정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진실을 이야기 하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다. 환자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여 가족들이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환자가 받을 충격을 줄이는 의미

에서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르게 되지만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에는 위배

가 된다. 원칙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맞게 재해석 되어야 한다. 자율성이 오직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공동체와 같은 특별한 단위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사회에서 가족은 서양의 

자율적인 개인에 비교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적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 존중의 윤리는 오직 환자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자율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상목, 2009). 서양 생명윤리관에서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인 잣대로 지켜질 

수 없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생명윤리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부분이다.  

서양의 생명윤리관과 교육방법을 가지고 온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그 ‘내용’만 가

지고 왔지 ‘방법과 사상’은 온전히 가져오지 못하였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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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자율성 존중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환자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사상과 

가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서양의료와 보완대체의료의 공존 

 

오늘날 의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을 일컫는 말이 되었으며, 불과 100년 

전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돌보던 한의학은 ‘기타의학’ 혹은 ‘보완대체의학’으로 취급 

받고 있다. 생애말기 암환자들의 경우 서양의학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치유의 

한계를 느낀 상태이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의학의 범주인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

리고 있었다.  

한의학, 민간요법, 대체약품,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문의는 외래진료나, 병실회진,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중 하나였다. 보완대체요법이란 기존의 

정통 (서양)의학 주류와 비교되는 것으로 다른 이론과 경험의 근거하에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보완적 접근(complementary health approaches)’을 말하며 이를 위한 건강관

리 실무와 생산물 등을 말한다(National Center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  

생애말기에는 조금이라도 삶이 연장되기를 원하면서 '몸에 좋은 것'을 복용하고 

시술하기도 한다. 그것이 허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알지

만, 할 수 밖에 없는 마음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간호사의 진술에 의해 자세히 드

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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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항암치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 하자 온코서미아(oncothermia: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하

겠다고 퇴원하신 분이 있었어요. 큰 도움이 안될 거라고 주치의가 이야기를 해도 환자들이 계속 ‘그냥 

그거 해주십시오’라고 하세요. (아마도 그 이유가) 뭔가 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든지 내가 있고 싶은 데 여행을 하든

지 이렇게 하는데 포기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찾아 다니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마음

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마음이겠지요. (간호사 3) 

 

간호사의 표현 속에서 생애말기 환자에게 보완대체요법의 의미는 삶에 대한 ‘끈’

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다른 치료를 

찾는 경우도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한 상황에 치료를 통해 위안을 받고 희망을 유

지하려는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모든 ‘보완대체요법’과 그것을 따르는 환자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완대체 요법 중 치료의 효과가 인정된 것도 있지만(Huang et al., 2014; Wang et al., 

2014; Yin & Ko, 2014),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과학적 검증이 더욱 필요한 경우가 

있다(신용순, 이정아, 배소현, 이수연, & 장민경, 2013; 최경호 & 유인영, 2011). 의료

진 역시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하여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며 의구심을 느끼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Jarvis, Perry, Smith, Terry, & Peters, 2014; 김애경, 이영신, & 

김현정, 2013).  

최근 보완대체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970 년대 25%이던 이용률이 

2000 년대 45% 가량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Horneber et al., 2012). 

사용 목적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심리적 지지와 안위 증진, 증상완화, 질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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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김애경 et al., 2013; 최경호 & 유인영, 

2011).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 명 중 1 명이 보완대체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최경호 & 유인영, 2011), 암환자의 84% 가량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김춘배, 예병일, 박재현, 보건복지가족부, 2008). 치료의 효과를 떠나서 환자와 

가족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기 원하며,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까지 이런 저런 곳을 

방문하며 좋다는 것을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은 편

이었다(유혜숙 & 옥치상, 2010). 연구를 통해 만난 의사들은 직접적으로 보완대체의

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다. 다만 검증되지 않는 약과 검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거나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생애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찾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한다. 그냥 ‘(죽음을) 당할 수’만은 없

다고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완대체의료를 찾고 있었다. 죽음을 인생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문제

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 얇아질 수 밖에 없는 이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병원 외래 책꽂이와 입원실 창틀 위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전단지와 광고 책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현

대 서양의학과 기타의학의 경계는 이미 모호하다. 다원적 의료체계 속에서 경합이나, 공

존, 혹은 교섭의 산물로 전통의료를 보아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와 사회라는 

맥락의 관점에서 둘의 관계를 보고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Said & 박홍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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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과정을 통해 이성, 합리성, 객관성을 강조한 서구적 가치관이 과학이라는 

배를 타고 함께 움직이며 세계를 돌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시간의 압축 속에도 이들

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사상과 생활방법이 

전파되었더라도 각 문화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다른 차이가 있으며 동질

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

한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란 없고 ‘상대적 진리들(partial truths)’이 존재할 뿐

이며, 그리고 상대적 진리들을 통일하는 중심도 없다(Clifford et al., 2000). 중요한 것

은 어떤 사상이나 방법만이 옳다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많은 생애말기 암환자나 가

족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찾고 있으며 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69%

가량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김춘배 et al., 

2008).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적용해

야 하는지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최근 국가는 검증된 차원의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관리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 국가암정보 센터에서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하

고 홈페이지를 통해 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국가암정보센터, 2014), 2010

년 국가 차원에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에는 보완대체의료진흥법에 대한 발의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법제화에 있어서 

합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최신혜, 2014).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벼랑 끝에 서서 무엇이라도 붙잡을 수 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증된 약제를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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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있던 문화에 큰 파도가 밀어 닥쳤다. 

큰 파도가 떠난 후 우리는 ‘남아 있는 물’을 보면서 그 파도를 생각한다. 사실 더 중

요한 것은 이미 ‘스며든 것’이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그 파도로 인해 풍광

이 달려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급속 근대화를 통하여 들어온 서양의 문화, 그 속의 

서양의 의료 문화는 ‘과학’이라는 특급 태풍과 함께 왔다. 물이 큰 만큼 빠르고 거칠

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풍광이 바뀌어 이미 굴지의 대형 병원, 대학 병원들은 대

부분 서양의학을 하는 곳이다. 서양의학이 ‘의료’의 대표가 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풍광이 바뀐 그 위에 남아 있는 물들 역시 보인다. 

때로는 깊은 고랑 속에 담기어 큰 웅덩이를 만들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처음에는 

의식되었지만, 지금은 내재화되고 ‘스며들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도 있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아파서 병원에 간다’. ‘약을 먹는다’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어 속에는 이미 서양의학이 바탕이 된 ‘병원’과 제약회사를 

통해 만들어진 ‘약’이 내재화 되어 스며들어 있다.  

풍광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이 그러하다. ‘조선’이라는 국명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것은 1897 년이었다. 불과 

120 여 년 전의 일이다. 120 년의 큰 물이 덮친다고 하여도 1000 년의 정신을 모두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비록 근대화의 큰 물결이 풍광을 달리 하여도 아직 역사와 문화 속에 흔들릴 수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고유한 삶의 방법들은 유지되고 있다. 서양의료와 보완대체의료의 

공존은 외래 문물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의 당연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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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사회가 생애말기 상황에 미친 영향  

 

현대의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공유 없는 비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박부진, 

2001). 다음은 점차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대한 한 의사의 고백이다.  

  

학생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의시간에 어떤 교수님께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모습만 잘 보더라도 70-80%는 어떤 병인지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그

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요즈음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컴퓨터에 환자의 기록을 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그 다음 환자가 자리

에 앉아 있고, 환자는 인사를 하는데 정작 의사는 컴퓨터에 기록하느라 인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환자의 얼굴은 잘 보지도 못한 채 환자의 이야기는 귀로

만 듣고, 가끔씩 환자를 보다가 눈과 손은 다시 컴퓨터로 가서 기록하는 것이 우리

의 외래의 일상이다. 이렇다 보니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내 환자인

지 보호자인지 아니면 또 제 3의 인물인지도 헷갈리기도 한다. 내 환자의 얼굴을 기

억하지도 못하는데 환자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노릇이다.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2-3분 진료를 받고 가는 환자들은 과연 병

원 문을 나서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환자

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란 우리에게 먼 나라 일처럼 느껴진 지 오래이다.  

‘환자와 소통 잘하는 소화기의사가 되기 위하여’ 중 일부(박선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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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병동회진과 외래진료의 참여관찰 속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컴퓨터가 함께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통해 환자의 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일지를 남기고 처방을 통해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 위에서 

인용한 문헌(박선자, 2012)은 의료의 기계화와 산업화를 통해 메말라가는 진료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너무 바쁜 

의사’의 일상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의사-환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싶어 한다. 기계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가능하게 해 주었으나 환자를 질병을 

가진 대상자가 아닌 고통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해 주기 바라는 생애말기 

암환자들에게는 의사를 더 멀리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특정인만 소유하였던 의학지식을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의학적 정보 획득 능력에 따른 의사- 환자 간의 위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건강관련 정보들과 대체의학 

정보들, 검증되지 않은 건강관련 지식들이 오히려 환자와 가족들을 혼란 속에 

빠지도록 이끌며 오히려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환자와 

가족은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다시 

정보전문가에게 예속하는 결과가 초례 된다(박부진, 2001).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라면 그것이 

서양식이건 보완대체의학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생애말기 상황에서 환자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깊은 우울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가족은 의학적 의사결정의 최종과정에서 환자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당황한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깊은 생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여 올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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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가족은 

질병으로 인해 취약해진 환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이상목, 2009).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식들이 

환자와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3. 생애말기 의사결정에서의 환자와 가족 
 

1) 이미 그러나 아직: 직면을 거부하는 환자 

 

본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시간을 궁금해 하면서도 적극적인 죽음

을 위한 준비를 꺼리거나 미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환자와 가족 모두

에게서 관찰되었으며 가족들은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다른 가족들과 서로 상의하여 

환자를 위해 임종과 관련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본인이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맡기는 성향이 있었다.  

Hall에 의하면 단조성 시간(monochromic time)이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

하는 시간적 관념으로 시간을 나누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북미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Hall & 최효선, 2013b). 반면 다조성 

시간(polychromic time)은 시간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

각하지 않는다. 시간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며, 라틴아메리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다.  

참여자 4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오직 

않은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생각하기 힘들어하였다. 다조

성의 시간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죽음을 가능한 일찍 직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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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지금은 

아니고’, ‘언젠 가는 해야 할’ 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들에게 죽음은 ‘이미(already)’ 

왔지만, ‘아직(not yet)’ 준비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2) 내가 죽을 때와 가족이 죽을 때는 다르다 

 

가족들은 생애말기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적 결정을 대신하게 된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죄책감은 

생애말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의사나 병원 선정과 암 치료 전반에 걸친 후회와 

죄책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종 1 달 전까지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가 30.9%가 된다(Heo, 2013).  

다음은 끝까지 치료하기 원하는 우리나라 생애말기 성향에 대한 일간지 기사이다.  

 

한국인들은 ‘끝없이 일해 가난을 극복했듯이 죽음도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해요. 노력해도 환자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대신 죽

음에 책임질 누군가를 찾아요. ‘의사가 잘못해서……’, ‘형님이 간병을 게을리해서…

…’(종양내과 전문의)” 

 ”그래서 때론 연명치료가 환자를 위한 최선책이라기 보다 남은 사람들을 위한 최

선책이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위안이지요(이식혈관외과 전

문의).”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취재팀이 의사들과 중∙장년에게 물었을 때 “나 자신은 연명

치료를 받기 싫지만(96.1%) 내 부모나 내 환자는 연명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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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나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1.6%)’는 경우가 부모님의 일이 되면 “하루

라도 더 사시게 하겠다”는 경우에는 14.6%로 크게 늘었다.’ 

내가 결정 못하는 삶의 마지막, 의사도 보호자도 ‘연명치료딜레마’ 프리미엄 

조선 2013.11. 9 (김수혜 et al., 2013) 

 

급속 근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을 극복했던 방식으로 최

선을 다하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못했

을 경우에는 누군가의 ‘탓’을 하며 투사를 할 대상을 찾는다고 한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이 함께 있다. 환자가 끝까지 치료의 의지를 갖기를 원

하는 마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희망의 마음 이외에도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노력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가족 구성원 별로 대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발언권도 다르다. 유교권 국

가에서는 연장자인 남자가 우선이 된다. 요즘 정보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시대 발생’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며느리가 ‘보호자’

가 되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오

히려 난처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료진이 입장을 정하여 결정해 주는 것을 원하였

다.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절대 DNR 동의서 안 쓰려고 해요. 며느리들은 ‘내가 그 얘기(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나 내가 (DNR) 사인(sign) 하겠다는 소리 못해요. 아들이나 ‘시’자가 들어있으면 그

때 한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사인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설명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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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아들이나 딸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인 

거 같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치료 

안 하겠다고 결정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혹은 허망하게) 보냈단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에요. 

누가 봐도 (적극적 치료를 할 상황은) 아닌데.  며느리라는 입장 때문에 아닌 것을 ‘옳습니다’를 못 

하더라고요. (간호사 3) 

 

한국인의 정서상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많이 변화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특히나 시부모님의 치료에 있어서의 

며느리 입장이랄까, 아니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입장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심하죠. 뭐 엄마에 

대한 딸의 입장은 틀려요. 딸은 그만합시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친자식이) 아닐 경우엔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의료진의 입장에서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건 더 환자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길 하고. (의사 1) 

 

자신이 죽을 때와 자신의 가족이 죽을 때의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대리결정에 대한 부담과 다른 하나는 유

교적인 효(孝)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40~50대의 성인에게 무

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본인의 경우 96.1%가 편안히 죽고 싶다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경우는 78.9%만이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었다. 

본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연명치료를 부모에게는 권유할 것이라는 이중심리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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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윤영호, 2014). 이러한 이중적인 심리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굉장히 드물지만 본인의 (생애말기에 대한) 의사(意思)가 명확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연명

치료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하니까 직접 DNR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환자와 가족이 함께 설명을 들었고, 사인을 환자가 한 경우였

어요. 하지만 거의 99%는 가족에게 사인을 받죠. (의사 3) 

 

참여자 중 의료진이면서 부모의 임종을 경험한 사람이 2명 있었다. 하지만 두 명 

모두 부모에게 예후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족으로 ‘차마’ 말하기 어

려운 한계를 느꼈다고 하며,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과 비밀로 하는 것에 더욱 갈등하

기도 하였다. 환자의 자율성과 정의를 강조하는 서양의학 윤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임에도 문화가 주는 중압감 더 크게 작용하였다.  

 

간호사 6: 솔직히 저도 몇 년 전에 아빠가 암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그걸(예후가 안 

좋은 암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본인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

라 고요, 아빠한테는. 그래서 나도 그런데 하물며 (의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

음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울컥 하면서 울음을 보인다) 

연구자: (한동안 침묵) 선생님은 지금 떠올려도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아버님한테 말씀을 못하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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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세요?  

간호사 6: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아버지 암이 전이가 돼서, 병기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

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연구자: 아버님은 어느 정도 느끼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간호사 6: 아버지는 말은 안 해도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입원하셔서 한 달을 지냈지만 여기 와서 눈 뜨고 계셨던 건 한 일주일? 진

통제 맞으시고 거의 의식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연구자: 갑자기 그렇게 되시면서 가족들이 거의 결정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간호사 6: 그렇죠. 카데터나 DNR이며 이런 것들을 거의 가족들한테 물어봤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진단 초부터 4기 셨는데, 주치의선생님께서 아버지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호사

라서 알아서 할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줄 알았거든요.  

연구자: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아버님 인지력이 괜찮으실 때라면 말해주실 의향이 지금은 있으세요? 

간호사 6: 조금 더 일찍 그런 것들을 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의 삶을 정리할 수 있

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죽게 되면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이렇게 말은 하지

만 가족이 얘기하기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간호사인데도….(울음) 가족이 (환자)본인에

게 얘기하는 건 참 힘든 거 같아요. 배울 때는 환자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배우는데, 그건 외

국 이야기고. 우리는 외국이랑 다르니까. 정서적인 면에서 달라서 그런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환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더 지금 조그만 희망을 갖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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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런 걸 아예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아버지한테 가족들

이 아무도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저희한테 못했고……(울음)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라도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돼서 말 못 하겠더라 구요. 

차마. 얼마 전에 어떤 환자는 지난번에 며칠 못 산다고, 한 몇 달 못 산다고 주치의가 회

진 중에 보호자 (복도로) 불러서 얘기를 한 거에요. 보호자가 부인인데……저한테 하소연 하

셨어요. 자기는 도저히 (환자한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저희보고 대신 얘기 좀 해 달라,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담장 레지던트 연결해 줬어요. 그래

서 그 의사가 얘기해 줬고요. 가족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쉽지 않아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암센터 간호사이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죽음을 직면시키기 어려워하였다. 의료인이지만 가족의 죽음 앞

에서는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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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말기 의사결정에서의 의료진 

 

1) 치료에 대한 결정: 어떤 의사를 만나는가의 문제?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역시 의사

이다. 이렇게 단언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적극적인 치료를 끝낼 

지 의학적 결정을 하는 주된 주체이며 어떻게 환자와 가족에게 이야기를 꺼낼 지 결

정하기 때문이다. 근거중심의 의학이 지금 현대 의학의 주류임에도 같은 질병, 비슷한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도 의사에 따라 치료의 선택이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관점이 되게 다르기도 그래요. 치료를 끝내는 시점이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지역, 어떤 의사의 가치관과 다른 지역, 다른 의사의 가치

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잘라 말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특히 보험이 안 되는 경우

에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안 하는 게 맞는데…… 

환자가 많이 원하거나 임상시험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것도 써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어요. (의사 3) 

 

실제로 참여자 9의 경우 자신을 ‘적극적 치료의 대상’으로 봐 주는 의료진을 찾아 

병원을 옮기기도 하였다. 때로 환자들은 치료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을 

써주는 의사를 ‘명의’라고 생각하여 찾아가기도 한다.  

연구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의사들은 모두 종양내과 전문의거나 수련의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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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들이었다. 비교적 다른 진료 과에 비하여 생애말기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많

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가족의 의사와 관계 없이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도 있었다.  

 

왜 이걸(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야 하는지(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환자에

게는 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미리 환자는 ‘무조건 모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성향

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크게 아주 격

한 반응을 보이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지금까지 환자에게 고지를 했을 때 한

번도 후회한적이 없어요. (의사 3) 

 

저는 환자와 가족에게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서도 미리 설명하여 받으려고 하고 호스피스도 

하라고 해요. 그런데 환자도 싫어하고 보호자도 싫어해요.  처음 전문의가 되어 내 환자를 봤을 때는 환

자에게 꼭 (진실고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보호자들이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culture의 차이이라고 생각해요. 의사 입장으로서는 진실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레지던트, 

fellow 들에게도 진실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

기도 해요. 하지만 보호자가 방어적인 분은 환자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족의 성

격 상 상실감이 큰 사람이 더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이 잘 받아들이지 

못 하니까 직접 설명 듣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요. 10대 후반 20대 결혼 안 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치료에 집착하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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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싫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건 환자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족한테 설명하고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환

자에게 설명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의사 6)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진실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들 역시 결국 가족들의 동의 하에 진실고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있었다. 결국 환자 

개인의 자율성보다 가족 공동체의 의견이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된다.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의사 중 2명은 가능한 생애말기 암환자에게 자신의 삶이 얼

마 남지 않았다는 진실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4명의 의사들은 

환자와 가족의 맥락을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대

부분의 의사들이 가능한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에는 동의하였으나 실제 임상에서 외래진료나 회진 시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한 진실고지를 직접 시행하는 의사는 많지 않았다.  

 

사람(환자) 자체가 심약하다고 감지되는 분들에게는 다이렉트로 이야기 안 하고 ‘지켜보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치의들은 자신들이 환자한테 어느 정도 예후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생각하

는데 실제 회진 때 보면 모호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A 교수님은 말기환자가 상태가 많이 안 좋

아지면 환자랑 가족 모두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봅시다’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임종

이 임박해서야 가족들에게 DNR 동의서 받으라고 지시 내리시고요. 그런 경우 환자도 가족도 준비 할 

시간이 없어요. B 교수님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 매일 상태가 좋지 않아진다는 설명을 하는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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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없어요. 백혈구 수치가 어떻고 폐에 물이 더 차서 어떻고……이렇게만 설명해요. 그래서 살 날

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세요. C 교수님은 부드럽게 환자가 상처 받지 않게 조심해서 단

계별로 설명하긴 하는데 그대로 말 못하고 돌려서 말하세요. 환자들은 그렇게 돌려 말하면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간호사 3) 

 

그래도 종양내과 의사들은 경험이 많아서 환자의 상황을 잘 살피는 편이예요.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근

무하면서 보면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환자의 배를 열고 수술을 하면서 ‘이 환자가 생명을 나한테 맡겼다’는 애착

이랄까 집착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존적 목적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 같아요. 

(간호사 7) 

 

젊으신 분들, 자기 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요. 치료한 지 얼마 안 됐고 노인인 경우 보호자께 더 많이 이야기 하구요. 그래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환자분이 약이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해드리면, 가능한 사람

은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받아들이기가,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병의 경과가 오

래되고 이러신 분들은 좀더 받아들이는데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치료를 active하게 하시던 분들은 

받아들이길 좀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직접 얘기하는 건 환자 병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죠. (의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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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의사들은 환자와 가족의 문화적 요소와 맥락을 고려하여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있었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나이, 개인 

성향, 투병기간 중의 경험, 질병을 얻는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전공의가 환자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은 3~ 5분밖에 없어요. 그게 외래든, 회진이든. 이러한

시간의 부족은 전공의 숫자는 줄이면서 병원은 새로 짓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 암환자의 90%

가 한국의 5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인적으로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돌볼 시간이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러한 부분을 대신 들어주고 

환자와 가족의 충격을 덜어줄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그런 일을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서 해주기 

원하는데……가족들이 협진 내는 것 조차 싫어해서 마음대로 상담 받게 하지도 못해요. (의사 3) 

 

생애말기를 준비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면 환자들이 좀더 교육받고 나는 어떡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사실 모든 과정을 의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얘기하는 건 현실

적으로 힘들어요.  호스피스팀이나 그런 코디네이터가 따로 계시면 처음에 좀 교육하고 준비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 있으면 상담도 할 수 있고… 어느 시점부터는 환자들이 본인들이 

실질적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텐 얘기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의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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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상황에 대한 진실 고지는 환자, 의사 모두에게 힘든 과정임이 분명하다. 

진실 고지 이후 환자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위주의 진료와 회진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의

사들이 다닌 다른 인력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있는 병원에

서는 협진을 통해 그 이후의 환자와 가족의 돌봄이 이루어지기 원하였다.  

 

2) 함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은: DNR 에 집중된 생애말기 의사결정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관해 논의되는 시기와 방법을 살펴 보았을 때 회진과 

외래진료 시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진은 주치의와 수련의, 의과대학 

학생, 임상강사(fellow)가 모여 환자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방식(problem solving)의 의사소통이 오고 갔다. 그 때 

결정된 사항을 환자 1 명 당 2-3 분의 짧은 회진 시간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었으며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회진 시 가족을 병동 

복도로 불러서 논의되고 있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련의에 의해 회진이 

끝난 후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은 증상이 악화되어 

구두 사전의사지시서 설명을 하면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명료한 의식으로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임종 7 일 이내에 77%의 DNR 이 작성되고 있으며(Kim d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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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자가 배제된 채 가족과 의사에 의해서 구두나 서면 동의로 진행되고 있었다. 

임종 7 일전에 환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ECOG 4 점 정도로 전적으로 병상에 누워서 지내게 

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신체적인 

상태에 이른다.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 자신이 죽음을 직면할 신체적인 기력도 

정신적인 기운도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을 앞둔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므로 환자에게 ‘당신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몇 배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여 진실 고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이제 나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다 말

을 하고, 그럼 많이 depression 돼서 고비가 생겨요. 약도 먹기 싫고 집에 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 고비를 넘겨서, 그게 어떤 사람은 2~3일이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2~3주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 동

안에 살 수 있는, 몸의, host가 좀 performance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이야기 해요. 환자한테 얘기하는 시점이 환자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야기 하니까, 좋은 상태

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늦추다 보니까 그래요. 너무 늦게 이야기 하면 환자가 충격 받은 

걸 recovery를 잘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게만 하지,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게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치료할 것 없어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주치의가)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걸(의사가 

환자에게 전한 나쁜 소식에 대하여) 의사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환자를 위해서 남은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려면 지금처럼 임종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더 일찍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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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요. 조금씩 서서히 준비할 수 있게. 환자와 질병 별로 다르기는 한데, 나도 첫 항암 사이클에서

는 이야기 잘 안 해요.  3차 정도 되면서 환자 상태 봐서 이야기 해 주곤 해요. 사실 의사도 그게(적

당한 시기를 결정하여 충격 받지 않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의사5) 

 

환자의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사와 가족이 모두 같다.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황에서 설명을 들은 가족은 환자에게 알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민하기도 한다. 대부분 최종 결정은 환자의 의견을 듣기 보다 

가족들이 결정한 사항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짧은 회진과 외래진료 시간을 통해 의사는 회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의견을 

공유한다는 의미 보다는 지금 가능한 치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쁜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덜 나쁜 방법을 결정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사전의료지시서를 논의하는 시기가 생애말기에 가까웠을 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사(52.2%)가 환자(37.2%), 가족(38.0%)들에 비해 

많았으며, 환자와 가족들은 암진단을 받을 당시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듣기 

원하였다(Keam et al., 2013).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암환자와 가족들의 88% 가량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생애말기 의사결정(사전의사지시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의료인들은 67.3% 정도만이 찬성하였다(윤영호, 

2009). 특히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시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경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과, 질병이 생겼거나 혹은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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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신념이나 지식과는 달리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DNR 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지금의 DNR 을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상황은 환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96%의 

암환자들이 자신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하기 원하고 진실을 알기 원한다는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의 현 상황이 환자에게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설명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생애말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두 그룹은 환자와 간호사였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에는 상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참여자 3)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 참여자들은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죽음 준비를 회피하거나 우울해 하였으며 남은 일들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성향이 있었다. 간호사는 회진을 함께 하면서 의사의 치료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료 기록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공식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와 치료 방향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사와 가족 

간에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간호사는 중간자 입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일은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끼리의 생애말기 시기와 치료에 대한 

합의와 의사-간호사간의 대화이다. 의료적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와 24 시간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진간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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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 시점에서 환자와 가족들인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의 방향을 찾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이 과연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겠다. 환자의 

존엄성보다 의료적 문제시 생길 수 있는 방어책으로서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이 되고 

있지 않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보이지 않는 간호사의 역할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간호사들의 생애말기 상황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 간호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

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다. 면담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생애말기 의사결

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해 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생의 마지막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지 우선 살펴보자. 회진과 외래진료를 통해 만난 간호사는 늘 분주한 모습이었다. 외

래 진료 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를 하면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왔으며, 의사

의 처방을 통해 환자가 실질적인 검사와 약제의 투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절차나 기타 서류업무들을 함께 하면서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진료 과정에서 간호

사는 의사, 환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진료의 내용을 듣고 환자와 가족의 반응, 의

사의 설명 등을 보게 된다. 그리고 진료가 끝난 후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기도 

가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환자 곁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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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듣기도 하였다.  

병동 간호사는 의사 회진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과정에 함

께 하게 된다. 의사 회진 시에 간호사의 주된 역할을 환자의 치료 방향을 의사와 공

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

며 회진을 참석하여 관찰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환자와 가족들은 언제까지 항암제, 방사선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에 대하

여 의사의 판단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가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통증 조

절의 정도에 대해 어려워하였으며 진통제의 양과 회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교

육, 상담을 필요로 하였다. 다른 병원 전원이나 퇴원을 권유 받았을 때 더 이상 항암

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할 것이 없다’라는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사전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경우 치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누군가와 의논하기를 원하였

다. 간호사들은 순간 순간 이러한 요청에 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참여하

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진이

나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가 없

다고 표현하였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그냥 형식으로 필요한 동의서만 그냥 쭉 뽑아(의사에게) 주고, 직접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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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 같아요. 의사가 설명하고 나면 보호자들이 나와 서 물어요. 어떻게 써야 하냐고. 환자가 뭘 원

하시는지 생각해 쓰시라고 해요. 그리고 라포가 잘 형성된 가족들에게는 의료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필

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호사로서의 입장을 말씀 드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정말 

동의서 작성할 때 는, 그냥 의사가 일임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직접적인 결정의 자리에서는 방관하

는 것 같아요. (간호사 3) 

 

연구자: 생애말기 의사결정에서 DNR의 경우 거의 주도권이 의사한테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간호사 4: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연구자: 간호사 역할이 잘 안보여요. 선생님은 정말 그런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안 하시나요? 

간호사 4: 이야기로는 많이 하죠. 의사가 얘기를 하고 가면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그것에 대한 

가족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간호사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사전의료지시서를 중심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을 서술하

였으며 그 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경력이 많

고 직급이 높을 수록 다양한 종류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하여 표현하였으며, 간호

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간호사 참여

자들이 생각하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치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치료

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그 안에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결정도 포함되었

다. 그리고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예후를 알릴 것인지에 대하여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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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는 과정, 생애말기를 어디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상의가 포함되었다.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네요. 어떤 걸 말씀 드려야 하는 건지. 간호사가 

말기환자가 뭘 결정할 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나요? 환자 본인도 자신의 질병상태를 잘 모르는데….

이야기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가끔 보호자들이 DNR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의사 연결해줘요. (간호사 6): 

 

생애말기 의사결정이라 함은 딱히 규정된 건 없어도…… 일단 치료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의사결정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결정도 환자만 들으면 안되고 그 

가족까지 함께 들어봐야 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큰 문제로 이런 

문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집으로 갈 건지 병원에 있을 건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갈 것인지. 말기가 되면 요런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병원에서는 안 하지만 민간요법으로 할 건지, 면역증진을 위한 뭔가를 할 것인지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간호사 7) 

 

간호사 참여자들이 경험한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의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

나는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결정의 패턴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줘서 결정하게 하

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

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과 간호사로서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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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간호사

들도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환자에게 예후를 알려줘야 하냐 마냐는 개인차가 있는 거 같아요. 심하게. 그래서 교과서처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으

로 삶을 정리하시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하면 다 내려놓고 다 인

생 포기하실 거 같은 환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도 보호자들한테 환자한테는 끝까지 얘

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간호사 5) 

 

바빠서 여유를 내서 그런 얘기를 길게 나눌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병동 일수록 특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관리자가 도움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종양내과에 온지 1년 좀 넘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임종방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되게 울컥울컥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작 한다는 말이 다 들리시니까 인사하시라고, 편히 가시

라고 인사하시라고, 이 정도..내가 자꾸 이거 못한다 못 한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자꾸만 더 안 하

게 되는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직은 좀 제 스스로 부족해요. (간호사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사들은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상황에

서 간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환자와 가족의 맥락에 

따라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가치관 정립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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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이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간호

사 개인의 딜레마로 인한 갈등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갈등 상

황에 대하여 간호사들과 서로 활발하게 공유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의 기

회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가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서론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환자들하고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내가 명확하게 항상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려면 

아까 얘기했었던 종양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의 윤리관 이런 걸 본인 나름대로의 윤리나 철

학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우왕좌왕 잘 안 되고 아니면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혀 개입을 안 하게 된다던가. 적어도 1-2년차 지나고 내 

밥그릇 찾아 먹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환자-보호자에게 이런 정도의 권

유를 하는 게 맞겠다, 라는 나름의 윤리관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간호사 2) 

 

실질적으로 환자 돌볼 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서로 의논을 안 하는 분위기고…… 틀에 박힌 강의가 아니라 그런 걸 누군가 얘기해줬음 좋겠

어요. 그런데 내가 임상을 하면서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기본간호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만 했었지. 일부 보수교육에 가면 어떤 경우에 마지막 강의로 간호

사로서의 윤리관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상, 내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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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본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적용이 어려워요. 책에 나오는 교과서 적인 이야기

로만 들리지 살아있는 지식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간호사 6)  

 

이와 같이 간호사는 생애말기 암환자를 돌보면서 여러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임, 상담 등 기관차원의 도움이나 임상 간호사

를 위한 윤리교육을 원하였다.  

간호사는 생애말기에 가족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환자의 선

호도와 성향, 가족 역동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항암치료를 시

작한 환자들은 짧게는 2주에 한 번씩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된다. 되풀이 되는 입

원으로 간호사들은 환자와 가족들과 친숙해 질 수 있다. 환자나 가족들이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간호사들은 직접적으로 DNR과 같은 의사결정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회진이 끝난 후 혹은 의사의 설명 뒤에 전문가로서의 입

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상황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환자,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말 없이 의

료적인 처치만 진행하기도 하였다. 생애말기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외

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렇지만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끝까

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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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자분이 진료가 끝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하면서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조금 

우시더니 그분이 입원시켜달라고 사정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입원실은 없고…… 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애원하시는 분께서도 계셨거든요. 제가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환자분께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요. 환자분 울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간단하게 제가 

시간 여유가 되면 한두 마디 드리고요 제가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울지 마시라고 어깨만 두드려 

드리거나 손 잡아드리거나 그것 까지는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예 못할 때는 진짜 인사밖에 못 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제가 처신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간호사 1)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총체적인 맥락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

게 되며 그러한 고민들 동료들과 나누거나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험과 윤리적 신념, 환자의 상태를 구체

적으로 알고 의료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신뢰, 의료진 사이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할 때 ‘제 가족이라

면, 나라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의료진의 입장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말기 환자를 돌볼 때 정서적인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통증은 있는데 진통제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통증 조절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엔 계속 잠재우거나 뭐 이러는데. 가능성 없는데 

뭔가 해주지 못하는 것. 뭔가 해 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는 게 그게 답답(하죠)…… 간호 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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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답답하고 우리 간호사들도.. 그냥 지켜보는 게..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

아요. 뭔가를 딱 해줘서 좋아지든 뭐든. 항암제가 아니든.. 뭘 해주면 괜찮은데.. 뭘 해줄 수가 없는 것. 

정말 아무것도 못해주고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게. 그 고통.. 저도 그렇고 우리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간호사 3) 

 

개인적인 입장은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의료진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르겠고 

답은 없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분이 생각할 때 환자분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긴 하거든요. DNR문제는 저도 아직 100%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답이 없으니까. (간호사 4) 

 

간호사들은 생애말기 환자들 돌보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치료방향의 공유가 중요하며, 이러한 것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4 시간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옹호자의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와 환자, 가족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교수님 (회진) 오시면 쫓아가서 뭐라도 귀동냥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봐도 너무 내가 할 일이 

태산인 거 아니까 아, 오늘 무슨 검사 환자고 이런 것만 나도 회진 때 메모를 해서 오지 막 환자가 

이걸 원했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말도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이랑 환자가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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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런 게 불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서로 의사를 묻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업무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귀가 안 기울여지거든요. 그만큼 간호사에게 할당된 환자수를 조금 

줄여줘야 아무래도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하고 중간자적 입장을 수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간호사 5)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은 의사가 회진과 

외래진료를 통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치료의 중단을 결정하게 되고 가족에게 치료 방향의 전환을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DNR 을 중심으로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치료의 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가능한 치료와 무의미한 치료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간호사는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 함께하고 있으나 의견 제시나 

직접적인 참여는 못하고 있으며, 의사-간호사 간의 상호 의사소통 환자 증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주가 되었으며 의사결정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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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인간은 자신의 생애에서 오직 한번 죽는다. 그리고 죽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실패한다. 죽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죽음에 임했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침에 따라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플로렌스키) 

막스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p 45 

 

참여자들을 통해 알아본 죽음의 인식 상태에 대한 맥락은 환자와 가족, 의사와 

간호사 모두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었다. 환자와 가족들은 삶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상호 암묵적인 침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에 직면하여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기 보다 가족들에게 

남은 일들을 맡기기 원하였다.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말기에 나타난 생애말기 

암환자들을 둘러싼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둘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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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애말기 상호작용 속에 흐르는 침묵 
 

1. 환자의 예후 인지에 따른 상호작용 

 

 

환자의 생애말기 예후 인지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면 환자가 자신의 예후를 

하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예후를 아는 방법은 의사에게 

직접 듣는 경우와 가족을 통해 듣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은 가족들

에게 의학적 상태와 소견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예후를 설명할지에 대한 

결정은 가족의 결정에 따르고 있었다.  

환자의 인지상태에 따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가 자신의 예후를 

아는 경우는 다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가

족, 의료진과 대화하는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의료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맡

기는 경우,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우울해 하는 경우, 예후

를 알면서도 환자, 가족 사이에 상호 암묵적 위상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예후를 알고 

있으나 희망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환자는 가족이 

반대하거나 혹은 환자의 인지 상태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예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종하고 있었다.  

환자의 죽음 인식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면 개방적 인식상태(open 

awareness)를 3단계로 세분화 한 Timmermans의 연구와 비슷한 면이 있다 

(Timmermans, 1994). 참여자 9와 같이 죽음에 대하여 부정하고 의료진의 대화를 믿

지 않는 경우는 유예된 개방적 인식상태(suspended open awareness)라고 할 수 있

다. 참여자 1은 예후를 알고 있으나 희망을 지속적으로 갖기 원하였으며 이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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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희망을 갖는다는 불확실한 개방적 인식

(uncertain open awareness)의 패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을 알고 난 후 직

면하기 어려워하며 회피, 우울의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참여자 2, 4, 6)의 반응은 

Glaser & Strauss의 연구(Glaser, 1965)나 Timmermans의 연구(Timmermans, 1994)

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패턴이었다.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의료진과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상호 

암묵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참여자 10, 11).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수용적으

로 받아들인 참여자들 중 자신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참여자 3)도 

있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남은 일들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참여자(참

여자 4, 8)들도 있었다.  

예후를 명확하게 모른 채 임종을 맞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으며, 자신

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확실히 모르는 의심스러운 인

식상태(suspected awareness), 가족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도 죽음이 가까

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관련된 대화를 기피하려는 상호 암묵적 위장 

상태(mutual pretense)가 지속되었다. 의심스러운 인식상태와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

는 Glaser & Strauss 연구(Glaser, 1965)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담당 의료진과 가족, 친지들은 알고 있으나, 오직 환자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는 제한적 인식상태(closed awareness)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암환

자의 특성 상 수술 혹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질환을 이미 알

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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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한 상황이 이끄는 침묵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구 기간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

던 표현이다. 환자가 언제 임종할지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그리고 어떤 증상을 얼마

나 겪게 될지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생

애말기 상황이 주는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되었다.  

말기암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자체보다 병으로 인하여 증가될 

미래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것이었다(Ko, Seo, Youn, Kim, & Chung, 2013; 곽수영 & 

이병숙, 2013). 미래에 다가올 고통의 정도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환자들을 돌볼 때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첨예한 접점으로 갈등과 불확실성,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 

무의미함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Germain, 1979; McLennon, Uhrich, Lasiter, 

Chamness, & Helft, 2013). 이러한 속성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냉혹함이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모호한 

상황적인 것에 의한 것이라고 될 수 있다.  

간호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불확실성은 모호함, 모순, 막연하고 분명치 않음, 

생소함, 예측할 수 없음, 정보의 부족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다(McCormick, 2002). 

생애말기 암환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 반응과 대처양상을 미셸(Merle Mishel)의 

불확실성 이론(Mishel, 1988)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생애말기 암환자에게서 

불확실성의 선행 요인으로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한계성과 

점차 악화되는 신체 기능에 대한 공포, 증상 악화에 대한 두려움, 환자에게 예후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가족이나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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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기간 동안 함께 해온 

신뢰를 지속해 온 의료진이나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자신의 예후를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은 죽음이 인간의 한계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경험하는 위기를 기회(opportunity)라고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질서의식(sense of order)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게 된다(Mishel, 1988).  

불확실성을 딛고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예로 환자 참여자 1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기에 처했으나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여 

종교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가족들과의 매일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방문하는 교회 신도들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세우며 자신의 주변과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통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상황이 위험(danger)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거나 또

는 불확실성으로 유발된 정서적 흥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효과

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때는 불안의 증가, 우울, 감정적 심리적 디스트레스 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Mishel, 1988; Neville, 2003). 환자 참여자 2의 경우 같은 기독

교 신자였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불안해 하고 우울한 증상을 

지속하며 보였다. 교회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해 주자 조용히 있고 싶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고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가족들

에게 부탁하였다. 물론 가족들의 도움으로 평안한 가운데 삶을 마감할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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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과 달리 주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나 화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죽

음의 위기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 회피 등의 양상

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역시 불확실성 속에서 침묵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임종의 정확한 시간이다. 가족들은 ‘언제

가 그 때’일지, 얼마나 삶이 남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불확

실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김달

숙 et al., 2012). 임종 예측에 관해서는 여러 논문을 통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설

명하기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윤영호, 2014). 가족들이 임종

의 시간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기 원하였다.  

생애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질병이 더 이상 현대 의학으로 손 쓸 수 없이 

나빠져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예후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금기 시 되고 있으며, 환자 자

체도 그러한 자신의 사실을 직시하기를 원치 않는다. 불확실성을 안고 지속되는 생애

말기 상황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생애말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나 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Kaufman (Sharon R. Kaufman)은 그의 저서 <…And  a time to die>(Kaufman, 2005)

를 통해 죽음의 불확실성을 ‘evasiveness’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회피적임, 파악하기 

어려움, 애매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두산동아, 2010).  

 

의사들은 와서 계속 나빠졌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해요. 오늘은 간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어제는 콩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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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으면 같은 상황을 다시 반복적으로 쉽게 설명

해요. 결국 몸에 기능이 떨어졌다고…. 거의 일주일 째 회진 와서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지….(가족 2) 

 

Kaufman 은 의사의 방어적이고 무엇인가 회피하려 하는 느낌 그리고 애매한 

태도가 환자와 가족의 긴장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의사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여러 상황 중 ‘죽음’에 대해 논할 때 더욱 회피적이고 애매모호해 

진다고 보았다.  

의료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환자와 가족이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의사, 환자, 가족 모두의 논의하는 시점을 

늦추려는 역동에 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의료진이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 

자체가 지극히 의학적이며 객관적인 용어(숫자, 혹은 확률, % 등)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료진들의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설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숫자나 

용어의 의미와 현재 환자의 상황에 대한 연관성을 더욱 모호하게 하며 부담감을 

증폭시켰다.  

언제 임종할지, 언제 갑자기 나빠질 지 모르는 상황은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료진과 가족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왜냐하면 생애 말기 상황에서는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확실성(scientific 

certainty)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타당성이 있는 확실성(practical 

certainty)’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기이다. 타당성 있는 확실성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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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한에서 확실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불확실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생애말기 의사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Ridley & Fisher, 2013). 

 

3. 침묵 속의 상호작용 
 

 

21세기의 최첨단 의학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분명한 선을 그어주기를 원할 것이

다. 하지만 생애말기의 결정은 객관적인 방법 적용이 어려우며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중략)……죽음에 대해서는 의료적 과정의 한계에 

대하여 좀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

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주제(the elephant in everybody’s 

room)이기 때문입니다(Ashby, 2011).  

 
인간은 자신이 나왔던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들어갈 또 하나의 침묵의 세계-죽음

의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언어 또한 이 두 침묵의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고, 이 두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Picard & 최승자, 2010).  

 

생애말기 상황의 불확실성은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불확실성 이외에 생애말기의 침묵을 설명할 수 있는 요

인은 무엇일까? 문화와 관계 없이 인간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묵은 우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므로 침묵에 대하여 ‘안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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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침묵을 이끄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indeman & 황애숙, 2011).  

어떤 문화에서 침묵은 존경심을 표시하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본인의 현재 상황

이 말을 할 수 없는 맥락 속에 있기도 한다(Loustaunau et al., 2002). 혹은 어떤 문

화권에서는 말을 할 경우 누군가 잘못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된

다.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환자에게 직접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가

족의 침묵이 이러한 경우이다(Searight & Gafford, 2005). 이민자 문화에서의 침묵은 

그 나라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무안함의 표현

이 되기도 한다.  

한국어 공동체에서의 침묵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 지

위,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입이 가볍다’ 보다 ‘입이 무겁다’는 것이 속이 깊고 진중하다

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침묵을 중시하는 문화적 풍조는 관용어나 속

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눈은 뜨고 있어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 ‘장님 노릇은 말

아도 벙어리 노릇은 하랬다.’, ‘범은 가족을 아끼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 ‘말이 씨가 

된다.’ 등의 표현이 그러하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언어문화는 담론문화라기 보다 

침묵문화라고 일컬어 지기도 한다. 사람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되돌일 수 없는 초시

간성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구속력을 갖는다(이규호 & 김영근, 2005).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Hall(Edward Twitchell Hall)

의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도에 따르면 관계중심적인 고맥락(high context)에 해당한다. 

고맥락(high context)은 관계중심적이고 집산적, 직관적, 수직적, 사색적인 문화에서 

주로 보이며,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이러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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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간의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중요시 하고 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 

화합을 중요시하며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맥락 내에서 말 

자체보다는 모습이나 말하는 태도, 가족관계나 지위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간

접적이고 규격화된 의사소통이 많이 보이고 있다(Hall & 최효선, 2013a). 한국에서의 

생애말기의 의사소통양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중심적이고, 신뢰관계를 중요시

하며, 환자 개인적인 자율성 존중 보다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우선시 되고 있는 

고맥락의 의사소통 형태를 보인다. 맥락 내에서 말 보다는 침묵이 많이 보이고 있으

며, 의사의 말 자체뿐만 아니라 말하는 어투, 신뢰, 직관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참여자 9의 경우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치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

었으며,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암환자의 경우 자신이 수술을 하고 지속

적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와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병원으로 전

원을 결정하는 일은 관계중심적이고 신뢰를 중요시 하는 고맥락의 상호작용이 우세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와 가족 모두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다.   

참여자 3의 경우 환자가 예후를 알고 있지만,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양상을 보

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가족들이 나섰지만, 계속 침묵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회피하면서 정보(information)을 주고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의미가 여전히 불확실하였다. 생애말기 의

사소통에 있어서 고맥락 상황에서의 맥락과 정보 사이의 의미전달의 양에 있어서는 

개인과 가족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규호는 ‘언어철학’을 통해 의미를 담은 말과 아닌 말에 대한 구분을 두었다(이

규호 & 김영근, 2005). 말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공동된 의미를 갖고 서로의 생각



 

１９３ 

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대화는 공허한 말이 된다. 비록 이야기로 서로 전해지지 

못하지만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다면 공허한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 인식(open awareness) 상태에서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회피한다. 이는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가 주는 팽팽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힘든 말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서로의 사생

활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Andrews & 

Nathaniel, 2009). 

 

4. 온전한 나를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죽음 장소의 변화 
 

 

 ‘좋은 죽음’에 관한 조사들을 속에는 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가 있는 

데, 그 중 빠지지 않는 하나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고통 없이 고요하게 죽는 

것이다. 죽음이 임박해 올수록 환자들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몸 속 기관

들은 하나하나씩 자신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를 지속하여 보내게 되고 정

신까지 혼미해진다. 몸도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힘든 시간에 환자분들이 

가족에게 옹알거리듯 하는 말이 있다.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어.’ 어떤 분들은 무의

식적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고자 한다.  

프랑스의 역사가 Ariès (Philippe Ariès)는 “사람들은 이제 내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죽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그것도 홀로 죽는 것이다.(중략)…… 죽음은 일

련의 자잘한 단계로 해체되고 세분되어 최종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죽음인지 알 수 없

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Ariès & 이종민, 1998; 서경식, 2013). 임종 환자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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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가정에서 병원으로 전이되면서 죽음이 개인적인 것에서 공개적인 것으로 바뀌었

으며 죽음의 공개는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들, 말하자면 인간

적인 존엄성이 지켜지면서 세상을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점차 고립화 되고 있다고 보

았다(Ariès & 고선일, 2004).  

죽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중 가능한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 주

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죽음을 앞둔 생애말기 환자들은 자신의 삶의 역사가 배

어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

면서 자신 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아침번 암병동 간호사와 함께한 현장

을 정리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아침 6시 반시다. 밤 번 간호사로부터 방금 인계를 받고 병실을 둘러보러 카트(cart: 간호사들이 투약, 

처치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이동식 기구)를 끌고 병동으로 나선다. 복도 끝 어디선가에서 

Infusion pump (수액이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구)가 울리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거지……’ 인계를 받자마자 울면서 나를 찾은 ‘소리’에 나도 모르게 순간 날카로워진다. 8호 둘째 

환자에게서 나는 소리였다. 모르핀이 들어가고 있던 주사가 뭔가 이상이 있는지 ‘삑 삑’ 소리를 내

고 있다. 환자가 움직였는지 EKG monitoring(심장기능측정기구)의 심장 박동이 120회 이상으로 뛰면

서 또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행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환자가 진통제가 안 들어가서 힘들어 보

이지는 않는다.  

아직 밖은 어둡다. 5인실에 누운 환자와 보호자들은 뒤척이면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 번갈아 

가며 나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제 밤 8호 3째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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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같이 있던 방 사람들이 모두 잠을 설쳤을 것이다. 이번 주 들어 그 방에 안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거의 매일 임종실이나 1인실로 옮기는 환자분들이 생긴다. 내가 일을 많이 타긴 타나 보다. 그래도 일

은 잘 하는 사람한테만 몰린다며 나 혼자 격려해본다.  

환자들 방을 돌고 있는데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누군가 나를 찾는다. ***파트 레지던트 1년 차다.  

“7호실 ○○○ 환자 오늘 아침 피 언제 나갔어요. 결과가 아직 안 뜨네. 오늘 교수님 회진 빨리 돈

다고 하셨는데. 그분 Lab 확인해야 하는데.”  

밤번 간호사가 한 일을 나한테 묻는다. ‘교대한 거 모르나……’ 

“맨날 나가는 시간에 나갔겠죠. 더 일찍 뽑아달라고 안 했으면.” 

“맨날 언제? 몇 시요?” 

“환자들 보통 5시쯤 피 뽑아요.” 

아침 인계 시간과 회진 시간에 맞춰서 검사 결과들이 나오려면 새벽부터 혈액검사를 나가야 한다. 

회진 전에 사진을 찍도록 환자들을 깨워야 한다. 밤 사이 화장실 간 기록을 안 적어두면 깨워서라도 

물어봐야 한다. 

오늘 나와 함께 다녀야 하는 카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바퀴에 뭐가 잔뜩 끼어 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살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병원 바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삶의 부스러기들이 널려있

다.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바퀴소리이다. 큰 소리를 내는 카트가 민망하여 얼른 방을 빠져 나온다. 나를 

뒤따라 청소하는 분이 들어간다. 회진 전에 병실을 정돈해야 하니까. 

2014년 3월 26일 현장일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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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진다. 죽음을 앞둔 시간들은 굉장히 

사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공간은 절대 사적이지도 절대 조용하지 않다. 특

히 다인실은 함께 하는 환자와 가족, 기계소리, 청소 소리 등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

인다. 실제 병동형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와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과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가정에 있는 환자의 영적 안녕과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김복희 & 박희옥, 2013). 조용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은 평온한 삶

의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참여자 1의 경우 환자가 집에서 임종하기 원하여 병원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팀에 연계되어 집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았다. 집으로 간 후 환자는 평소 친하게 지

내던 교회 지인들과 목회자를 편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방문한 친구와 교회 지

인들은 기도와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사일을 돕고 음식을 해오면서 

함께 있는 가족들을 함께 돌봐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간호사와 호스피

스팀을 통해서 의료적인 상담과 목욕봉사 등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다. 갑자기 통

증이 심해지면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집에서 평화롭게 죽기 원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가능한 방법만 있다면 집에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지내길 원했

다.. 주사 마약제의 병원 외 반출문제와 효율적인 통증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환

자는 병동으로 옮겨졌으며 일주일 뒤 임종하게 되였다.  

생애말기 환자들은 자기 본질 안에 머무는 자기 실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신

을 에워싸는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발생하는 ‘터(Ote)’에 ‘거주

(Wohnen)’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 박찬국, 2008; 

공병혜, 2013). 병원은 공간적 의미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속한 ‘터’가 아니다. 병원 임

종이 늘어나면서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자신의 ‘터’가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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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죽지 못하는 것을 ‘객사’라고 하여 좋은 죽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주지인 집에서 병원으로의 임종을 위한 공간의 변화는 고독한 죽

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 원인이다(김명숙, 2010). 친숙한 환경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인실’에 있다. 자기 안에 머물 고요가 없으며 늘 긴장이 있는 곳이다. 옆에 

있는 환자의 고통이 내 일 같아지는 곳이다. 그리고 별다른 큰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

도 의사의 회진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자신의 ‘터’가 아닌 곳에서 가족은 환자에게 친숙함과 안정을 주는 유일

한 관계다. 가족 참여자 2의 경우 가정에서의 임종을 원하였으나 결국 병원에서 임종

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호스피스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비용효

과적인 장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민정혜, 

2014). 효율적인 가정호스피스 정립을 위해서는 주사마약제의 관리와 처방변경 문제, 

가정 내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방안, 방문하는 의료진과 다른 호스피스 인

력들에 대한 수가제도 등(고수진 et al., 2014)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5. 말과 말 사이의 틈새: 은유로 나타나는 죽음 
 

일단 사형선고를 받고 나면, 당신은 태양도 죽음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지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강해지고 깊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군사적 용어에 익숙하기는 모두 마찬가지다. 암 세포는 

그냥 증식하는 법이 없고 ‘침략’한다. 방사선 요법은 ‘폭격’이라는 공중전의 은유를 

사용하며, 화학요법은 독극물을 사용하는 화학전이다. 게다가, 신체에 다소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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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전사자의 수만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다.(Sontag & 이재원, 2002) 

 

죽음에 대한 표현이 터부시 되는 것 역시 문화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

부분의 문화에서 죽음은 성(性)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터부시 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 '데스' 제작팀, 2014). 특히 암(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

에게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다. 암을 감추려 하고, 그 결과를 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가

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암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암=죽음’이라는 공식에 동의하는 듯하다. 위장병이나 심장병은 ‘진단 받았

다’라고 하지만, 암은 ‘선고’ 받았다고 하는 표현에서도 암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느

낌으로 전달되고 있다.  

미국에서 767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1.6%의 응답자가 암을 

죽음에 대한 선고로 생각하고 있었다(Moser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연구자가 암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항암치료실로 주사를 맞으러 온 어떤 

부인암 환자가 “암센터라고 써진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주사 맞을 수 없어요? 꼭 ‘암’

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나요?’’라며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가끔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서 암이 미화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백혈병, 하얗고 약한 소녀, 보호 본능

과 절박함. 시간이 많지 않은 그녀에게 내가 빨리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 

긴박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하면서 우리를 감수성의 세계로 이끈다. 실제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낭만화는 과장된 허상이다.  

 

환자와 가족들 모두 진실을 이야기한 것을 싫어하니까 나도 점점 나이 들면서 힘든 얘기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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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져요. 제 선배 교수님이 맨날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가요. 괜히 안 좋은 얘기 하면 나도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데. 맨날 안 좋은 얘기 

하지만. 그걸 적응 하는 거죠. 저도 이 culture 적응하는 거겠죠.. (의사 6) 

 

환자에게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편치 않은 

일이다(Millar, Reid, & Porter, 2013). 이러한 불편함은 생애말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

현이 아닌 죽음에 대한 은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료실에서도 관찰되었다. ‘준비하세

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증상을 조절

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외래 

진료실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 하기 보다 컴퓨터를 보거나 다

른 곳을 쳐다보면서 설명을 한다. 이러한 의사의 모습은 임종을 선언하는 순간이나 

환자와 가족에게 악화된 증상을 설명할 때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회피의 기

전이다(조계화 & 김균무, 2013). 

 

(우리나라는) 죽음이란 단어를 쓰기를 극도로 회피해요. 나도 환자 만날 때 죽음이란 용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분위기 봐 가면서 표현하거든요. 호스피스라는 용어 쓰기 어렵고 죽음이라는 용어 쓰기가 어려

워요. 제일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선 그게 무

슨 뜻인지 서로 아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의사1)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병이 더 나빠지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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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으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치료 못합니다.’ 라고 얘기

를 해요. ‘ 두 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는 못하죠. 간혹 보호자가 회진 하다가 복도에 따라 나와서 

우리한테 얼마나 남았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예상되는 기간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하지만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한달 남았습니다. 준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스트

레스예요. (의사 6)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가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근거’, 나의 몸이 이상을 나타내는 

부분, 지난 번보다 더 자란 종양의 크기, 자꾸만 올라가는 종양지표, 간기능의 저하, 

신장 기능의 저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연하다. 그저 숫자로 다가올 뿐이다. 대부분

의 의료진들이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전할 때 전문가적인 자신들의 지식적 맥락 

안에서 표현한다(Shaw, 2008). 이런 경우 환자는 자신이 들은 말이 죽음과 연관 있음

을 모르거나, 아니면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놀라온 ‘선고’를 무의식의 영역으

로 넣어두고 회피한다(Hagerty et al., 2005).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쓸 약이 더 없다는 거 자체가 내가 죽

음이 가까워왔다는 걸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하라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남은 삶을 정리를 하

라는 소리고. 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젊어도 안 듣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부정하려는 힘이 강한 사람들? 자기 의지,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 의견에 의지했다기보다는 자

기 의지로 살아왔던 사람, 온갖 난관을 다 뚫고 살았던 분들. 특히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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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름을 얘기를 해도 객관적인 조건이 어쨌든 주관적으로 나는 이 병을 이기겠다, 이런 의지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극도로 불안한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 7) 

 

연구 중 의료진의 관찰과 면담 시 많이 사용된 죽음과 관련된 표현 중 하나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죽음을 ‘의학적 실패로서의 몸’이라

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비길 수 있다(조계화 & 김균무, 2013). ‘죽음’이라는 

단어 사용을 터부 시하며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경향은 같은 유교 문화인 중국(Hsieh 

& Wang, 2011)뿐 아니라 미국의 언어에서도 ‘death’를 ‘passing’으로 표현하는 등으

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다(Cacchione, 2000).  

죽음에 대한 은유적, 우회적인 표현은 죽음을 앞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학과 예술에서 표현된 죽음의 표현을 분석해 보았을 때, 

19세기에서 20세기의 급속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죽음은 점점 침묵을 통해서가 아니

고는 표현될 수 없는 공포감을 주는 ‘힘’, ‘금기시된 죽음’으로 표현되면서 인간의 한

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Ariès & 이종민, 1998).  

언어는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

고 또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태나 이해를 유도하기도 한다(이규호 & 김영근, 2005). 

한국 사회에서도 죽음을 직설적이지 않고 은유적이나 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완곡하

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나(Jo & An, 2012)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해 자신의 문제로 직면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의 설명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과 연결시키지 못하기도 하였다. 환자

와 가족의 맥락 안에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짧은 진료와 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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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황에서 쉽지만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암에 걸린 경우에는 계속 

치료할 수 있으며 오히려 치료를 그만 두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라

고 생각한다. 질병으로 죽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다. 환자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병을 앓을 만한 짓을 했을 것이라고 인과응보의 개념

으로 느낄 수 밖에 없게 한다고 설명한다. 환자와 가족들은 끝까지 내가 왜 이런 병

으로 죽어야 하나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매달린다.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

렵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러한 고통은 정확하게 

정의되기를 거부한다. 

죽음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다. 죽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확

한 정의를 거부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손택은 <

은유로서의 질병>(Sontag & 이재원, 2002)을 통해 의학이 발전한 현대 문화에서도 

암의 은유야 말로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

하고 있으며 암을 ‘정복’하기 위한 의료의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언젠

가는 ‘암’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것이라는 은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생애말기는 어떠한가? 말기암은 궁지에 내몰린 쥐일 수 밖에 없다. 생

애말기 환자들에게는 그들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들이 죽음에 대한 은유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생애말기 암환자임에도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살아 있으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며 보완대

체요법에 매달리기도 한다. 직면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직면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죽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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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적, 우회적인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 직면하기 어려운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인

간 유한서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있는 가족 
 

 

의료진에게 환자가 예후를 모르는 상황은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Hagerty et al., 

2005; Yun et al., 2010; 조계화, 2010). 환자에게 예후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가족의 뜻을 거스르고 의료진이 직접 환자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상 환자 곁에는 ‘보호자’가 상주해야 하며 

대부분 가족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우선경, 2004; 최은숙 & 김금순, 2012). 한인 

교포로 미국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던 실습학생은 우리나라에 가족들이 ‘보호자’로 

상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놀랐다고 하였다.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간호사 대신 가족이 해요?’ 사실 이 문제를 거론하자면 이야기가 길다.  

근대화 이후 핵가족화와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가족이 환자 

곁에 상주하여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안될 경우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환자 곁에 상주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암환자 가족 990 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암관리 사업본부의 2013 년 조사에 의하면 암환자 가족 82.2%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적인 불안증세를 느낀 사람도 17.7%에 

달하였다(Park et al., 2013). 그리고 암환자를 돌보느라 실직한 가족의 경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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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며 자살 충동 및 자살시도가 2~3 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에서의 가족의 상주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병원에서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애말기 암환자와 만날 때는 그것이 외래이건 

병실에서건 거의 ‘보호자’들과 함께 있게 된다.  

다음은 병동 회진 중 생애말기 암환자와의 대화내용이다.  

 

의사: 오늘은 혼자 계시네요. 보호자 안 계신가요?  

환자: (기운 없이 반좌위로 앉아 있다)글쎄, 금새까지 여기 있었는데. 

간호사: 화장실에 계신가? (인근 화장실에 가서 가족을 찾기 시작한다) 

(잠시 기다린다) 

의사: 어제 좀 어떠셨어요? 복수 때문에 배 많이 부르고 답답하셨죠? 

환자: 늘 그렇죠, 뭐.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 

가족: 어제 통증은 좀 덜했는데, 숨이 좀 많이 차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런지 죽도 

거의 안 드시려고 하고.  

의사: (환자를 보며) 배가 많이 부르셔서 힘드시면 복수 뺄까요?  

(환자는 가족을 쳐다본다) 

가족: 조금 더 참아볼까, 어쩔까?  

환자: (대답이 없다. 생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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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좀 더 참아보다가 정 힘들면 다시 말씀 드릴게요. 피검사랑 엑스레이 사진은 어떤가요? 

의사:(환자와 가족을 번갈아 보며) 많이 나쁘지 않아요. (다시 환자를 보며)김**님 너무 힘들면 참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힘 내시고요.  

(다른 환자 회진을 위해 병실을 이동하고 있던 중 환자의 가족이 의사를 부른다) 

가족: 선생님……선생님. 

(간호사가 수련의와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는 주치의에게 가족이 찾고 있음을 

알린다)  

의사: 아, 네.  

가족: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시고. 검사 결과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의사: 오늘 한 검사는 기본적인 혈액수치 검사에요. 크게 나빠지지 않으셨고요. 복수가 좀 많이 차서 

폐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도 차고 식사도 더 못하실 거 같아요. 복수가 심하면 배에 

관을 꽂아서 간헐적으로 복수를 빼는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가족: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저러면 얼마 안 남으신 건가요? 교수님 말씀 대로라면 얼마 

안 간다는 이야긴데…… 

의사: (잠시 생각을 하며) 계속 조금씩 안 좋아지고 계세요.  

가족: (망설이며) 그럼 언제쯤…… 

의사: 정확한 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얼마 못 가세요. 한달? 

한달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가족: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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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인사를 하고 의사는 계속 회진을 진행한다) 

 

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의 신체적 증세를 묻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환자-의사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가족이 매개되어 있다. 이 대화 속에서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의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가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생애말기 암환자를 둘러싼 의사소통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대화가 의사-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림 2). 의사-환자-가족이 

이야기하는 회진과 외래진료의 경우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함께하면서 상호간 의사소통 양상을 

관찰하고 필요 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가족은 어떨 때는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 혹은 대리인으로 어떨 때는 가족을 대표해서, 어떨 때는 무의식 중에 

장애물이 되어 의사소통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림 2 와 같이 가족이 환자를 품에 

안고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료적 상태 설명과 치료에 대한 

설명, 예후에 대한 설명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불명확한 의사소통이 혼재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가족들이 거의 함께 있어 어려웠던 적이 많다. 필자가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할 때에도 가족은 늘 환자 곁에 함께 있으면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으나 환자 혼자 있을 때 나오는 속 깊은 고민과 불안, 자신의 마음 정리를 위해 

필요한 말들이 있다. 환자와 개별적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식구인데……괜찮아요. 말하세요.”라며 함께 있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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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 때에 따라 환자와의 깊은 대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림 2>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소통 양상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환자의 실질적 돌봄을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 대 1 로 환자와 의료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의료체계 자체가 다르며 환자-의료진간 의사소통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자율권 자체를 논하는 것에서의 기본적인 배경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 직장과 학교를 중심

으로 가족들이 분화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앞두고 핵

가족이 되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게 된다(참여자 10). 때로는 서로 보지 않던 

가족들의 반목이 불거지기도 한다(참여자 3). 참여자들 모두 자신의 신체적 상태가 악

화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삶의 정리를 가족들에게 맡겼으며 남은 가족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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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던 사람들도 죽

음을 인지하게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원가족을 찾게 되며 가족의 의미가 더욱 

공고하게 되며 때로는 방어적이 되어 가족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갖

기도 한다.  

실제로 죽음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집단 

편향성이 강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말기에 가족의 결속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인지하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며 죽음의 현저성(mortality salience)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죽음의 현저성은 자

기와 가치관, 행동양식이 비슷한 구성원 간 애착과 일치감을 강하게 하는 내집단 편

향성을 갖게 하며 내집단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단결성이 강화된다(한국교육방송공사 

& '데스' 제작팀, 2014). 가족은 가장 강력한 내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의 단결은 죽음에 대한 방어적인 성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도 내집단 편향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

으려 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가족에 대한 내집단 편향성이 더 강하게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임종을 앞두고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가족들이 환자를 

만나기 방문하고 있다. 직계의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모이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걱

정과 함께 가족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생애말기 모습에서는 내집단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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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절대적 타자와의 만남: 환자의 침묵 
 

1. 벼랑 끝에 서서 존재 너머 타자의 얼굴과 마주하다 
 

연구에서 만난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어떤 분은 내몰

리듯 서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초연하게 서 있기도 하였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불확

실성, 공포, 불안 속에서 실존적인 위기 상황에 있게 된다. 인간은 한계성 안에서 현

실이라는 실존에 내던져져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를 존재적 비존재(ontic non-being)

이며 인간은 죽음을 통해 그 유한성이 위협적으로 드러난다(Tillich & 차성구, 2004). 

죽음에 대한 고통을 설명을 위해 연구자는 Heidegger의 <존재와 시간>과 

Lévinas의<시간과 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Heidegger & 이기상, 2006; 

Lévinas & 강영안, 1996). Heidegger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보고 죽음에 대

항해서 나의 존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강영안, 2005). 그러나 연

구를 통해 나타난 참여자들은 죽음이 바로 앞에 오기 전까지 그 얼굴을 바로 대하기 

어려워했다. 설사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차(참여자 2, 참여

자4) 죽음이 오는 것을 담담하게 기다리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증거하고 책임지려 하

지 않았다. 죽음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용감하게 대항하며 

나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고, 늦게 자

신의 상태를 알게 된다. 혹여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더라도 가능한 마주치고 싶지 

않고 싶어하였다.   

죽음이 Heidegger에게 ‘자유의 시간’이었다면, 반면 Lévinas는 ‘인간의 무력, 부

자유의 경험이었다. 그는 죽음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을 가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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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라고 설명하고 있다(Lévinas & 강영안, 1996).  

Lévinas가 설명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무력감은 여러 참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 참여자 1의 경우, 자신의 죽음을 부인이 직면하라고 이야기해 주기 전에

는 ‘언젠가는 올 일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4의 

경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싶다’고 표현하

였다. 참여자 6의 경우 자신의 여명이 3개월 미만임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

하고 외면하였다. 알고 있지만,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환자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관찰되었다. 가족 참여자 2의 

경우 역시, 부인의 악화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조그만 변화에도 희망을 찾기 원

하며 의식이 없는 부인도 희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원하였다. 

참여자 9의 가족은 가능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으면서 환자와 가족이 받아

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하기 원했다. 모두들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으며, 어쩌면 

더 이상의 치료가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단지 남편은 아

내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연기 될 수 있기를 원했을 뿐이다.  

죽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 Lévinas는 ‘존재와 다른 것, 존재 저편

에 있는 타자(他者)가 존재의 옹벽에 틈을 내고 그 틈바구니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을 

죽음으로 생각하였다(강영안, 2005). ‘타자(他者)’란 나의 내적 동일성을 방해하고 불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내 밖에 있는 타자는 무시할 수 있지만 죽음은 내 안에 있

는 타자이며 무시하고 싶어도 나와 항상 함께 한다. Heidegge가 설명한 ‘내가 너에게 

타자가 되고, 네가 나에게 타자가 되어주는 상호존재의 타자 개념(Heidegger & 이기

상, 2006)’이 있다면 죽음은 이를 빗겨간다고 생각된다. 

연구에서 만난 사람들은 죽음과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죽음은 내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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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우리는 현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죽음에 대하여 인

식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다. 아마도 Lévinas는 생애말기에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타자인 죽음과 직면하는 순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죽음 준비’ 하기를 외면하고 회피하였다. 외면은 나를 타자화 시킨 대상을 타자화 시

키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타자인 죽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바쁘고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 종말, 

허무, 외로움, 소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표현하는 등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암묵적이며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명숙, 2010).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몸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없음’을 마주하는 것이다. 특히 신체적 고

통이 동반된 경우, 고통에서 다시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우리의 로고스 밖에 있는 죽음, 절대적 고통 속에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죽음

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그리고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본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얼굴을 보여준다. 생애말기 암환자들 역시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

으며, 그들에게 죽음은 그림자처럼 붙어있다. 하지만 희망에 가려져 죽음은 보이지 않

는 것처럼 억압된다. 그러다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 사라지는 순간 죽음은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더 

가깝게 느끼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은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사건과도 같다. 

늘 나에게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인식 속에 들어오게 된

다. 죽음이 내게 온 이후에는 이미 준비하기 어려워질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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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죽음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Lévinas는 죽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서 죽음에 대

한 불안이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자기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려

는 이기적인 마음이며, 나의 존재 에 대한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타자에게고 옮겨 놓

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설명한다(강영안, 2005). 그리고 이러한 타자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며 내가 있었던 공동체와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화

해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 놓는 것, 즉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체험이 가능함을 설명한다(윤대

선, 2009).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개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앞으로의 예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 죽음을 인지하는 것, 죽음

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을 

위한 생애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McLeod-Sordjan, 2014). 그리고 이러한 것

을 촉진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 종교나 영성, 죽음에 대

한 개인적인 선행 경험, 생애말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그것이 가족들을 돕는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Glass & Nahapetyan, 2008).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예후인식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확한 예후를 알기 두려워하였으며, 직면하기 

어려워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미루거나 가족들에게 맡기기 원하였다(참

여자 1,2,4,6,8,10,11, 가족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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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실존적 부정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지속하기 원하였다(그것이 보완대체의료이건 항암치료나 방

사선, 수술적인 치료가 되었건).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들은 연구 중 어떤 곳에서든 희

망을 찾기 원하였다. 생명이 유지되는 한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희망이다(곽수영 & 

이병숙, 2013; 최은숙 & 김금순, 2012).  

인간은 죽음을 통해 본래의 자기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죽을 수 밖에 인간의 유

한성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일깨우고 각성시킴으로 본래의 실존을 찾아 비로소 두려

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홍경자, 2013).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존재의 용기’

이며 이를 통해서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Tillich & 차성구, 2004).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며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다. 연구에서 만난 

생애말기 환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생애말기에 이름을 알면서도 죽음에 직

면하기 어려워하고 회피하거나 우울해 하였다. 죽음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성향은 

가족, 의료인들과 죽음과 관련된 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이러한 직면 과정을 힘들어 하며 부정

하거나(환자 참여자 2, 9), 직면하기를 회피(환자 참여자 4, 6)하였다. 의료진에 의해 

더 이상 삶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가족과 환자 모두 상호 암묵

적인 위장상태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말을 가능한 하지 않는 

‘침묵’을 보였다(환자 참여자 10, 11).  

환자 참여자 6의 경우 3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간질환계 암 4기라는 진

단을 받았으며 이미 의료적인 치료를 이미 할 수 없는 단계라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

는 입원한 이후 계속 혼자 있고 싶어 했으며, 우울증 약제 처방에도 별다른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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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며 불안함을 호소하였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환자참여자는 벽을 보고 있었다. 연구자가 들어가자 살짝 얼굴을 

돌려 확인한 후 다시 벽을 보고 웅크리고 누운 자세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 입원한 지 4일째 인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환자 6: 입원하기 전이랑 비슷해요. 그래도 통증이 좀 좋아져서 잠은 잘 수 있어요.  

연구자: 뭐가 가장 힘드세요.  

환자 6: (한동안 말이 없다)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연구자: 가족들과 이야기는 좀 나누시나요? 

환자 6: 아니요, 별로. 그래서 뭐하게요.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는다), 

환자 6 참여자의 부모는 환자와 이야기를 통해 그가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하였다. 

하지만 그는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려 하였다.   

 

 벽을 보고 누운 환자 6 의 모습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벽 쪽으로 

돌아누운” 이반 일리치의 모습과도 일치한다(Ariès & 고선일, 2004; Tolstoy & 고일, 

2011). 그의 몸짓은 더 이상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소통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참여자 6 의 경우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죽음으로 인한 무의미함을 표현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안으로 침묵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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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의미의 상실을 의미하며 그가 느끼는 불안은 

정신적 중심의 상실로 인한 것이다(Picard & 최승자, 2010; Tillich & 차성구, 2004).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위한 준비 자체가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환자 참여자 7, 8, 11). 환자 참여자 2, 4 역시 죽음 준비를 위해 무엇인

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두 사람의 경우 비교적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상태(ECOG 1~2)에서 자신이 생애말기임을 설명 들었으나 ‘하고 싶지 않다고 

미루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환자 참여자 9의 경우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눈

물이 나온다”고 표현하며 직면을 위한 과정 힘들다고 표현하였으며 가능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는 마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은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 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문헌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illich & 차성

구, 2004).   

가족들 역시 환자가 이러한 직면의 과정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환자에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원하였다(가족 참여자 2, 4, 10, 11, 13).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한 환자 참여자 3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머지 준비는 

가족들에게 맡기고 싶어하였다. 가족들 역시 환자가 남긴 ‘숙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

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죽음의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여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그것은 타자를 올

바로 환대하는 방법이 아니며, 나의 존재의 무게 중심을 타자의 미래로 옮겨놓는 방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환자 참여자 10의 경우 예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주변정리를 

스스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가족들과는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와 같이 죽음에 대한 대

화를 하지 않았으며 희망적인 생각을 지속하기 원하였다. 예후를 알지만 상호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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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 모두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환자 참여자 8, 10).  

환자의 성향이나 가족 역동 상 죽음에 대한 직면이 해(害)가 되는 경우에는 죽음

에 대해 회피나 부정하는 상황을 그들의 대처기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

움이 된다(Kim et al., 2013).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

자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

적으로 환자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Lévinas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이해 불가능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대상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침묵하는 것으로는 결코 주체화가 될 수 없

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무기로 다가오는 죽음에 

응답하는 길은 얼굴을 마주하고 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회피하거나 외면

하는 것 역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방법이기는 하다. 비록 환자에게 진실

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권 국가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과 죽음 준비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場)이 마련

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내 안의 타자인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임을 Lévinas를 통

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져오는 부재(不在)는 삶 속에 내재되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론적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윤대선, 2009). 

 

죽음은 실존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불안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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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것과 화해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깊은 만족과 자유

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안셀름 그륀, 삶의 기술>(Grün et al., 2006) 

 

2. 침묵이 하는 말 

  

 

생애말기 암환자들의 침묵은 실존적인 이유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죽음 앞에 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반응이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자신들 고유의 방법으로 침묵 속에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을 통해 본 동양 문화권의 침묵은 정신과 우주의 통일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요함 혹은 내적인 평화의 상징이었다(Bindeman & 황애숙, 2011). 그러나 연구자가 

관찰한 환자들은 죽음 앞에서 ‘깨달음으로 고요한 내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감

히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잊은 존재’이다(‘말을 잊다’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라 표

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놀랍거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여 

기가 막히다. 품었던 생각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저버리다.’이다). 그리고 ‘말을 잃

은 존재’였다(‘말을 잃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이나 감각 등 자신에게 본디 있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다.’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두고 놀랍거나 어처

구니가 없어서 기가 막힌 상태이기도 하고, ‘말을 해서 무엇을 하겠냐’ 하는 포기의 

마음에 말을 저버리는 경우라 하겠다. 또, 죽음 앞에 놀라서 이성과 넋이 나가 할 말

을 잃어버린 환자상태의 표현일 수 있겠다.  

앞서 소개한 참여자 6을 다시 생각해보자. 30대 말의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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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계 암을 진단받으면서 의사로부터 ‘할게 없어요. 얼마 못사세요. 한 3개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다인실에 갈 것을 원했으나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보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싫다며 1인실에 있기를 

고집하였다. 웅크리고 벽을 보며 마치 세상에 내가 있을 공간은 없다는 모습으로 누

워 있었다. 생애말기 진단으로 받은 충격으로 놀랍거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막힌 

상태이기도 하고, ‘말을 해서 무엇을 하겠냐’ 하는 포기의 마음에 입을 닫았다. 넋이 

나가 할말을 잃은 상태이기도 했다. 이러한 환자의 심리적 상태는 가족이나 의료진과

의 대화 장(場)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스스로를 배제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와도 어떤 이해도 공유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침묵이란 우리

가 사는 삶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발견되면,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말과 

침묵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의 의미를 심화하고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이

규호 & 김영근, 2005).  

침묵에서 나온 말은 침묵이 말에게 부여했던 원천성의 힘으로 대상을 포용한다. 

Heidegger의 표현에 의하며 “언어의 본질은 결코 언어적인 것을 넘을 수 없기 때문”

이다(이진우, 1999).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교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도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는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 없는 도의 말은 자연의 말”이라고 하였으며,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노자 & 장도연, 2012). 

생애말기, 인간은 죽음 앞에 실존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으며 인간의 존재 경험이 그

대로 드러나는 시간이다. 생애말기 환자는 침묵으로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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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를 들여다 보기: 환자들은 죽음을 직면하는가? 

 

 

생애말기를 접하는 환자에게서의 침묵은 누구를 향한 침묵이라기 보다 자기 자신

을 향한 고독이며 침묵이다. 죽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보다 이미 침묵의 일부를 

자기의 몸으로 지니고 있게 된다(Picard & 최승자, 2010). 우리는 그러한 침묵을 ‘우

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약이나 여러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 그를 환기시키려 한다. 

물론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갇힌 침묵은 스스로를 해진다. 삶이 더 가까운 이들의 외

로움과 죽음을 앞둔 이들의 고독은 다르다. 그것을 깨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과

정을 막아서는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향해가는 침묵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역시 가족이 헤아려주는 ‘마음’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침묵의 의미를 공통적으

로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의미 

없는 소리, 공허한 말 보다는 참된 고요의 침묵만이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고독은 침묵으로 인간 앞에 존재하고 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올곧게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관찰한 대부분의 생애말기 환자들은 죽음을 직면하기 보

다는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다. 고독하기를 원하기 보다 무엇인가 계속 세상의 일을 

하기 원하였다. 환자 참여자 2의 경우 ‘(심리적 도움을 주는) 연구가 아닌 임상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에 넣어주기’를 원하였으며, 참여자 10의 경우 의미가 없을지라

도 항암치료를 지속할 수 있기를 의사에게 부탁하여 낮은 용량의 항암치료를 지속하

였다. 참여자 9의 경우 자신을 완치 목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찾

기 위해 4곳의 대학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보완대체의료를 병행하였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면의 확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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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내적 성숙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3과 참여자 8의 경우 본인의 죽음에 

가까운 것을 인지하고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할 장소를 정하여 옮겨가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불안함이 지속되는 참여자들은 치료를 멈추지 못하였다. 어떤 치

료든지 잠시만 중단되어도 불안해 했으며, 치료 중단 후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될지

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 속 불안과 공포

를 들여다보지 않기 원하였다(Grün et al., 2006). 마음 안에서 고독과 함께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을 올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

람들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문헌에서처럼 침묵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더 잘 마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관찰한 바가 없으므로 확언할 수 없다. 하지만 참여자 10의 경우 생애

말기임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항암치료로 인해 기운이 없으면서도 봉사를 하기 위해 매주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고 한다. 참여자 4 역시 죽음을 직면하면서 무엇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

자 있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많은 눈물을 흘기게 된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음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문헌에서 말한 고요와 침잠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고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8의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시간이 싫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서 가족들과 함

께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 이런 경우 침묵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고독과 우울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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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희망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의 침묵 
 

연구를 통해 살펴본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던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형태와 일치하였다. 

참여자 가족 중 환자에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우가 13 가족 

중 7명이었다. 의사와 가족간의 대화는 복도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외래 진료실

에 남아 있는 형태로 상태 악화와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가족 참여자 2의 경우 

의사가 회진 때마다 반복적으로 환자인 부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는 이야기를 하

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보였다. 반면 의사는 가족이 지금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설명을 지속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족과 의료진의 인식의 차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직시

할 죽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죽음의 논의를 피하는 것이며, 의료진은 이를 가족이 

‘insight’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가족 참여자 12).  

생애말기 암환자를 둔 가족 참여자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희망적인 말을 지

속하기 원하였으며, 환자가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나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면서 적

극적인 대화를 미루었다. 어떤 문화에서는 아픈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질환을 상의하

는 것은 무례한 일이며 환자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Searight & Gafford, 2005). 또한 환자의 죽음 인식 상태와 관계 

없이 대부분의 환자 참여자들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 남은 삶의 정리 부분을 

가족이 맡아주기 원하였는데 이는 환자가 가족에게 의사결정을 대신 맡아주기 원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창곤, 2010; 윤영호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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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참여자 10 의 경우 환자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못한다고 하자 

자포자기 하면서 우울해지고 희망을 잃었으며 이를 지켜본 가족들은 의사를 따로 

찾아가서 큰 도움이 못되더라도 항암치료를 지속해 주기를 원하였다. 결국 가족들은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면 와서 다시 항암치료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후 

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전원 결정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다시 

인지하게 되면서 심한 불안과 불면, 통증을 호소하였다.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예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신을 위해 애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굳건하게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인 듯처럼 보이나 환자와 가족 모두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었다.  

불확실성 이론(Mishel, 1988)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려주려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딛고 

일어나 그것을 기회로 인식(perception of opportunity)하라는 의도이다.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딛고 일어나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과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가족역동은 죽음 준비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환자에게 예후를 알려주지 않기 

원하는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된 환자가 겪는 고통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애말기 가족 자체가 환자를 떠나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환자 참여자 11 의 부인에게 임종을 앞둔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다음에 교육 받을게요.”라고 하며 설명 듣기를 계속 미뤘다. 이는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환자들 돌보면서 힘들고 지친 이유도 있겠지만 가족 스스로가 

죽음에 대하여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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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환자에게 누가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는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하는 경향이 더 

많았으나 암환자의 가족들은 가족이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병원에서의 대부분의 생애말기 예후 고지는 가족들에게 먼저 전달된다. 회진 

중 복도에서 가족을 따로 부르는 상황에서 혹은 외래진료 후 환자가 없는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의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을 복도로 부르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대부분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가족과 상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후에 대하여 환자가 알고 싶어할지 아닌지, 누가 알려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대화 내용은 거의 없었다.  

 

(회진 중 50 대 간질환 암환자가 어제보다 섬망 증상이 심한 것을 발견하였다) 

의사: 따님, 저 좀 잠깐 보실래요?  

(20 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딸이 섬망 증세로 의식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의 환자와 

의사를 번갈아 보며 망설인다) 

간호사: 제가 잠깐 지켜볼 테니까 의사에게 가서 설명 들으세요.  

(딸이 의사를 쫓아 복도로 나간다) 

의사: 지금 보니까……간 기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혼수상태가 오고 있어요.  

딸: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지켜보면서 증상 조절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딸: 진단 받은 지 채 3 개월이 안 되는데……(울먹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２２４ 

의사: (잠시 생각을 하며) 정리하실 게 있으면 좀 정리하실 수 있게 해야 되요. 어머니와 어떻게 

할지 상의 한 번 해보세요.  

딸: (울면서) 아빠는 자기가 저렇게 되는 거(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 모르는데…… 

(병실과 복도 사이에서 환자와 의사, 가족을 번갈아 보던 간호사가 딸에게 휴지를 

가져다 준다) 

의사: 간성혼수 때문에 의식이 명확했다 안 했다 하실 거예요. 가족들이랑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완화의료팀이라고 있는데, 가족 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환자도 돌봐드리고.  

딸: (울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회진을 가야 했다. 간호사가 딸이 

우는 옆에서 함께 그 곁을 지키고 있다) 

 

실제 관찰한 의사와 가족간의 대화 중에는 누가 환자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의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연결해 주면서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어떤 의사결정을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의 평균 소요시간을 보면 

30 분에서 1 시간이 걸린다. 환자와 가족 역동을 잘 아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 중 하나이다. 병원 업무 구조 상 바쁘고 중요한 아침 회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  

 

바쁘게 회진 돌고, 한 환자 당 5분도 안되게 외래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는 환자나 가족의 마음을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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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없어요. 그걸로 무슨 수로……(전해요). 나쁜 소식 전하기는 최소 30~40분 걸

리는 일이에요. (간호사 7)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환자가 자신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30 분 이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학병원 시스템 상에서 

주치의가 모든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사전의료지시서 활용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맥락적 준비 과정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상대방의 이해 정도를 타진하는 의사소통이므로 의사만이 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S. M. Kim et al., 2012).  

의사 참여자 1 의 경우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래진료실로 가족을 따로 

불러 면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그 때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함께 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상의를 먼저 하겠다고 환자를 두고 가족만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이야기 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가족에게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논하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는가? 가족으로써 점점 

악화되는 환자들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환자에게 죽음을 알려야 하는지에 아닌지에 

대한 고민 역시 어렵다. 평생 함께 살아왔지만 내 가족의 죽음은 단 한번뿐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고 미루어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구에 참여한 의료진 

2 명은 부모님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가족으로서 말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의료진으로서 죽음을 만나는 것과 가족으로 죽음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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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힘들지만 ‘가족인 내가 이야기 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 9 의 경우 남편은 부인의 질병 예후에 대하여 본인이 설명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야 환자가 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환자와 함께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족 본인이 환자를 

떠나 보낼 마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의 죽음을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가족들은 대부분 자신의 역할이 환자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가 힘들어 할 만한 일을 완충해 주는 가족의 

역할(buffering)과 예후를 알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barrier)로의 가족의 모습이 모두 

관찰되었다. 가족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충격과 혼란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환자가 선호하는 것과 인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의료진들과 가장 최선의 치료에 

대하여 의논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예후를 알릴 것인지 알리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Long, 2001). 

유교문화권에서 개인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 부분이며, 죽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Doka, Morgan, & 김재영, 2006). 

환자가 떠난 다음에도 살아나가야 하는 몫까지 생각한다면 생애말기 암환자 가족들이 

짊어질 짐은 버겁기만 하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잔인한 용기’가 필요한 일지도 모른다.  

생애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희망이란 무엇일까? 의사가 ‘가능성이 1% 

있다’고 말했을 때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은 1%의 희망이 자신들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실낱 같은 

수치이지만 무엇이라도 부여잡아야 하는 생애말기 상황에서는 1%의 희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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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1%의 희망이라도 있다……희망이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모호한 대화는 희망을 지속하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서 

그러한 희망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비록 죽음이 다가왔지만 생명이 끊을 놓지 않고 

기적적인 소생을 기다리는 희망 역시 버리지 못하고 있다(Hagerty et al., 2005; 

곽수영 & 이병숙, 2013). 

희망의 속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희망이란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개개인의 내면적인 힘, 영성, 목표, 안정, 도움과 돌봄,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조절 가능하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남겨줄 유산(legacy), 삶을 되돌아 보기 

등 10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Johnson, 2007). 희망은 개인별로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닥칠 일이지만 ‘언제인지 모르며 아직 아닌’ 미래의 일이며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Ferrell, 2010). 희망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며 인간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상황 

변화에 적응하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Penson et al., 2007).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랬다. 그들이 

바라는 희망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들지만 잘 버텨서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일 수도 있다.  

환자에게 예후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마음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있다. 

의사 2와 간호사 6의 경우 부모님을 사별한 경험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종양내과에

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모님에게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

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의사이기 이전에 아들’이었고, 간호사이기 이전에 ‘딸’이

었다.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을 잃게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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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운 일이다. 그 입장이 의료진이든 가족이든 그 마음은 같다. 그 이유는 생애말

기 환자에게 있어서의 희망의 속성에는 불가피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죽음의 고통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힘을 얻기 때문이다(Ferrell, 2010).  

어떤 사람은 환자에게 예후를 알리지 않는 것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는 일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보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이 더 높

게 나온 연구들(Kim et al., 2013)이 있다. 희망이 주는 힘은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

자 10의 경우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울에 빠지며 무기

력해졌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의사와 상의 후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암치료

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 오히려 ‘잘 될 거야, 괜찮아 질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남

은 시간을 더 잘 버텨낼 수 있었다. 희망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특성이며, 위협에 대

한 반응이다(Penson et al., 2007).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개개인의 환자를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진실

하게 대하는 의료진이라면 아마도 환자가 받는 충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생애말기 암환자들의 희망은 존재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여릴 대로 여려진 마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절망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그런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

고 싶은 것이다. 생애말기 암환자가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말기 질환

(terminal disease)으로 ‘죽어가는 것(dying)’에서 삶을 위협하는 질병(life-

threatening illness)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living)’으로 인식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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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Benzein, Norberg, & Saveman, 2001). 하지만 먼저 환자와 가족들이 갖는 

희망을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의료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개개인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의 지

금의 의미와 문화적인 삶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Parse, 1999).  

임종의 시기가 오면 잠재되어 있던 가족들의 갈등이 첨예해지기도 한다. 긴장 

속에서 그들 안에 품고 있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곤 

한다. 물론 가족들에게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옆에서 묵묵히 환자와 함께 하면서 

죽음의 무게를 나눠 들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서로의 부담감을 나눠 갖기도 

한다.  

생애말기 암환자들 중 집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의 터인 ‘집에 가고 싶어’한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집에 가고 싶다’다고 

환자가 하는 말을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가족참여자 11 은 어머니가 집에 머무르고 싶어함을 의사에게 알리고 가능한 증상이 

조절되면 집으로의 퇴원을 준비하였다. 가정간호사를 신청하여 어머니에게 필요한 

병원용 침대와 이동식 변기, 워커 등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들들은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 상의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물었다.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환자는 말할 기력도 없는 

자신을 대신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는 아들에게 계속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가족이 24 시간 함께 해야 하는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들은 손을 걷어붙이고 환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어머니의, 남편의, 아내의 또 

어쩔 때는 자녀들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모님의 임종을 함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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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을 불효로 생각하고 있다. 굳이 가족의 질병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유교권의 성향(Park, 2012)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족의 도리며 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스위스의 화가 Hodler(Ferdinand Hodler,1853~ 

1918)가 그린 그림이 떠오른다. Hodler 는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 발렌틴 곁을 

지키면서 몇 장의 그림을 남겼다.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그림으로 남긴 화가의 용기가 놀라왔다. 결국 죽는 순간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화가의 솔직함에 숙연해진다. 가만히 그림을 

살펴보면 처음 건강해 보이고 예뻤던 발렌틴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환자에 대한 묘사는 선이 거칠어지고 색이 어둡고 단순해진다. 

붓끝에서 발렌틴의 고통과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는 남편의 마음이 함께 전해진다. 

보기 힘들고 외면하고 싶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한다. 그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배웠으며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남편의 마음을 표현한 사랑의 방식이다. 사실 이러한 가족의 마음은 서양과 

동양이 다르지 않다. 단지 우리나라의 가족중심 문화에서는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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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렌틴의 죽음(진중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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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의료적 상황에 대한 고지 의무: 의사의 침묵 
 

실제 임상에서는 의사가 가족에게 환자의 예후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환자

에게 어떻게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려야 할지 힘들어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권복규 et al., 2010; 윤영호, 2014).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의사들은 생애말기 암환자

의 예후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과 의논 

후 환자에게 예후를 이야기 할지, 이야기 한다면 가족이 할지 의사가 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환자들은 3명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예후를 전해 들었으며 나머지 9명의 환자들은 의사에 의해 예후 설명을 들었다. 예후

에 대한 진실 통고가 가족이 아닌 의사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은 연구에 대한 

응한 종양내과 전문의는 4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생애말기 암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

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어떻게 환자와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지 알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참여자 중 환자나 가족이 먼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말을 꺼낸 사

람은 없었으며, 의사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를 못하지만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일찍 설명을 한 경우도 있

었다.  

대부분 결정적인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소는 의사 회진 

때 복도에서 가족들을 불러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환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환자의 성향과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설명하였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태를 듣기 원하는 경우(환자 참여자 3)

도 있었으며 가족이 의사에게 진실고지를 요청할 경우도 있었다(가족 참여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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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가능한 일찍 환자, 가족과 생애말기 의료

적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

는 의사와 환자,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랐으며 상황적인 맥락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이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활발한 논

의는 구두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할 때부터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를 받는 시기에 집

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늦어진 이유는 의료진

의 면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의료진이 이야기의 시작을 늦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면담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생애말기 의

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치료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 ECOG 4점 이하로 환자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의사들 사이에서도 ‘생애말기’에 대한 기준은 다르다. ‘6개월 시한 선고

(45.6%)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난치성(21.1%), ‘전이성/ 재발암(19.4%)’, ‘임

종기(11.4%)’ 등 시기와 상태에 따른 기준이 다양하였다(Yun et al., 2011; 윤영호, 

2014). 명확한 시기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애말기 논의는 점차 미뤄지게 된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므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

에 없다. 생애말기에 대한 의사들의 서로 다른 이해는 합의된 양식과 시기를 명확한 

규정 없는 상태에서 의사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임종 시기에 대한 예측 역시 의사들을 침묵하게 한다. 임종 예측에 관해서는 여

러 논문을 통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설명하기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연구가 없

는 실정이다(윤영호, 2014). 암의 종류와 전이 상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변

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애말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임종 시기에 대한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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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은 설명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의사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연구에서 본 바

와 같이 생물학적 수치와 의학적인 의미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과연 의료진들은 진정으로 환자

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는 환자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어진다. 연구에 참여한 의사들 중 생애말기 교육에 대하여 받

지 사람은 2명이다. 의사소통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보다는 특강 형식의 1시간 미만

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자신감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38.3%), 의사(44%)가 생애말기 돌봄에 관한 의사소통 상황

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Wittenberg-Lyles, Goldsmith, Ferrell, & 

Burchett, 20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은 의사에 의해 주

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시점에 외래진료나 입

원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ECOG 2~3정도인 경우 설명되기

도 하지만 대부분 ECOG 4정도로 기력이 떨어졌거나 임종이 임박한 경우 DNR을 설

명하면서 가족을 통해 회진 시 복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

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가족

들과 적극적인 죽음 준비에 대한 대화를 회피했으며 우울해 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가

지고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위한 의

사소통에 자신이 없어하였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의

사와 간호사 간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사결

정 상황에서 간호사의 개입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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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실존적 옹호자: 간호사의 침묵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간호사들의 생애말기 상황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간호사의 모습을 보기는 어

려웠다. 이는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회진이나 외래진료를 중심

으로 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기

회가 없었다.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함께 환자, 가족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가족 사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유하지 못

하면서 모호한 치료 방향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회진 때는 간호사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감히. 우리끼리 

‘회진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회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텝, 의사 예후를 

위해 함께 간다는 느낌이 더 많아요. 물론 회진 시에 이런 저런 결정사항들을 들을 수 있고 치료 

방향을 알게 되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의사들이 간호사의 의견을 묻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말기 환자 가족들 간의 갈등이 많거나 환자와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회진 때가 아니라 다른 때 레지던트를 통해 가족 역동을 이야기하곤 하기도 해요. 

근데, 의사들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 같아요. (간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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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이 환자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가족간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은 ‘상의’가 아닌 의사의 의료적 지식에 기반을 둔 

‘설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과 연명치료 위주의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와 가족을 위하기 보다 의료 

사고 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딜레마를 호소하였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심폐소생술 위주의 

사전의료지시서의 취득 만으로는 치료 방향에 대한 적절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치료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된다. 간호사들은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환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찍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를 통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통해 올바르게 삶을 마감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24 시간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임상적 

의사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 와도 일치한다(우미경 & 

김미영, 2013).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간호사는 말할 수 없지만 환자, 가족과 늘 함께 있는 존

재였다. 회진 속에서의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이 이야기 할 때 환자 ‘곁을 지키는’ 역

할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주치의를 만나게 해주려고 이리 저리 병동을 찾아 다

녔다. 가족이 울 때,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회진 속에서 환자, 가족,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있었다. Gadow 

(Gadow, 1990)은 이러한 간호사의 존재를 실존적 옹호자(existential advocate)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Bishop & Scudder, 2003; Iseminger, Levitt, & Kirk, 2009; Stoli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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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참여한 모든 간호사들은 직접적으로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가 주도하는 회진, 외래진료 상황에서 

함께 있음으로 실존적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보여준 실존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은 Swanson(Kristen M. 

Swanson)의 돌봄이론(theory of caring)의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Swanson,1991). 실존적 옹호자는 개개인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함께 

있기(being with)’와 타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단서를 찾으려는 ‘알기(knowing)’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많은 

간호사들이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기술과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행하기(doing for)’에 집중하여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간호의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이 많은 이유는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결정의 패턴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환

자의 상황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가치관 정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 간호사 자신의 가치관 정립이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간호사 개인의 딜레마로 인한 갈등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 대하여 간호사들과 서로 활발하

게 공유하지는 않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으며 임

상에 적용 가능한 윤리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기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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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환자의 선호도와 감정, 주변인물들의 관

계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것들까지 민감하게 종합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환자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간호사는 생애말기에 가족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

는 사람으로 환자의 선호도와 성향, 가족 역동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항암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은 짧게는 1주 길게는 4주에 한번 가량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되풀이 되는 입원으로 간호사들은 환자와 가족들과 친숙해 질 수 있

다. 이런 경우 간호사들은 직접적으로 DNR과 같은 의사결정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하

지만(우미경 & 김미영, 2013) 환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실존적 옹호자의 역할과 

내러티브 윤리(narrative ethics)를 사용하여 함께 하고 있다(황임경, 2011). 

 

사실 굉장히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개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간호관리자도 그렇게 하는 경우

가 가끔 있고. 제 부모라면 저는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그게 의사결정이 될지 안될진 모르겠지만 어

쨌든 그런 식의 조언, 그 정도의 개입, 그것도 개입이라면. 그런데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그냥 간

호사가 얘기할 일은 없어요. (간호사 2) 

 

실존적 옹호자로서의 자세와 내러티브 윤리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 보여진다. 그런 경우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총체적인 맥락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며 그러한 고민들 동료들과 나누거나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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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생님 간호사들이 말기환자 돌볼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힘들다고 해요?  

간호사 3: 아.. 그니까 정서적인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보이지 않는 통증은 있는데 진통제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나중엔 통증 조절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통증 조절 안되면 

그 다음엔 뭐 계속 잠재우거나 뭐 이러는데. 가능성 없는데 뭔가 해주지 못하는 것. 

뭔가 해 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는 게 그게 답답(하죠)…. 간호 관리자인 저도 

답답하고 우리 간호사들도.. 그냥 지켜보는 게..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를 딱 해줘서 좋아지든 뭐든. 항암제가 아니든. 뭘 해주면 괜찮은데. 

뭘 해줄 수가 없는 것. 정말 아무것도 못해주고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게.. 그 고통. 저도 

그렇고 우리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간호사는 말할 수 없지만 환자, 가족과 늘 함께 있는 존

재였다. ‘어쩔 수 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였다. 회진 속

에서의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이 이야기 할 때 환자 ‘곁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주치의를 만나게 해주려고 이리 저리 병동을 찾아 다녔다. 가족이 울 때,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회진 속에서 환자, 

가족,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있었다.  

간호는 공기와도 같다(Gordon & 김모임, 1999).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고 늘 환자와 함께 있는 존재이다. 간호는 인간을 돕는 활동이며 관계이다. 간호를 

수행하면서 파생되는 윤리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와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로 나눌 수 있다(김상득, 2002).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상황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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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실존적 옹호자로 ‘관계에서 오는 윤리’와 ‘돕는 과정

에서 오는 윤리’를 모두 지키고 있었다. 단지 의식하지 못할 분이다.  

의료상황에서 의사결정과 같은 윤리적 문제는 우선 무엇이 윤리적인 상황인지 파

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무엇이 윤리적 의사결정인지 모르는 윤리적 장애

(moral blindness)는 임상현장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혼돈하여 해석하는 것에서 일

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고 하는 

노력과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을 것이다(Johnsto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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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A. 침묵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상황, 시대,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이 추가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하나의 

현실적인 상태에 한정 짓거나 회피하지 말고 삶의 연장선 상에서 당당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Ariès & 고선일, 2004). 궁극적으로 생애말기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필자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살펴보았으며,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진실의 은폐 속에는 서로의 원활한 의견교환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긴장이 지속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서로 간의 ‘소통’을 

보고자 했으나 역동 안에 존재하는 ‘침묵’을 발견하였다.  

생애말기 환자에게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영원한 

타자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알면서도 생애말기 상황 안에서 침묵하였으며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깨닫고 우울해지기도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환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환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 나는 가족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건네어 듣기 원하였다. 그러나 가족들도 환자에게 죽음을 직시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힘든 과정’을 겪도록 원하지 않았다. 환자의 대변인으로 의료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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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해야 하나, 가족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준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함께 갖게 되면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하였다. 

가족은 환자와 상호 암묵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속하면서 

죽음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거나 침묵하였다. 때로는 가족 자체가 환자를 떠나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충격과 혼란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들에게서의 죽음은 더 이상 ‘타인’의 것이 

아니다. 죽음의 불확실성 안에서 모호함과 불안을 안고 서로 미루어 짐작하거나 힘든 

것을 하지 굳이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려는 하였다. 말없이 마음으로 알아주고 남은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가족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은 죽음에 익숙한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임종 시기, 상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는 가능한 

죽음과 관련된 대화를 피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결국 ‘소통’이 아닌 

죽음에 대한 ‘통보’, ‘정보 제공’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나 보낸 의사와 간호사 참여자들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하였다. 의료인으로서 죽음과 자신의 삶에서의 죽음은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실질적인 기술과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행하기(doing for’)에 집중하여 실존적 옹호자로 '함께 있어줌(being present)'을 

간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의 소통 부재가 확인되었다. 의사들 사이에서 생애말기 시기와 

치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의사-간호사 사이 의사소통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들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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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을 돕고 준비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앞서 생애말기에 대한 의료진들 사이의 합의된 방향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각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이 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죽음을 직면하는 방법이 서양과 

달랐으며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죽음은 두려울 수 밖에 없다.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맞서서 당당히 서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은 두렵고 무서우며, 어쩔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가족들 역시 환자가 떠나고 난 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하였다.  

연구에서 만난 생애말기 환자들은 설령 죽음을 직면하는 용기는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나머지를 정리해줄 것이라는 가족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면 그냥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가족들의 사랑을 보았다. 

설령 내가 어질러둔 장롱에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고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모두 인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침묵 속에는 

차이, 때로는 갈등이 흐르고 있었다. 터놓고 이야기 되지 않아서 생기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을 향해 가는 

실존적인 침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배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어떻게 죽음을 모르는 인간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는 

자신이 알아서 결정하고 준비하기 원하지만 어떤 이는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 원했다. 

그런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죽음을 앞둔 이들을 둘러싼 

실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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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자신의 예후를 알게 되더라도 의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서 죽음의 타자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죽음과 관련된 논의를 터부 

시 하거나 은유로 표현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죽음을 인식하는 

패턴은 다양하였으며 이는 개개인이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며, 근대화 이후 

우리사회에 죽음의 가치관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반드시 환자에게 진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서양의 

생명윤리관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하겠다.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의 의료적인 사항은 대부분 의사들에 의해 이야기의 

시작과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해 알리는 문제는 

가족의 의견을 따르고 있었다.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 대부분이 구두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설명과 심폐소생거부술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생애말기의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생애말기 암환자들은 서양의료를 수행하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보완대체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삶에 대한 희망을 연장하는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진 사이에서도 ‘생애말기’ 시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가지고 

있었으며 치료의 선택 역시 의사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있었다. 생애말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사이에서의 합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생애말기 시점과 치료 범위에 대한 의료진 사이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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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암환자의 의사결정은 회진과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 분 진료’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의사-간호사간 의사소통의 기회는 

많지 않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대화는 환자 중심 돌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의료진 개인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진정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Wittenberg-Lyles, Goldsmith, & 

Ferrell, 2013). 의료적 결정에 주도권을 가진 의사와 실존적 옹호자로 24 시간 환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간호사 사이에 치료 방향에 대한 공유의 장을 늘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생애말기 암환자에 국한하여 의사결정 상황을 연구하였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 암이 아닌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죽음을 삶 속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죽음 문화의 성숙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를 포함한 진정한 공유적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적, 문화적,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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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Currently, the most important topic related to end-of-life decision making in South Korea is that 

patients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Aim 

In the present study,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rpret what context has been formed by end-

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South Korea that underwent rapid modernization and 

what the meaning immanent in the context through a post modernism ethnographic method among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that are major axes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Setting/ participants 

The survey was conducted centering on outpatient clinic and ward rounds at the cancer center of 

university hospital.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present study is a total of 37 consisting of 11 

patients, 13 family members, six physicians, and seve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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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Review of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states of patients’ awareness of their death, in cases where 

patients knew their impending death and prognoses, more of the patients could not face their death 

while avoiding facing it or being depressed. Even when patients knew their prognoses, health care 

providers,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ere showing a pattern of not talking about the 

death with each other as with the state of mutual pretense. Regardless of whether patients 

recognized their impending death or not, most patients wanted to leave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and most of arrangements of remaining life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family members were accepting patients’ requests. In the context, differences in positions among 

members, troubles in the application of bioethical belief, coexistence of western medicin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ould be found. 

Conclusion 

End-of-life communication is experience in the personal dimension and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patient individual and sociocultural context. 

 

 

 

 

 

 

 

 

Key words: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ethnography, awareness of dying contexts, truth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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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Interest in ‘well-dying’ regarding how to die is increasing as much as interest in socially living 

well, that is, ‘wellbeing’ fever is increasing. Recently, the rate of aging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following rapid modernization. The number of patients who die at hospitals is 

gradually increasing. Surveys identified that 85.2% of cancer patients died in hospitals in 2009, 

and 88.1% in 2012, indicating that the ratio of dying at hospitals of cancer patients is higher than 

that of all fatalities (Statistics Korea, 2013). As the process of dying has been lengthene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science, the time for preparation for death has also increased.  

However, not all cases of life extension are connected to high quality lives. Currently, the most 

important topic related to end-of-life decision making in South Korea is that patients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Approximately 40% of end-of-life cancer patients 

did not accurately know their conditions (Yun et al., 2010) and most end-of-life decisions have 

been made by health care providers and family members excluding patients (Kim do et al., 2007; 

Kim, Hong, Eun, & Koh, 2012). Patients end up dying without having the time to wrap up their 

lives (Ahn et al., 2013; Sim, 2013). Patients, who should be the main agents of end-of-life, are 

isolated from death or avoid death and this is gradually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as the main 

agents of decision making are becoming obscur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2014).  

To solve the problem of shared decision making,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nounced 

a ‘recommendation for decisions on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n December 2013. Since 

this announcement, end-of-life decision making has become an issue again as public hearings and 

meetings to legalize end-of-life decision making have been reported in the media.  

Recently, through many studies, shared decision making processes that involve patient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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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have been proposed as a solution for problems occurring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The necessity of shared decision making began to be emphasized in 

the West where deliberation about patients’ autonomy began earlier (Charles, Gafni, & Whelan, 

1997; Legare et al., 2012). In South Korea too, many studies conducted argued that shared medical 

decision-makings should made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of patients, family members, health 

care providers, considering the family member oriented culture (Jo, An, & Kim, 2011; Jo, Kim, & 

Sohn, 2012; Kim, 2008).  

However, in clinical practice, patients who should be the center are still not central in decision 

making, and end-of-life decisions are made by their family members in most cases (Heo, 2013; 

Kim do et al., 2007). How death is accepted varies with end-of-life patients’ cultural,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Schaffer, 2009). To make shared decisions together with patients that fit 

the situations in South Korea, there is a need for studies that look into current medical situations 

and that can offe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of shared decision making in the 

cultural contexts surrounding end-of-life.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actions among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as 

the major axes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and the context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was 

analyzed through observations of and interviews.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apid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 and its influences on the context surrounding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in this present age and the innate meanings of the context through a postmodern 

ethnograph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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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This study aimed to explore discourses about how time and spaces are perceived by players in 

the process of medical decision making for end-of-life cancer patients, i.e.,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and what exchanges are made among them. The research 

question asked in the present study is ‘what are the texts of language, behaviors, and beliefs shown 

in South Korean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This question was modified before being 

applied, depending on results obta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 the process of the study. 

Specific aim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① Identify and interpret the dynamics of patients, family 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in 

the state where death is recognized and the texts of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② Conduct stratified analysis (thick description) of the dynamics of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ba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③ Identify and interpret the sociocultural texts internalized in end-of-life cancer patient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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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ethods 

 

A. Design 

 

The present study is an ethnographic study intended to describe the dynamics and discourses 

among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in decision making situations 

experienced by cancer patients facing end-of-life. The reason wh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discourses in culture is that a cultural group shares the same thoughts, values, and living 

patterns and affect people’s thoughts and lifestyles as well as having historicity that is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Leininger, 2002).  

Methods of approaching death show how the culture thinks about and approaches lif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2014). End-of-life communication is experienced in the 

personal dimension and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Ko & Lee, 2009; 

Searight & Gafford, 2005).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end-of-life, ethnographic 

methods of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hey were employed to explore the 

dynamics of the inter-relations and build stratified interpretation.  

 

B. Setting/ participant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through August 2014 centering on the ambulatory care 

unit and medical rounds on the ward, at the cancer center of Y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hospitals have representativeness as they are at the highest level among medical facilities and they 

have both care and educational functions. In the present study, the fields of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occurring at a university hospital were looked into as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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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uch work, the same aspects and differences in western medical care applied in South 

Korea through the rapid modernization process compared to the West were continuously compared 

and analyzed while the study was conducted.  

A total of 37 participants were included, consisting of 11 patients, 13 family members, six 

physicians, and seven nurse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y announcements posted in the units or 

referred by oncologists, nurses, and other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with voluntary agreement after the study was explained.  

 

C. Ethical approval  

 

For communication with end-of-life cancer patients, this researcher received approval (4-2013-

0812)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Y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after four 

deliberations. To conduct the study in outpatient clinics and wards, this researcher met the 

manager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got permission for the study. In the case of outpatient 

clinics, written notices indicating that the researcher was participating in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might be conducted when necessary were 

attached in front of physician’s offices and verbal explanations and written notices were separately 

given to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before treatment with the help of outpatient clinic 

nurses. In the case of wards, written agreements explaining the study were attached to mainly 

those cancer wards where many end-of-life cancer patients stayed to notify that the study was 

being conducted. 

The fact that participation in the study might be stopped any time if any participant does not 

want participation in the study any further, the fact that  the records and sound recording would 

be kept in secret, and the fact that personal information would not be disclosed wer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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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were used in the study after participants agreed and were blotted by camera blur do that 

figures could not be identified considering possible cases. For security, records and sound 

recording obtained through the study were kept in a personal computer installed with passwords. 

 

D. Data collection 

 

After approval of the IRB, the study was explained to the chief oncologist who is the gate 

keeper and the nurse manager of the cancer hospital and permission was obtained. Before 

beginning, the cooperation of two oncologists and four ward nurse managers was also sought.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conducted with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who participated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situations. 

Participants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situations were observed through 1 ~3 ambulatory care 

sessions per week and 1~5 medical rounds per week, made by the attending physician and medical 

resi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not to interfere with routine ambulatory care and medical 

rounds. 

 

1) Interviews 

Each interview took 30~90 minutes and when the participant did not want to continue, the 

interview was stopped briefly for counseling or delayed so as to not impose psychological burden.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official interviews and unofficial interviews separately. Official in-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spaces were privacy was maintained, such as meeting rooms 

and counseling offices in the hospital. Before any interview began, the study was explained to the 

participant, agreement to participation and recording was sought, and the fact that the participant 

could stop participating in the study any time if wanted was explained. During the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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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r unclear responses were followed up 3~4 times repeatedly for clarification and the 

participants were met again to recheck for relevancy, ask questions, and conduct further interviews. 

 

2) Participant observations 

As participant observation, analyses and data collections were repeatedly conducted including 

cultural meaning elements such as places, actors, activities, objects, purposes, and responses 

centering on events in which end-of-life decision making occurred. Situations occurring while 

physicians were treating patients in outpatient clinics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wards, 

situations in hospital rooms and corridors, where end-of-life decision making occurred before and 

after medical rounds, as well as nurse stations and treatment rooms were mainly observed.  

With regard to observation strategies, efforts were made to collec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Five W’s and an H presented by Agar (1980), places where events were occurring were observed, 

and participants, acting persons, and actions were recorded centering on the subjects of events 

(Roper & Shapira, 1999). 

 

E. Data analysis 

 

Ethnographic participant observation is conducted in the form of interweaving things that are 

seen or heard and questions asked and this way enables obtaining sufficient understanding of 

people, events, and cultural systems (Lofland & Lofland, 1984). Literature review, spot survey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ata analyses were combined and repeated (Lee, Lee, Jung, Han, & 

Hwang, 2012). 

Data analyses were organized by date and by patient and subjects that were regarded 

important at individual meetings (Roper & Shapira, 1999). The indexing method of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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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statements of participants was used to reveal more abundantly, the meanings of data that 

might disappear through the process of coding (Ainsworth-Vaughn, 1998).  

To know the symbols and meanings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the meaning of culture and 

the text of actions should be read. For analysis to this end, researchers used postmodern 

ethnography. A difference between postmodern ethnography and existing ethnography is that 

postmodern ethnography rejects the authoritarian epistemology of researchers who think that 

conclusions derived from spot surveys using their concepts are objective (Clifford, Marcus, Fortun, 

& School of American, 2010). After adopting post modernism, ethnography stimulates readers to 

communicate with writings and firsthand feel what the writings mean. It requires conducting 

studies from viewpoint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in terms of study methods and processes, 

data collection and expression. In particular, self-reflective writing, telling researchers’ personal 

stories in introduction, and expressing study results using diverse literary expressing methods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results of the effects of postmodern ethnography (Kim & Joo, 2012). 

In the present study, the contexts of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South 

Korea, with its history of rapid modernization, what makes the processe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West, and what meanings are immanent in the processes, were stratified-analyzed using the 

viewpoint of anthropological post modernism.  

 

F. Rigor 

 

The present study followed the four standards for rigor presented by Lincoln and Guba (1985).   

Credibility corresponds to the internal validity of quantitative studies. To observe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patterns in order to enhance the integrity and credibility of the 

study, pilot tests were conducted from June through December 2013 after getting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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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IRB# 2013-1019) by the IRB of Y College of Nursing.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pilot 

survey, the starting point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was determined as the time point at which 

a decision to stop active treatment was made.  

To conduct the ethnographic study, this researcher took a qualitative study course, a 

philosophy course, and a cultural anthropology course. Further preparation and attempts to 

maintain reflexivity were done through continuous participation in philosophy seminars, a 

qualitative study society, and cultural anthropology seminars and continued preparation as a 

qualitative study researcher while contributing phenomenological papers to scholarly journals. 

Transferability corresponds to the external validity of quantitative studies and means 

applicability to other contexts. To extract results that are suitable for Korean cultural situations 

while being generalizable, places and situations were selected through pilot surveys. This 

researcher attempted to unceasingly practice introspects through regular meetings with committee 

members and continuously supplementing to ensure that rich and thick description was made.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of personal prejudices, self-ref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discussion with the manager at the worksite when each interview or observation was 

completed.  

Dependability corresponds to the reliability of quantitative studies and is related to the 

persistency and consistency of study results. Study processes were continuously recorded to leave 

decision trails of the study detailing the processes of the study and analysis and leaving 

documentation so that other researchers can follow.  

For conformability of the study, records such as memos, field notes, and reflective journals 

were made including observation method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this researcher was 

working as a hospice nurse, seeing patients’ situations through anthropological unfamiliarity was 

thought to be probably difficult, and this researcher continued practicing viewing the patient and 

their situations from a standpoint one step away to keep neutrality. In addition, this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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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ed to cultivate cultur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through placing the training to 

unceasingly observe the cultural phenomena and think the reasons for the phenomena within daily 

living.  

 

Ⅲ. Findings 

 

A. End-of-life cancer patients’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End-of-life cancer patients’ medical decision making has been communicated the most actively 

while preparing prior medical directions. Most explanations occurred centering on Do-Not-

Resuscitate (DNR). Patients were in conditions where physical and mental functions had already 

deteriorated to the extent that they could hardly express their intentions. Their family members 

thought that informing patients of facts in situations where death was impending could rather 

increase patients’ shock, anxiety, and depression and hesitated to inform them of the truth.  

End-of-life cancer patients’ medical decision making operated through largely six stages.  

First, end-of-life was observed through both paths of outpatient clinics and hospitalization. 

Patients’ functional status were measured by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ECOG), and in the case of treatment through outpatient clinics, patients were 

ECOG condition 2 (able to care for themselves but not able to do light housework) or condition 3 

(able to visit the outpatient clinic with the help of others). Based on med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physician eventually explained that treatment for full recovery is not possible any 

more. Most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ccepted and followed physicians’ explanations. 

However, in some cases,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had the will to continue with 

anticancer treatments or radiotherapy and if the physician did not agree they would seek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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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 that would continue treatments. End-of-life was confirmed through similar processes in 

the case of hospitalization, too, and decisions were made faster compared to ambulatory care 

settings. Physician’ decisions were explained through medical rounds and were sometimes 

explained in further detail to family members in the ward corridor or at the nurse’s station, settings 

that lack privacy. 

The second stage is where patients are hospitalized due to deterioration of symptoms and treated 

based on their medical condition. Some health care providers may explain in advance so that they 

can be transferred to hospitals specialized in hospice palliative care or hospitals in the vicinity of 

patients’ home. In most cases, patients were anxious about leaving the hospital where they had 

been continuously treated and felt difficulty in determining transfer to other hospitals.  

The third stage involves the physician’s verbal advance directives being issued as patients’ 

conditions begin to gradually deteriorat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tending 

physician, agreement on verbal advance directives may be made early and verbal advance 

directives may be issued at the time point where end-of-life is confirmed. There were cases where 

verbal advance directives and official advance directives were issued almost simultaneously. 

Verbal advance directives were explained centering on settling patients affairs and mental 

preparation for death in most cases, and the explanations were given to family members after 

calling them to the corridor during medical rounds. The time point and content of explanations 

about advance directives varied according to health care providers. Nurses were participating in 

ambulatory care and medical rounds but did not participate directly in the decision making. In 

some cases where health care providers could not participate in medical rounds, the direction of 

treatment of patient was not shared among health care providers. 

The fourth stage is when death is impending. In this case, the patient is not transferred even if 

hospital transfer had been prepared. Physicians come to explain the patient’s current physical 

conditions to his/her family members and advise that the patient could die within several hou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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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days. In cases where death is impending, preparations are made so that the patient and 

his/her family members can be more comfortable.  

In the fifth stage, official advance directives are prepared If official advance directives are 

prepared when death is impending, most patients cannot express their opinions clearly. Even in 

cases where some part of the advance directives was verbally explained through previous medical 

rounds or ambulatory care, official advance directives are explained again. Most family members 

hear explanation by interns and prepare official advance directives through family meetings. Even 

in cases where patients can express their intentions, explanations about advance directives are 

given to only the family members and advance directives are completed with only family members. 

The sixth stage is death. When the patient has died, a physician comes and declares death after 

checking. The physician prepares a death certificate and nurses explain about funeral arrangements 

and documents required by the hospital.  

 

B. Patterns of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following states where patient’s death has 

been recognized 

 

The patterns of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among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according to the states of recognition by end-of-lif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ere stratified-analyzed.  

The stat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of cases; cases where patients recognize their 

death and cases where patients die without clearly knowing their prognosis. Cases where patients 

know their prognosis were again divided into five types of cases; cases where patients accept their 

death and actively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cases where patients accept their death but leave 

medical decisions to their family members; cases where patients cannot face their death but avoid 

or feel depressed; cases where implicit pretense states are maintained among the patient,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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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and cases where patients want to maintain hope. Cases where 

patients deny their death and do not believe health care providers’ communication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suspended open awareness, and cases of uncertain open awareness where patients want 

to maintain hope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Timmermans’ research (1994).  

Cases where patients die without clearly knowing their prognosi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of 

cases; cases where the state of suspected awareness is maintained in which patients suspect but do 

not clearly know the fact that their death is coming close, and cases where the state of mutual 

pretense is maintained in which not only the family 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but also 

the patients know the fact that death is coming close but try to avoid communication on death. The 

state of suspected awareness and the state of mutual pretense were identified as the same patterns 

as those found in a study conducted by Glaser and Strauss (1965). In the present study, the state of 

closed awareness was not observed in which the health care providers in charge, the family 

members, and friends of patients know the fact that the patients will die soon but only the patient 

does not know the fact. This is considered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because of the nature of 

cancer patients, patients already knew their disease when they were undergoing operations, 

anticancer treatments, or radiotherapy. 

The responses of those participants (participants 2, 4, 6) that had difficulties in facing death after 

knowing their death and showed responses such as avoidance and depression were patterns not 

explained in the study conducted by Glaser and Strauss (1965) or the study conducted by 

Timmermans (1994). Patients that could not face their death were maintaining the state of mutual 

pretense in which they did not talk about death with their family members or health care providers 

despite that they knew their conditions. Although some of those participants that recognized their 

conditions and receptively accepted the conditions wanted to firsthand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most of them accommodated their current conditions and wanted to leave remaining 

affairs to their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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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where it is not known when patients will die or patients’ conditions will be suddenly 

deteriorated induce tension. Throughout the study, a sense of uncertainty was identified in all 

patients, their family 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In cases where patients accepted the fact 

that the uncertainty of death is human limitation and accepted the uncertainty as an opportunity, 

they could establish a new sense of order (Mishel, 1988). End-of-life patients showed symptoms 

attributable to their fear related to the uncertain time of death that is unknown and physical pain 

that may appear at unknown times. It could be identified that when patients accepted the crisis of 

death as with only fear and could not overcome the fear, patterns such as anxiety, depression, and 

avoidance were appearing.  

Family members were feeling their worry about the uncertain time of death and patients’ end-of-

life symptoms as pain. During the study, one of the questions that were most frequently asked by 

family members to health care providers was estimating the time of de7ath. The family members 

continuously tried to identify expected timing of death to estimate how long they could be with 

their family member, to conduct the ‘arrangements after death’ left by the patient, and to prepare 

for returning to their daily living.  

Physicians became more evasive and obscure when they were discussing ‘death’ among many 

situations that require treatment (Kaufman, 2005). In end-of-life situations, decision making based 

on scientific certainty with accuracy is not possible. When explaining about death, physicians used 

metaphorical expressions or presented medical symptom analysis and lab values. Prior studies 

have offered reasons such as thinking that explaining the situation based on valid practical 

certainty could be a way to minimize conflicts (Ridley & Fisher, 2013). However, when physicians 

gave medical explanations in relation to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end-of-life symptoms and 

expected timing of death,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thought that the physician was 

defensive and trying to avoid something and was showing ambiguous attitudes. This dynamic 

became a major cause of increasing tension among patients, their family members, and phy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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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s discussed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with family members excluding patients. 

In situations of uncertain death, the dynamics of all of physicians, patients, and family members to 

delay active discussion related to end-of-life decision making were also identified. 

 

C. Conflict 

 

1) Differences in positions 

Conflicts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can be explained using ethno medical 

explanatory models. These explanatory models employ a theory indicating that a disease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ositions of individuals and thus multiple understandings 

may exist according to individuals’ sociocultural positions (Gregg & Curry, 1994; Kleinman, 

1980). Different viewpoints of patients,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may exist. 

Patients and family members wanted physicians to treat them as beings having bi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simultaneously.  

In family oriented society such as South Korea, not only patient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should be considered. End-of-life cancer patients’ family members wanted health care providers to 

see and understand diseases from ‘their position.’  

In the busy situations of university hospitals, physicians were continuously trying to mak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face squarely, the reality in which physicians could not do 

nothing more. Although nurses were participating in limited opportunities of medical rounds and 

ambulatory care, they were mostly looking at the situation with pity and regretting not being able 

to participate firsthand in the situations. In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such 

differences among the parties resulted in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s and 

lead to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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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oubles in the application of bioethical beliefs 

Western medicine that came into South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rapid modernization was 

accompanie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bioethics. Representative bioethical beliefs include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Childress & 

Beauchamp, 2009). In South Korea, family members do not want to tell the truth to patients 

considering the shock that may be experienced by the patient. This is observing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in that the shock that may be experienced by the patients is relieved but this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and justice. As conflicts arise among the principles, 

ethical dilemmas arise.  

Autonomy is a concept applied to not only patients but also to people in special units such as 

family communities. In particular, in Oriental society affected by Confucianism, families are 

regarded as autonomous social units comparable to autonomous individuals in the West. Therefor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should consider not only patients’ autonomy but 

also family members’ autonomy (Lee, 2009). 

 

3) Coexistence of western medicine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oday, the term medicine has become a term that generally refers to western medicine while 

Korean medicine that took care of our people’s health until 100 years ago is treated as ‘other 

medicine’ or ‘alternative medicine.’ However, end-of-life cancer patients have already felt the 

limitation of healing in western medicine ‘having no further way to do’ and they naturally turn 

their eyes to alternative medicine, which is another category of medicine. There are cases where 

the patients seek other treatments trying to do their best while others want to be consoled and 

maintain hope through traditional treatments in situations where they are anxious about death.  

Physicians participating in the study did not absolutely prohibit end-of-life cancer patients 

from using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ies. Rather, they were just warning not to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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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ecessary money for unverified drugs and tests or blindly trust those drugs. Most patients that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also using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In fact, approximately 

84% of cancer patients treated by western medicine have been noted to us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Kim, Ye, Park,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This study found that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was coexisting in state-of-the-art 

university hospitals where western medical care was being implemented, a common phenomenon 

in Korea. While western medicine that came into South Korea approximately 120 years ago 

through modernization, it has coexisted with complement alternative therapy that had been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Although the large waves of modernization changed the scene, the unique 

ways of living settled unshakably in the history and culture were still maintained.  

 

D. Silence  

 

The uncertainty of end-of-life situations was identified with the exclusion of patients from 

decision making and patients’ inability to face death, the pain of family members that should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ir family member, physicians trying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with the delivery of objective and medical facts, and nurses who were staying with patients for 

24 hours per day but could not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Although attempts were made to 

hear their communication, dynamics dominated by silence were identified.  

What are factors that can explain the silence of physicians, patients, family members, and 

nurses? Those things that are fundamental to humans regardless of culture or whether there are 

unique things that can be seen in only South Korea should be examined. Because we cannot 

hear or see silence, it may be difficult to express that we ‘know’ about silence. However, 

examining the effects of silence may help understanding the causes of silence (Bind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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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2011). To this end, silence in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situations was 

analyzed in cultural, structural, and personal dimensions.  

 

1) Cultural dimension 

The language culture in Korea is called silence culture rather than discourse culture (Kim In-

Taek, 2011). These discourses can be explained as high context interactions that regar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formation of trust (Hall, 1976). The patterns of end-of-life 

communication examined through the study showed a form of high context communication that 

was relation centered centering on family members, regarded trust relationships, and gave 

priority to family member centered decision making rather than 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autonomy. In the context silence was seen more frequently than words, and patients were 

affected by not only physicians’ words per se but also their ways of speaking, conveying trust, 

and intuition. This clearly means that although silent, there were meanings that were conveyed.  

In the present study, diverse patterns were shown even in the state of open awareness 

depending on the contexts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despite that 

patients’ conditions are recognized, patient, family 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were 

avoiding taking about matters that could make each other uncomfortable. This avoidance of 

saying things that might make the other embarrassed, despite the tight tension given by the 

mutual implicit connivance, may mean that they were thinking of silence as a way to keep each 

other’s privacy and dignity (Andrews & Nathaniel, 2009). 

Telling patients that they only have a short time left to live is not comfortable to physicians, 

either (Millar, Reid, & Porter, 2013). In outpatient clinics, physicians explained patents’ 

conditions while looking at the computer or other places rather than looking at the faces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This figure of physicians is a mechanism of avoidance to get 

out of the feeling of helplessness at the moment of declaring imminent death or when expl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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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ing symptoms to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Jo & Kim, 2013). The ‘objective 

grounds’ explained by health care providers are felt by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s 

a vague sense of shame. When communicating information on health and diseases, most health 

care providers express the inform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Shaw, 

2008). In these cases, patients do not know that what they heard is related to their death or they 

put the surprising ‘sentence’ that they will die soon into their domain of unconsciousness to 

avoid it (Hagerty et al., 2005). The metaphorical and roundabout expressions about death can be 

said to be linguistic expressions of human finitude for the phenomenon, death that cannot be 

easily faced with human power.  

Structural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health care providers to directly tell patients about 

prognoses include family members permanently staying at the hospital. The Korean phrase for 

family members of patients literally means ‘protector’ and the social norm is that they should 

permanently stay at the side of patients (Choi & Kim, 2012). The reality is that health care 

providers cannot talk about death directly with patients against family members’ wishes not to 

tell the prognosis. The permanent stay of family members made a structure in which physicians 

do not directly tell patients but tell through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when health care 

providers meet end-of-life cancer patients whether in outpatient clinics or in hospital rooms, 

they are together with these ‘protectors’ in almost all cases. Naturally, those structures of health 

and medical care systems were developed in which decision making centered on the family 

members cannot but occur. Medical systems per se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US in which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can meet face to face and thus the resulting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much poorer. The basic backgrounds for discussion 

about patients’ autonomy are different.  

When patients have directly recognized their death, they come to have stronger in-group bias, 

i.e., viewing members belonging to my group more positively while negatively viewing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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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outside my group. This phenomenon explains the strengthening of cohesion among 

family members at end-of-life. In psychology, the phenomenon of making judgments different 

from those made at normal times when patients have recognized their impending death is 

expressed as mortality salienc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2014). This mortality 

salience makes patients have in-group bias that strengthens their attachment to and sense of 

unity with members having values and behavioral patterns similar to theirs and important values 

of the in-group are strengthened. Family members can be said to be the most powerful in-groups 

and the unity of family members can be explained as defensive tendency against death. Not only 

patient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try to get out of fear of death and find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in-group bias. South Korea can be regarded as a place where in-group bias of 

family members appears more strongly due to the effects of Confucianism.  

 

2) Structural dimension 

The change in the place of death from home to hospital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nd changes in the roles of family members since modernization is also one of the 

structural factors for silence. Among methods of helping patients to face death, providing 

places comfortable as possible is important because it will enable patients to have closure with 

their loved ones at a place saturated with their history and stay within themselves while 

comfortably preparing for death.  

End-of-life patients should be allowed not only the possibility of self-existence to stay 

within their essence but also the ‘habitation (Wohnen)’ in the ‘place (Ote)’ in which the 

meaning of existence occurs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surrounding them(Heidegger, 2004). 

However, hospitals are simply spatial locations, not the ‘place’ to which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belong. The change in space in death, from home as a residence to the hospital, 

is a cause of lonely death (Kim, 2010). Hospitals are not familiar environments and a roo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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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shared by 2~5 pati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There is no silence for them to stay 

within themselves and tension is present always. When death is impending, many patients say, 

‘I want to go hom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y know there is no particular great hope, 

they cannot but their death at hospitals where they spend each day waiting for medical rounds.  

 

3) Personal dimensions 

① The Patient 

As shown through the study, patients had difficulties in facing death until death came to the 

immediate front of them. In that even facing death is painful, how can they courageously resist it 

and find themselves? Therefore, end-of-life cancer patients become to know their conditions when 

they are so tired or when it is too late. Even when they had sufficient time to prepare for their 

death, they did not want to face it for as long as possible. Lévinas explains that ‘death is 

experience of humans powerlessness and lack of freedom and my future having absolute otherness 

(Ganzanderheit) that cannot be essentially known’ (Lévinas & Kang, 1996).  

The way how study participants faced death was as an eternal other rather than directly 

confronting it, as they did not want to keep close to death even if they could not avoid it. Although 

others that are outside of me can be disregarded, death is the other that exists within me and is 

always with me even if I want to disregard it. The patients that this researcher met in the study 

were not at eye-level with death. Death has an absoluteness that ‘I cannot know’. We just do not 

want recognize death that has currently nothing to do with us.  

Accepting death is a difficult process that is difficult indeed and requires courage. The end-of-

life patients in the study felt facing death with difficulty and avoided it or were depressed even 

though they knew that they would eventually reach it with nowhere for them to step back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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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Their tendency to stay away from death could be identified from the fact that they avoided 

talking with their family members health care providers about death.   

② Family members 

Patents’ family members were silent in conversations about death while maintaining the state of 

mutual pretense with patients or keep telling hopeful words. Hopes can be interpreted in diverse 

individual dimensions and are expectations for future events that will occur later but ‘at unknown 

times and are not yet occurring’ (Ferrell, 2010). Hope is the expectation of good results despite 

difficult situations and becomes a driving force for sustaining life and adapting to changes in 

situations (Penson et al., 2007). Family participants advised that they did not want to have patients 

that would die soon experience the pain of knowing the truth, as they wanted the patients to live 

with continuous hope. Having no idea of what patients wanted and the dynamic of family 

members of not wanting to inform the truth to patients, eventually disrupted patients’ preparation 

for death (Glass & Nahapetyan, 2008). 

Reasons why family members did not want to tell the truth to patients included the family 

members’ unpreparedness for the patient’s departure because they also had difficulties in accepting 

death due to the shock and confusion of losing their beloved one. Both the role of family members 

to buffer difficulties that might felt by patients, and how family members as became barriers that 

prevented patients from knowing their prognoses were observed. End-of-life cancer patients’ hopes 

are thought to be the expression of their desire to exist.  

Family members were also thinking that health care providers’ perception of patients’ hopes as 

being vain and meaningless, should be changed because individuals’ hopes in diverse dimensions 

can be understood only after considering the meaning of now in the individuals’ lives and the 

situations of their cultural lives (Parse, 1999).  

③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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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linical practice, physicians explained patients’ prognos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family members had difficulties in determining how to inform the patients that their death was 

impending (Yun, 2014). Six physicians that participated in the study wanted to discuss with family 

members first. They answered that family members should decide thereafter whether or not to tell 

the prognoses to patients and if they decided on informing the patient, whether family members or 

the physician should do so. 

The time to explain prognoses was being determined depending of physicians’ personal 

experience and values without any clear criteria for end-of-life. According to a prior study, even 

some cancer specialists (13%) think that end-of-life decision making should be discussed when the 

time of death has come close (Yun et al., 2011).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 end-of-

life not only among patients and family members but also among health care providers appear to 

be an interrupting factor against opinion sharing. Different understandings of end-of-life among 

physicians are formed by individuals’ experience and values without clear stipulations of agreed 

forms and times.   

④ Nurses 

Finding the roles of nurses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situations was difficult in this study. 

All nurses that participated in interviews expressed that they were not participating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situations. However, nurses were playing the role of existential advocates by 

being present in medical rounds and ambulatory care situations and were making efforts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important events occurring to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hile 

listening to and sympathizing with their words, echoing what is described in the literature (Bishop 

& Scudder, 2003; Gadow, 1990; Iseminger, Levitt, & Kirk, 2009). Opportunities for nurses to 

participate firsthand in decision making during ambulatory care and medical rounds in which 

decisions are mainly made, were not observed. However, nurses were practicing “being”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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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presence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The figure of existential advocate, 

staying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their difficulties while holding their hands, could 

be identified. 

The reason why many nurses thought that their role in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is 

not important may be related to be the fact that they do not perceive the important part of ‘being’ 

as nursing practiced because they concentrated on ‘doing for’ patients expressed through material 

skills and acts (Johnstone, 2009).  

The biggest reason why end-of-life decision making situations were difficult for all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that considering the contexts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of utmost importance in decision making, and the patterns of decision making were diverse. 

Nurses stay with patients at their end-of-life for the longest time next to family members and know 

patients’ preferences and tendencies as well as the dynamics of family members better than anyone 

else. Despite that nurses know the contexts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more than anyone 

else because they stay with them for 24 hours a day, they have almost no time to discuss with 

physicians the situations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be informed of the decisions reached between physicians and family members. The subsequent 

vague treatment direction made it difficult for nurses in their interaction with patients and family. 

Although nurses were in a position to view situations in totality as a witness, they were in the loop 

of cannot helping but be silent among encounters with patients, family members, and physicians.  

 

Study limitations 

 

To analyze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processes, this researcher repeatedly 

read and analyze texts. Because the analyses were conducted by one person, this researc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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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may not be completely free of personal prejudices and there may be limitations in 

capability to express the meanings that emerged. However, to enhance the rigor of the study, this 

researcher mad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knowledge of philosophy and cultural 

anthropology. 

To conduct ethnographic studies, the process of field work is essential. To this end, processes to 

get the permission of the hospital IRB, end-of-lif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ere 

necessary. In these processes, to prevent the possibility that some patients could experience 

distress if they came to newly know of their end-of-life conditions, participation was limited to 

cancer patients who were aware of their end-of-life status. Also, end-of-life context for cancer may 

differ from imminent death related to other illness states. This researcher proposes future studies 

that expand qualitative explorations with other end-of-life patients with diverse diseases.  

 

Ⅳ. Conclusion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1. Reviewing the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states of patients’ perception of their death, in 

cases where patients knew their impending death and prognoses, patients generally could 

not confront death while naturally communicat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but rather 

avoided facing it or became depressed. Even when patients knew their prognoses, health 

care providers,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ere showing a pattern of not talking 

about the death with each other as with the state of mutual pretense. In cases where patients 

suddenly deteriorated, patients could not be made to recognize their impending death and 

were transferred to other hospitals. In some cases wher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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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not accept impending death or the patients’ prognoses indicating the no further active 

treatment was possible.  

Regardless of whether patients recognized their impending death or not, most patient 

participants wanted to leave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and most of arrangements 

of remaining life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family members were accepting patients’ 

requests.  

2. The contents of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included decisions related to 

whether or not to continue active treatments, places for receiving treatments, scopes of 

treatments, and funerals. In fact, end-of-life cancer patients’ decision making occurred centering 

on Do-Not-Resuscitate (DNR) decisions in most cases. The decision making occurred when 

patients’ conditions were approximately ECOG 4, i.e., hardly being able to care for themselves 

and spending most of their time in bed, and so patients could not clarify their decisions due to 

not only physical pain but also mental problem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for end-of-life cancer patients, most communication centered on physicians and family members 

and decisions were made by family members on behalf of patients in most cases. It was the 

physician who was the main player in communications related to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 centered on realistic descriptions of conditions was provided to family members but 

excluding patients. Situations where health care providers cannot directly inform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of situations. The first type is where it is too late to inform patients that 

their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while discussing future decisions and patients cannot clearly 

express their intentions. The second situation is where family members do not want health care 

providers to directly inform patients of their condition.  

When decision making situations during medical rounds and outpatient clinic were 

studied, it could be seen that when end-of-life decision making occurred between 

physicians and family members,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medical explanations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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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hrough mutual discussion. Nurses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but 

played the role of being present with patients and family. In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situations,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ere present together or family 

members expressed patients’ intentions on behalf of patients. This is most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family members permanently stay at hospitals to play the role of major care 

giver for patients because of the caregiving norms in South Korea.   

3. In the present study, some family members, physicians, and nurses expressed that the 

patients be fully informed of their imminent death because the truth can help patients 

overcome the uncertainty of when and how death would occur and perceive the uncertainty 

as an opportunity. Patients instinctively feared knowing their impending death and showed 

the states of continuous avoidance, depression and loneliness as they experienced 

limitations beyond human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y sometimes had times of silence 

to hear their own voices and reflect on their conditions.  Family members had difficulties 

in telling the truth because they wanted to continuously provide hope to patients, did not 

want to break patients’ will for treatment, or did not know how to deal with the situation. In 

addition, som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sought complement alternative therapies 

to maintain their hope for life and continue with treatments. Patients and family members 

wanted physicians and nurses to also not give up hope while maintain trusting relationships 

with the patient. Health care providers tended to explain patients’ impending death using 

metaphorical expressions without using active expressions. 

The main player in end-of-life situations should be the person who will die. Drawing patients 

into the decision making is important in contextual current situation. To enable patients to 

naturally accept their death, continuous discussions involving patients in end-of-life medical 

decision making are necessary and continuous research on the end-of-life decision is necessary to 

find ways suitable for Korean patient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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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s trust that their family put their affaire straight. Family members say to the 

patients “If you feel hard straighten your affairs, please leave it. Just rest and live more 

comfortably.” They love the patients as they are. Even though the arrangements of patients’ 

affaires have not done, the patients believe their family members understand them. The family 

members accept the meaning of patients’ silence. 

I found out that the end of life situations were various, tensioned, and sometimes conflicted. 

In contrast, I ascertained solicitude was existed. In fact, how could people prepare death? We do 

not know about death. Some people face death and make the end-of- life decision by themselves; 

others entrust their family with the decision. The latter phenomenon is widely accep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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