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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하였던 지식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 것이었는지 겸허히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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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끝 무렵 공부를 더해보라고 독려해 주셨던 김소윤 교수님 늘 말씀드리지만 , 
교수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심적으로 어려. 
움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의 다독임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뜻하. . 
고 세세한 지도를 해주신 김상희 교수님 난관에 닥쳤을 때마다 제게 도움의 손길을 , 
뻗어 주셨던 교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드립. 
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기억하고 배려하며 지도해주셨던 유상호 교수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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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연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 . 
로 자신이라며 용기를 주셨던 김명희 원장님 원장님의 지도 덕에 작은 식견을 넘, , 
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분의 참여자 선생님들 부족한 연구자에게 말씀해주셨던  10 , 
귀한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환자를 향한 선생님들. 
의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마음속에 담아 이후 연구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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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는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여겨 안아주고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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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모습이 예쁜 손유미 선생님 너무 사랑스러운 김민지 선생님 외에도 함께 공, 
부한 선생님들 덕에 연세대학교 종합관 호는 아주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공부410 . 



를 하며 외로울 때마다 잊지 않고 응원과 위로를 건네준 평생의 동역자 지현언니, 
나의 자존감 지킴이이자 육아동지 다희언니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공부의 가장 큰 지지대였던 엄마 당신의 노고에 감사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 , 
는 마음입니다 딸이 언제나 최고인줄 아는 우리 아빠 평생 아빠의 자랑이 되겠습. , 
니다 공부하는 누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준 사랑하는 동생 지호에게 역시 고마움. 
을 전합니다 손녀딸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사. , . 
랑이 제가 세상을 딛는 힘이 되었습니다 온유는 엄마와 이모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 
말라던 사랑하는 이모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행여 건강이 상하진 않을까 힘들. , 
진 않을까 걱정해주시던 부산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바쁜 엄마에게 언제나 사랑한다고 최고라고 공주님이라 말해주는 내 사 , , 
랑 내 기쁨 이온유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고 한없이 사랑합니다, , .
사랑하는 남편 이슬기씨 당신의 한결같은 지지와 사랑은 나를 나답게 하는 힘이었 , 
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때론 불안하기도 하여 많이 힘들었을 텐데 투정이나 불평 . 
한마디 없이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은 배우자로써 큰 믿, 
음이었고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함께하는 나의 짝이 당신이라 , .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당신의 계획이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안개  . 
속에 있을지라도 용감하게 한 발 더 디뎌보겠습니다.
 
지면에 다 적지 못하였으나 매순간 매 과정에서 저에게 용기와 힘 그리고 도움 , , , 
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 , . 
로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 . , 
누군가가 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
 

년 여름 최지연 올림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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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생애 말기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가능성 탐색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한국은 환자의 선호와 의사가 반영된 생애 말기 의   

학적 의사결정과정을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도입의 필

요성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환자의 결정보다 가족에 의한 결정이나 판단에 의존하는 . 

등 연명의료결정과정은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최근 지견인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부합되

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으로 대표되는 생애말기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하는 의사결정 문헌을 통해 이론적 사실을 찾아 임상 현장에 반영하여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편의 국내외 문헌을 대상으로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함   13

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찾고 국내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연명의, 

료결정경험에 대한 질적기술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기술연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 

행하고 있는 일 의료기관의 의료인 명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10

며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함께하는 의사결정 요소 탐색을 위   . 

한 통합적 문헌고찰에서는 환자 의사로 대표되는 참여자간 파트너십 형성 정보의 교- , 

류 충분한 숙고 의사결정 주기적인 재검토와 확인의 다섯 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 , , .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경험을 확인한 질적기술연구에서는 일 의료기관의 연

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의사결정과정의 제약이 드러났다 일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 

정과정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고, 

자 하는 특징이 드러났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행위에서의 제약과 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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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정에서의 제약과 문화적 제약이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께하는 의사결정 관점에서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장애   

요인을 의료인 측면 법률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 , . 

기 위하여 법적 환자 의사 관계를 동등하게 설정하고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

있도록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 , 

상의 개선 가족중심결정으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에 특화된 의사결정방식을 제안함으로, 

써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되는 말 의학적 의사결정 함께하는 의사결정 생애 말기 돌봄 연명의료결정: , , , , 

통합적 문헌고찰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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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필요성1.1.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보
장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년 시행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 2018  『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 ‘
은 다양한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여 돌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절차의 합의’) , 』

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장한 손경찬 법 제 조에서( , 2016; , 2020). 1
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모든 시민은 자신. 
의 판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
를 밝혀 둘 수 있다 만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이환되었다면 치료과정에. 
서 특히 질병의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 상황에서는 더욱 완화의료의 의미와 , , 
선택권을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법은 특히 환자가 임종기로 판단되. 
고 나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하고 의사추정이 불가, 
능한 경우 가족의 합의를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적 의사결정으
로 볼 수 있다.

의학적 의사결정은 검사결과의 해석과 환자의 선호를 통합하여 질병의 진
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으로 온정적 간섭주의 모델 정보(Mark, 2008) , 
에 근거한 의사결정 모델 함께하는 의사결정, 1) 모델 등이 있다 의학적 의사 . 
결정의 모델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정보를 제공하는가, 

1) 국내에서는 을 함께하는 의사결정 공동의사결정 공유의 Shared Decision Making(SDM) ‘ ’, ‘ ’, ‘
사결정 등의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 직역표현인 공동 공유’ . Shared , 
보다는 어떤 뜻이나 행동 때 등을 서로 동일하게 취한다 는 사전적 의미 출처 표준대국어“ , ” ( : 
사전 를 지니고 있는 함께하다 의 의미가 보다 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잘 표현하고 ) ‘ ’ SDM
있다고 여겨 함께하는 의사결정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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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 모델의 경우 의사가 결정권. 
을 갖고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최근의 의사결정 모, 
델인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의사와 환자가 정보교류를 통하여 함께 결정을 이
루어 가는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그동안 질병이 중심이 되었던 의. 
료현장이 사람으로 그 중심을 옮기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연명의료결정법은 그 목표와 취지에 유사한 부분을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상태나 치료방법 연. , 
명의료시행방법 등과 같은 의학적 정보를 설명하여야 하며 환자를 담당의사, 
에게 밝혀 환자와 의사가 가진 정보를 교환하여 결정한다 만일 환자가 의식. 
이 없어 자신의 의사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를 근거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 
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
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추정하여 최대한 환자의 
가치관을 존중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 있으며 상기 기술한 내용이 불가한 
경우 가족의 합의를 통하여 연명의료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환자나 가족의 의. 
사표시와 의사의 확인과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명의료 결정은 정보를 교
류하고 환자 혹은 가족과 의사가 함께 결정을 이뤄가는 측면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연명의료중단등2018 3 2021 3
결정을 이행하였던 이행통보현황을 따르면 그 누적건수가 건으로 시작1,380
하여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48,857 ( ). 
표 에 기록한 것과 같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인을 < 1> , 
근거로 한 결정이행은 건인 것에 비하여 가족의 진술이나 의사확인을 53,843
통한 결정이행은 건으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명의료95,014 . 
중단등결정이 의료현장에서 큰 증가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환자가 미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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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의사를 기록하여 두거나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사결
정에 이르기보다는 가족의 결정이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월2018 3 년 월2019 3 년 월2020 3 년 월2021 3

연명의료계획서 512 13,451 30,793 48,879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 350 1,900 4,964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364 13,736 30,624 49,644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

503 15,008 30,989 45,370

합계 1,380 42,545 94,306 148,857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lst.go.kr (2021.4.3.)

표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통보현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에서도 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절반수준(2019) , 
암이 아닌 타 질환으로 인한 사망환자의 가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80%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환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일수록 가족의 . , 
진술이나 의사확인을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결( , 2020). 
정법의 취지와도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법과 , 
이론 그리고 임상현상간의 괴리로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 .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현
재 의학적 실천과의 간극을 조명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자의 선호 뿐 아니라 임상적인 판단 예후를 비롯하여 환자와 가족이 가, 
진 문화까지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애 말기의 특수성은 보다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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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고 보다 수평적인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생애 말기에 
의사결정으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제기되었는데 국(Frank, 2019). 
내의 경우 년대부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이 소개되며 생애 말기 도2000
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상목 김진경 이은영 이효( , 2007; , 2007; , 2012; 
진 특히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환자와 가족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거나, 2013). 

김명숙 환자나 가족 의료진의 (Huang et al. 2020; White, 2007; , 2011), ,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여 보는 연구 이나연 등 김윤재 등 정안( , 2016; , 2018; 
숙 등 를 통해 필요성의 근거를 확립하여 왔다, 2019) .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접근the SHARE , 
모델 모델 등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되었는데 국내에서Three Talk , SEED , 

도 그 적용을 위하여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연구도구를 개발하거나 조계화( ,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국민건강2012) (

보험공단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번안하는 , 2017)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안서원 조계화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07; , 2012; , 
2019). 

상기 기술한 연구를 통하여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필요성이나 적용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국내 도입을 위한  
당위성은 충분히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필. 
요와 환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협, 
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의사결정에 필.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
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료진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목적과 실천 방법을 이해.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 의료진의 입장에서 임상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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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료인의 태도 준비를 위한 이해와 실천과정의 난점 등의 초점을 둔 연, 
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한국의 생애 말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첫 제도인 연명. 
의료결정법의 시행 이후 결정의 현황을 이해하고 성찰함을 통하여 생애 말기 
의사결정과 이어지는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출판된 문헌을 통해 이론적 측면을 정립하
고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특징과 제약을 파
악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국내의 임상현장에 적용될 경. 
우 제기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의 방향, 
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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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1.2. 

본 연구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절차와 질을 향상하는 시도로 통합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규명하고 일 의료기관의 의료인
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임상적 결정과정의 제한점을 파악하여 실천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구성요소를 탐색한다, .
둘째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확인한다, .
셋째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적 요소가 임상현장에 반영하였을 때 발생, 

되는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국내 임상현장에 실천 가능하며 적용하기 
적절한 국내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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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2.1 

의학적 의사결정의 변천1. 

의학적 의사결정이란 의료진이 환자의 선호와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치
료정보를 고려하여 진단을 하거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치료를 계획하고 돌봄을 이어가는 과(Whang, 2013). 
정에서 환자의 역할이 강조하고 있으며 의학적 의사결(Joosten et al. 2008), 
정의 모형 역시 환자의 참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 

의학적 의사결정은 그 태도에 따라 온정적 간섭주의 결정 정(paternalism) , 
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함께하는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 mak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shared decision making, SDM) . 
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보살핌과 간섭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서 유래된 온정적 간섭주의는 치료 결정에서 의사의 판단과 결정이 주를 , 
이루고 의학적 평가에 따라 협력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환자에게 고지할지, ( ) 
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따라 온정적 간섭주의는 간섭을 당하는 대. 
상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선을 위하여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김상득 정영인 외 간섭주의는 대상자와 간섭을 ( , 2016; , 2012). 
행하는 간섭자의 관계에 따라 인격적 간섭주의 의학적 간섭주의 법적 간섭, , 
주의로 분류된다 김상득 특히 간섭자가 의료인으로 대표되는 의학적 ( , 2016). 
간섭주의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환자가 간섭자보다 월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함
으로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Kattan, 2009) 

등 에 의하면 온정적 간섭주의 모델에서는 의사가 주도적인 Joost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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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여 정제된 정보와 함께 환자
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치료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이 때 제공되는 정보는 의사로부터 환자에게로 흘러가는 일방향적 형태를 보
이며 숙고와 결정의 권한도 전적으로 의사가 가진다 따라서 의학적 간섭주의. 
에 입각한 의사결정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이 환자가 아닌 충분한 의학적 지식
을 가진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특성으로 인하여 환자의 선호와 의사가 
배제된 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김상득( , 2016).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주도권을 보장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와 결정을 돕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상황. 
에 맞는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환자의 상황과 행태를 식별한다

환자에 대한 정보에 맞추어 의사는 환자에게 가능한 (Weiner et al. 2013). 
치료법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의료진이 가진 의견이나 권고는 제
시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의사로부터 들은 정보와 옵션 중에서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정보가 의사에서 환자로 흘. 
러가는 일방향적 전달이라는 점에서 온정적 간섭주의와 동일하나 의사가 제
공하는 정보의 양이 정제되지 않은 광범위한 정보이며 숙고와 결정의 주체가 
환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Joosten et al. 2008). 
정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장점이 존재하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환자에게 의료와 관련된 전체의 권리를 부여
하여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상득( , 2016).

최근에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환자 가족 의료진이 모두 동등한 입, , 
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결정을 이루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한 가지 대안으
로 제시되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정보의 범주 정보 제공의 방향성 의사. , , 
결정의 권한과 책임 분배 등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나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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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차이를 보인다 함께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가 의학적 정. 
보로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을 의료진에게 제시한다 환자와 의사는 서로 공유. 
한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정보가 양방향적으로 순환될 뿐 아니라 . 
숙고과정과 결정에서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
을 공유한다 권경은( , 2020).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특성2. 

의학적 의사결정은 결정주체 환자 와 결과를 수행하는 대상자 의료진 가 다( ) ( )
르고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의학적 의사결정이든지 의사는 환자가 .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결정을 이루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은 의사소통과 의사수행을 종. 
합한 매우 복잡한 과정인 동시에 이효진 의학적 정보 뿐 아니라 환자( , 2012) 
의 개인적인 성향이 고려되어야 하는 조율의 과정이기도 하다.

의학적 의사결정은 치료여부 와 치료의 시(the decision whether to treat)
기 와 치료의 방법(the decision when to treat) (the decision how to 

을 결정하는 것인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요구된다treat) (Whang, 2013) . 
첫 번째 환자의 병력이나 진단내용 검사결과 동료 의견을 취합하여 만들, , , 
어가는 의학적 체계 의료 소견 두 번째 환자의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내( ), , 
면성향부터 가족관계 경제적 요건 등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개인적 체계 환, (
자의 요구 세 번째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윤리적 검토 등을 포함하는 사), , , 
회적 체계이다 이효진(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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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애 말기의 의학적 의사결정은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의료적 목표에 대한 선택
의 범위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말기 환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의료제공자가 차적으로 그 책임을 가지며1 ,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의료계획으로부터 예상되는 
과정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생애 말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상태 예후 권장되는 , , 
치료법 등 의학적 요소에 대한 이해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 환자가 의사결정, (
능력이 없다면 대리할 주체 의 확인 삶의 질에 대한 이해 법적 문화적 환경) , , ·
의 고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2) 가능한 돌봄 전략을 평가 선택하는 협력적  , 
과정이 필요하다.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목표3. 

가 사전돌봄계획 수립 . 

생애 말기에 이루어지는 의학적 의사결정은 환자가 자신의 생애 말기에 대
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 
적절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가 개입하게 된다 의사는 환자가 생애 말. 
기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생애 말기 의학. 
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반영한 의학적 실천이 사전돌봄계획(advanced care 

이다planning, ACP) .

2) 이 요소는 등이 제안한 분면 접근법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도출 Jonsen, Siegler, Winslade 4
하였다 참고. ( ) Sokol, D. K. 2008. The “four quadrants” approach to clinical ethics 
case analysis; an application and review. Journal of Medical Ethics 34(7): 513 516. –
doi: 10.1136/jme.2007.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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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생의 말기를 앞둔 환자가 자신의 임종기 , 
치료와 죽어감에 대한 의학적 선호와 바람을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자 환자의 
선호와 일관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사. 
전돌봄계획의 목표는 환자가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질병상태에서 자신의 가치
와 목표 선호가 반영된 의료적 돌봄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Fleuren et al. 
2020). 

사전돌봄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환자와 환자의 대리인이 적정한 시기에 의
료진과 함께 의학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 
의료진은 환자와 대리인이 환자의 가치관과 바람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이루
고 대리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외래환경에서부터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Sudore, 2010). 
사전돌봄계획의 두 번째 목적은 환자의 생애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의학
적 의사결정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체를 말기환자에게로 국한하지 않고 환자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까지 포함시켜 환자의 선호 뿐 아니라 가족이 환자에게 
가지는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의 형태에 대한 바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은 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미리 가족과 지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환자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없어 대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환자에 대한 최선
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Rogne & McCune, 
2014).
세 번째 목적은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기 위함이다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 
는 환자의 모습에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문재영 등 박명옥( , 2012; 
윤희장 환자에게 무익한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저해하게 할 뿐 & , 2016). 
아니라 그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압박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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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데 사전의료계획은 의료진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을 감소시키는 한
편 연명의료의 중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로부터 의료진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전돌봄계획은 적절한 대리의사결정권자를 선택하(1) 
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자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대리의사(2) (3)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sudor et al. 2010). 
사전돌봄계획은 전통적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지는 때를 대비하여 
사전의료의향서 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Advanced Directive, AD)
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사전돌봄계획의 목표를 죽음을 준비하고 의료시. 
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이, , 
들의 관계를 견고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어 사전의료의향서를 사전
돌봄계획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써 인식하고 있다(Hajizadeh et al. 
2016).

나 환자중심돌봄 실현 . 

환자중심돌봄은 질병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의료문화를 사람과 환자를 중심
으로 바꾸어가려는 시도로 환자 개인의 선호 요구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에 , , 
맞는 돌봄을 제공하여 모든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Institute of Medicine).

는 가지 환자중심돌봄의 원칙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의 가치 선Picker 8 , 
호 표현된 욕구에 대한 존중을 언급한다 환자중심돌봄, (Kitson et al. 2013). 
에서 말하는 환자에 대한 존중은 환자 고유의 가치와 선호를 인식하여 의사
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고 환자의 문화적 가치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민감성
을 존중하여 환자를 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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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구를 개입시키고 치료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정서적인 지
지와 두려움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 또한 해당 원칙에 포함된다, .

에서 이야기한 환자중심돌봄의 요소Massachusetts Medical Society(2017)
도 의 주장과 맥락이 유사하다 는  Picker .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협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스의 목적과 비
전 가치 질 향상이 환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자, , . 
에게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장소에서 신체적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을 수반하
고 환자와 가족의 선호 가치 문화적 전통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존중할 것, , , 
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 
정한 시기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환자중심돌봄의 요소와 사전돌봄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은 환자의 선호와 바람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리 미래의 
치료계획을 수립해나가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
다(Barry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하는 의사결et al. 2012). 
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서 함께하는 의사결정4. 

가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정의.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정의는 등 이 내린 의료전문가와 환자Charles (1997)
의 관점에서 의료적 결정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정보교환이라는 개념이 가장 
대표적이며, Tow 등 에 의하면 이익과 위험 뿐 아니라 환자 특유의 le (1999)
성향과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하여 환자와 의사 간 공유된 결
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환자와 의료제공자가 결과에 대한 확률과 환자의 선호. 



- 14 -

를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며(Frosch et al.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스크리닝 치료 관리 옵션과 각각이 가진 이1999) , ,  

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선의 증거를 사용하여 임상의와 환자가 함께 ,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Elwyn et al. 2010). 

이렇듯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란 환자의 선호 가치관과 의료진의 의학적 정, 
보를 교환하여 상호간 합의에 따라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을 뜻한다 함께하. 
는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였을 때 의료제공자, 
환자 환자의  가족이 가장 적합한 증거를 공유하고 환자가 옵션을 고려할 수 ,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 치료 및 치료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환자 및 . , 
그 가족과 의료전문가 간에 상호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때 환자의 
가치와 선호에 부합한다면 그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의 일
부로 인정한다(Kiwanuka, 2019). 

나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특징 .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각자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의사는 . 
치료옵션과 그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설명하고 환자와 환자의 대리인 그리, , 
고 그의 가족은 자신의 선호와 가치를 표현한다 조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 
대한 치료결정이나 관상동맥질환이나 암검사 등이 의사결정에 대한 좋은 예, 
시가 되는데 환자와 가족의 개입은 심오한 가치를 더한다 만약 환자에게 둘 , . 
이상의 실행 가능한 옵션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가 그 중 자신이 원하, 
는 바를 찾도록 권장함으로써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치료 옵션과 가능한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환자의사결정지
원도구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보(Patient Decision Aid, PDA) . 
조기구는 웹사이트 동영상 브로슈어 등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 , 
통해 환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치료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15 -

(Kiwanuka, 2019).

환자가 의료결정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잘쯔부르크 글로벌세미나의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성명서 에 따르면 (2011)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임상의가 다음과 같이 행위할 것을 독려하였다. 
의사는 환자와 중요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윤리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1) 
환자 의사간 양방향의 정보 교류를 자극하고 환자가 질문하도록 독려하(2) - , 

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도록 유도할 것을 , 
제안하였다 또한 치료 옵션과 불확실성 이익 해로움과 같이 위험과 관. (3) , , 
련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환자 개인의 필요에 (4) 
따라 정보를 맞춤화 하고 환자의 선택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 
것 환자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시 내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 (5)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지연 은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의료진이 환자의 역할과 자기결정권을 (2019)
존중함으로써 치료의 방법에 대하여 함께 결정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를 환자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 
는 전문가로써 인정하는 것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하는 방법이라는 것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언제든지 번복이나 협상이 가능하, 
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의 돌봄 형태라는 것의 네 가
지 속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 
나타나는 갈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치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의사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강화하는 것은 생애말기 , -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주장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보다 더 큰 범위에서 능동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A 
controlled trial to improve care for seriously ill hospitalized patients, 1995).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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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적 소통을 통하여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을 이루어나가는 것
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 4.1. 
구성요소에 보다 자세히 정리하였다  . 

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모델.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등이 제안되Three-Talk Model, SEED Model 
었다 먼저 등 은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모델로 . Elwyn (2012) ‘Three-Talk 

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의사결정까지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를 총 Model’ . 3
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림 < 1>.
첫 번째 은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Choice talk

인지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이 존재하. 
도록 만들어야 하며 환자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도구를 활용할 , 
수 있다. 
두 번째 은 치료옵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 Option talk
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치료와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 
확인하고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선택사항들을 나열하여 설명한다 이 과정, . 
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제공한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다시 설명하여 환자나 가족이 ,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교정한다. 
세 번째 은 최선과 선호를 고려하여 결정을 이뤄나가는 단계, Decision talk
이다 이때는 의료진은 환자가 가진 선호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낼 수 있어야. 
다 혹여 환자가 이 시기 좀 더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다시 설명을 요. 
청하는 경우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설명을 제시하여 결정에 이르게 한다. 
또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환자에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한다.

은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과정에서 환자는 새로운 정보를 Three tal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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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를 고려해가는 과정에서 숙려할만한 시간을 필
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 
기 위하여서는 환자에게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고 단계에서 정, Option talk 
보의 이해를 돕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 이 있어야 한다(Decision Support) . 

그림 1 등의  Elwyn Three talk model(2012)

 

 
해당 모델이 발표된 이후 보다 발전된 모델 이 제안되었(Elwyn et al. 2017)
다 발전된 모델은 과 간의 차이가 크게 없으며 위. Choice talk Option talk 
험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목표설정 환자의 선호도와 맥락의 탐색의 부족하다, 
는 기존의 모델의 비판을 개선하여 Team talk-Option talk-Decision Talk 
형태로 구성되었다 개정된 모델은 환자의 자율적인 역량과 치료의 정서적. , 
관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그 결과 기존의 이 으로 발전되어 환자와 의료진이 . Choice talk Team
하나의 팀으로써 선택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에 이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모델이 선형의 일방향적인 과정을 보이고 있던 것에 비하여 
개정된 모델은 원형의 역학적인 과정으로 변경하여 각 대화 과정에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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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후로의 전환을 유연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림 .< 2>

 

그림 2 등의 개정된  Elwyn Three talk model(2017)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적용한 또 다른 모델은 등에 의하여 개발된 Ho 
모델 로 총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SEED (2017) 4 .< 3>

먼저 단계는 이차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치Seek . 
료팀 구성원이 환자의 병력 현재 임상지표 의사결정능력 환자가 사용하는 , , , 
언어 문화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 
두 번째 단계는 대화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환자중심의 진료를 강, Engage . 
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환자를 대화 과정에 참여시킨다 이때 의료. 
진은 환자를 단순히 대화과정에 참여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도 해당 과정에 포함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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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선호와 치료옵션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Explore . 
서는 환자의 임상지표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확인한다 또한 환자의 목표와, .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치료의 이익과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 
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환자와 함께 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Decision . 
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결정을 이루고 해당 결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환자의 선호도나 , 
이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결정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등이 제시한  Ho SEED model(2017)

라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한계 .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최근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모델로써 주목받고 있으
며 특히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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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고 있다(Legare et al. 2012; Hajizadeh et al. 2016).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환자. 
와 의료진이 함께 결정과정을 이뤄나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자의 만족도
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그간의 전통적. 
인 의학적 의사결정방식에서와 다르게 환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의료진이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만족도가 높아진다 특히 함께하는 결정과정에(Edwards & Elwyn, 2006). 
서는 환자의 가치관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려와 걱
정을 도출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한 . 1
차 의료기관의 임상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경우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독려
받은 환자군의 경우 만족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Andreas et al. 
2007).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의료비용적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함. 
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줌으로써 환자의 이해도를 높인
다 환자의 의학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팜플렛 동영상 웹사이트와 같은 형. , , 
태의 시각적 자료로 제작된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atient Decision Aid, 

를 활용한다 환자가 높은 이해PDA) (Elwyn et al. 2016; Stacey et al. 2017) 
도를 가지고 미리 결정하게 되면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때문에 
결정내용을 번복하지 않고 잘 고수할 수 있다 때문에 환자는 불필요한 치료. 
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의, 
료분쟁의 가능성도 낮아진다 와 (Shay & Lafata, 2015). Lee Emanuel(2013)
의 연구를 살펴보면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를 통해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한 , 
환자군이 침습적인 치료보다 보존적인 치료 선택하는 비율이 이상 증가20%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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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통합되지 않, 
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한 절(Makoul & Clayman, 2006), 
차가 확립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는 비
판이 존재한다(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임상적으로 Sepucha et al. 2013). 
실천이 어려운 비실용성에 대하여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진, . 
의 경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유, , 
로 환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으며 시간적인 압박이 큰 , 
제약이라 지적받고 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Elwyn et al. 2012). 
자 만족도와 의료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야기되지만, 
임상현장에서의 실천적 한계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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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의사결정2.2 

제정 배경과 취지1.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한 법이다 연명. 
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불만과 이를 극복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년의 보라매병원 사건은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1997
서 논의가 이루어진 계기이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병원으. 
로 이송된 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본 사건에서 의료진이 유죄판정을 받음에 
따라 치료결정과 의료진의 책임에 관한 논란이 뒤따랐다 해당 사건에 대한 .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보호자가 요청한 환자의 자의퇴원의사3)에 따라 퇴원을 
허락한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
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번호 도 보라매병원 사건의 판결 이후 ( 2002 995).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자의퇴원 요구를 거절하고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를 지속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한주( , 2019).

세브란스병원 사건 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중(2008)
단을 어려워하는 의료계의 분위기 속에서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에서 존엄성
을 지키고 싶은 사회적 목소리를 드러냈다 세브란스병원 사건은 지속적 식물. 
인간상태로 의심되는 환자의 치료 중단을 요청한 가족의 소로써 회복 불가, “
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3) 자의퇴원이란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퇴원하는 것으로써 건강회복 의료진의 대 , (1) , (2) 
한 불신 입원공간의 부족 인공장치로 생명을 유지중인 소생불가한 환자 혹은 그 가족(3) (4) 
의 요청인  의학적으로 계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충고에 반하여 환자 혹은 그 가(5) 
족의 요청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다 특히 의 경우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5) “ (discharge 

으로 불리며 보라매 병원의 사건이 이에 속한다고 평가되against medical advice, DAMA)” , 
고 있다 손명세 강흥구 외 김경화( , 1998; , 2000;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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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초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고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판” (
결번호 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최초로 인정한 2009 17417). 
판례였으며 관련 입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에 의해 입법과정이 그 속도를 , 
내었다.4) 

세브란스병원 사건 이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는 특별(2013)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을 권고하였다 당시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환자의 임종기를 인 이상. 2
의 의사가 판단하고 특수 연명의료로 대상 의료를 제한하는 등으로 년 2018 2
월 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4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 박선주 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2018; , 2018). 

연명의료결정법은 제 조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그의 생애 말1
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 
의료결정법은 다음의 원칙이 기준이 된다 첫째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둘째 모든 환자는 최선의 , , 
치료를 받고 자신의 질병상태 예후 향후 치료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여 스스, , , 
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이를 위하여 의료인은 환자, , 
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조( 3 ).

4) 세브란스병원 사건 이후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명치료중지 
에 관한 지침 이 제정되었으며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적 협의체 (2009) , 

가 운영되었다 또한 대 국회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김충환 의원 존엄(2009) . 18 · ( ), 
사 법안 신상진 의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김( ), (
세연 의원 발의되었으나 김충환 의원의 법안 일부만 암관리법의 전부개정 과정중 병합되었을 )
뿐 타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후 입법시도는 제 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무의미, 3 ‘
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 등의 ’
활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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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의 이행과정2.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정은 환자가 연명(1) 
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인 임종과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2)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관련된 결정을 이행하는 단계의 절차로 (3) 
이루어진다.

가 대상환자 판단.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 해당 법에 적
용이 가능한 환자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우선한다 법에서 말하는 임종과. 
정이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지속한다 할지라도 회복되지 않는 사망의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제 조 항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 2 1 ) 
전문의 명이 함께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임종과정판단서로 남겨두어야 1 , 
한다 만약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라면. , 
담당의사 인의 판단만으로도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

나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확인. 

담당의사는 임종기로 판단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등결
정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 환자의 의사는 다음의 방식을 확인한다. .

첫째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의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및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 
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담당의사로부터 제공받고 그 내용을 이
해하고 난 후 담당의사에 의해 작성된 서식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 
획서를 작성하기 전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연명의료의 시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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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해당내용을 .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은 말기 . 
환자에게 담당의사로 하여금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제 조 이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주체가 담당의사라 할지라도 환( 10 ). 
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요청과 이해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연명
의료중단등의 결정권한이 환자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는 절, 
차를 거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중단. 
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화 한 것을 의미한다 제 조 항 사전( 2 9 ). 
연명의향서는 판단능력을 보유한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 
택 및 이용 의향서의 효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한 후 작성, 
이 가능하다 제 조 항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기( 12 2 ). 
로 판단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함으, 
로써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 
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는 해당분야 전, 
문의 명과 함께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1
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환자의 생전의사를 진술하는 가족에 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 
있다 이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 
며 연명의료에 관련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 해당되며 , 
환자의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연명의료결정
법에서는 환자의 의도로 보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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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환자의 생전의사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도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가족의 합의를 ,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는 가족의 . 
범위는 세 이상의 배우자와 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19 1
우 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혹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역시 2 . 
친권자로 한정한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
정을 이행할 수 있다 제 조( 18 ).

이렇게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데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 가족의 증언을 통한 추정적 의사결정, (1) , (2) , 
가족의 대리의사결정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3) 

있다. 

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확인 추정 의사확인 대리의사표현의 , ,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법적 요건에 따라 확인한 후 임종기에 이
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제 조 항 연명의료결정에 따라 ( 19 1 ). 
중단 및 유보가 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 ,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가능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 
수분 산소의 단순 공급은 불가하다 제 조 항 제 조 항, ( 2 4 , 19 2 ).

상기 내용을 그림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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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명의료결정과정 
그림 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4> (2017) .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참여자3.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 및 의
무 권리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률에서 말하는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법 , . 
제 조에 따라의사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전담인력2   , , , 
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의사.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부분 전문의를 의사직역에서 언급한다. 
담당의사란 의료법 제 조 항 에서 말하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2 2 1
사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 조 항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담당의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7 ). . 
첫째 담당의사는 말기 및 임종기로 판단된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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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둘째 말기 및 임종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1 ). , 
여야 한다 제 조 항 셋째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 10 2 ). , 
혹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조 항 넷째 환자가 ( 10 5 ). ,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 조 다섯째 환자가 기작성( 16 ). ,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과 이에 따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조 항 여섯째 환자의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한( 17 1 2). , 
다 제 조 항 일곱째 환자가족이 제시한 전원의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 17 1 3). , 
여야 한다 제 조 항 여덟째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 18 1 ). , 
여야 한다 제 조 항 아홉째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 이를 ( 17 3 ). ,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 조( 19 ).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담당의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의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의는 첫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 , 
판단하여야 하며 제 조 둘째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6 ), , 
의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셋째 환자의 가, , 
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 조 넷( 17 ), 
째 환자가족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 18
조). 

나 환자.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는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체가 된다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 
현재상태와 예후 이후 과정에서 시행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조 항 말기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 3 2 ). ·
받을 수 있으며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 
다 임종기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인을 통하여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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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말기 치료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
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가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의 가족은 환자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제 조 항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여 연( 7 2 4). 
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생전 의, 
사를 증언하거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여 환자의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환자의 생전의사를 진술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비. ·
존속이며 합의를 하는 가족은 배우자 및 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 해당 사람, 1 · (
이 없는 경우 촌 이내 직계 존 비속 로 해당 범위의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2 · )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 
하여 친권자로 한정하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주체가 된다. 

한편 환자의 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서식
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가진
다 제 조 항( 33 1 ). 

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및 전담인력 .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조( 14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련한 심의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담당의사의 교체 심의 환자 가족에 대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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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료결정상담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 
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을 포함하여 종교인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 , , , 
관련된 이들을 위원으로 호선하여 활동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 
리위원회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법은 의료기관윤리위. 
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조( 10 ).

연명의료결정법의 의학적 의사결정 측면과 한계4.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
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한, 
국의 대표적인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이다. 

생애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환자의 요구 그리, 
고 이를 수반하는 법과 제도 윤리적 판단을 고려한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 
이효진 연명의료결정과정은 먼저 환자의 임종과정에 대한 담당의사( , 2013). 
와 해당분야 전문가 인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는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상1 . 
태에 이르러 이후 사망이 예측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명. 
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환자와 함
께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생애 , 
말기 요구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기관윤리위원. 
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이 모든 과정, 
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법제화 하여 법과 제도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 
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의사결정에서는 결정의 주체에 집중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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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목 등 이( , 2009). 
러한 관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의 시기를 염두
하여 말기 임종기를 구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추, , 
정적 의사를 넘어선 가족의 대리결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천수( , 

또한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2019). 
있으나 철회의사표시의 시기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 , 
인 환자의 의사확인시기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부하( , 2020).

이렇게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측면을 가지고 있
으나 의사결정시기와 의사결정주체 부분에 대하여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최근 지견인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도출한 통합적 문헌고찰의 결과와 실제적인 연명의료결정과정의 경험을 비교
한 장애요인을 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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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방법3

본 연구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특성과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적 문헌
고찰과 일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질적기술연구를 사용한 기술연
구이다.

통합적 문헌고찰3.1 

본 연구는 과 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의 방법론Whittemore Knafl(2005)
을 사용하였다 과 의 통합적 문헌고찰은 문제를 규명하. Whittemore Knafl (1) 
고 문헌을 검색하고 자료를 평가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2) (3) (4) (5) 
는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단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문제 규명1. (Problem identification)

통합적 문헌고찰의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와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
였다.

문헌 검색2. (Literature search)

연구자는 통합적 문헌고찰의 두 번째 단계로 연구주제에 맞는 문헌을 검 
색하고 선별하였다 문헌검색은 한국학술정보서. Pubmed, Google Scholar, 
비스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문(RISS), (KISS), (DBpia) . 
헌검색의 키워드는 ‘Shared Decision Making’, ‘End-of-life’, ‘Medical 

연명의료결정 공유의사결정 공동의사결정 을 조합하decision-making’,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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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였다.

선정기준은 년 월 이후 발간된 논문으로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1) 2000 1 (2) 
관련된 논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외기준은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논문, (1) ,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주요 주제로 삼지 않은 논문 학위논문 및 학술(2) (3) 

대회 발표집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가 개의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문헌은 총 편이었으며 이중에서 5 266 , 
중복으로 검색된 문헌 편을 제외하였다 검색된 문헌은 제목을 검토하여 33 . 
관련성이 낮은 논문 편을 제외하는 차 선별과정을 거쳤으며 제외기준에 121 1 , 
따라 원문을 확보하기 어려운 논문 편과 문헌의 주제가 함께하는 의사결정18
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논문 편을 제외하였다 연구자는 초록을 살펴보75 . 
고 문헌을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내용에 대한 타 연구자의 검토작업을 수행하, 
였다 검토작업 중 선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문헌의 . 
전문을 함께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나갔다. 

차 선별을 마친 이후 총 편의 문헌이 추출되었으며 상기 서술한 과정은 2 19
그림 와 같다< 5> .



- 34 -

그림 5 문헌 선정 절차 

자료 평가3. (Data evaluation)

문헌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문헌의 수준과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문헌을 평가하였다 해외논문의 경우 과학인. 
용색인 및 에 등재된 논문을 국내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SCI SCI(E)) , 
지 에 개재된 논문인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검색된 문헌은 연구자가 전문(KCI) . 
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경험을 보유한 교수 인과 논의를 거쳐 연구주제 및 1
목적에 적합한 문헌인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생애 .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문헌 편을 최13
종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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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4. (Data analysis)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편의 문헌은 자료를 축약 하고 나 13 (reduction)
열 하고 비교 하고 결론을 도출(display) (comparison) (conclusion drawing 

하는 형태로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절차를 통해 연구자는 and verification) . 
각 문헌에서 주장하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으며, 
각 문헌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나열하고 공통된 의미를 가진 요소를 묶거나 
비교하는 단계를 거쳐 상위 요소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생애 말기 함께하는 . 
의사결정의 요소는 참여자 간 파트너십 형성 정보의 교류 충분한 (1) (2) (3) 
숙고 의사결정 검토와 재확인의 총 개 결과로 구분되었다(4) (5) 5 .

자료 제시5. (Data presentation)

통합적 문헌고찰의 결론은 표나 도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주 
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 
의 결과를 표로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구성요소4.1 
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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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기술연구3.2.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질
적기술연구 이다 질적기술연구는 자연적인 조(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 
사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신념을 도출하여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성적이고 상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Sandeloski, 2000) 
의 이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고찰과 표집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거쳐 결과를 , 
만들고 서술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적기술연구는 인터뷰나 관찰 문서 리뷰 . , 
등을 통하여 특정한 공간이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나 특성 특정공간, 
의 서비스나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 및 방해 요인에 대한 답을 요하는 특
성이 있어 보건의료영역의 연구에 매우 적합한 방법론으로 평가된다(Colorafi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 경험을 토대로 생애 et al. 2016). 
말기 의사결정의 특성과 그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보건의료영역의 연구로써 
상기 기술한 질적기술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2. 

일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는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완화의료센터 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연명의료결정 경험을 보유한 의사, , ⓵ 
연명의료 및 완화의료 관련 임상경력을 보유한 간호사⓶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 및 전담인력A ⓷ 

해당 참여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경험을 기반으로 인터뷰가 이루어 질 것
을 고려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임상경험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임상경험이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동경험이 개월 미만인 의료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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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 1:1 
며 포화 에 도달하였을 때 수집을 종료하였다(saturation) . 

자료수집3.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1:1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반구조화된 .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과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로서 참여자와 ?” , 
면담과정에서 적절한 결과를 찾아가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경험. 
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을 개방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을 수행하기 전 연구자는 초기 개발한 질문지를 토대로 의료진 명에3
게 면담의 예비조사 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의 평균근1:1 (pilot study) . 
무경력은 년으로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 대상자 은 경기13 . 1
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근무 중인 간호사로써 현재 내과병동에서 근무중이
다 예비조사 대상자 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년째 근무중이며 연명의료결정. 1 19
제도와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비조사 대상자 는 경기도 소재 . 2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업무경험을 보유한 간호
사로 근무경력은 년이다 예비조사 대상자 은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5 . 3
응급실 및 진료협력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로써 근무경력은 15
년이다. 

예비조사는 심층면담을 수행하기 전 구조화된 질문지에 대한 적정성 및 면
담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명의료
의 의사결정과정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추가하였다 예비조사는 각 대. 
상자 별 시간 분에서 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각 대상자별 회 1 3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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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수행하였다 단 예비조사 대상자 의 경우 예비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 , 2
이후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재면접을 실시하여 변경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하였다.

연구승인을 득한 이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면담은 참여자가 소속되
어 있는 의료기관 내 독립된 공간에서 수행하였다 소음이나 개입이 차단된 . 
공간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가 주변 분위기에 압박을 받지 않고 심도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의 팬데믹 . COVID-19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면담은 화상인터뷰
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짧게는 시간에서 시간 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1 2 30 .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참여
자의 표정이나 몸짓 어조 등을 관찰하여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비언어적 표, , 
현과 함께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주요한 표현이나 관점 의문점과 추가 질문을 , 
기록하여 이후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면담 전 참여자의 동. 
의를 받아 녹취하였으며 면담이 이루어진 날과 다음날 연구자가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듣고 전사하였다.

자료분석4. 

질적내용분석은 언어 및 시각적 데이터를 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표본을 수집하고 범주를 설정하(Sandelowski, 2000) 

고 코딩프로세스의 개요를 짜서 구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분석하
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본 .(Hsieh et al. 2005; Vasmoradi et al. 2013) 
연구의 자료분석은 기존의 연구와 이론에서 제한된 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방적 질문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읽고 코드화 하여 범주로 분
류하는 전통적 내용분석방법 에 따라 분석하였(traditional content analysis)
다(Colorafi et al. 2016; Hsie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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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참여자가 심층면담에서 구술로 제공한 내용을 녹음하여 그대로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와 녹음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복하여 듣고 확인하였
다 다음 과정으로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와 녹음내용을 다수 반복하여 듣고 .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이후 기록된 코딩 중 .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범주로 통합하여 각 특성에 맞는 범주화를 하였다. 

연구의 엄밀성 유지전략5. 

연구자는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제시한 타Maison(1999)
당성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 의 세 가지 (validity), (reliability), (generalizability)
요소를 지키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타당성은 연구에서 추론된 내용이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이
다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풍부한 기술. , , 
부정적인 사례의 분석 동료 검토 혹은 보고 연구자의 편향성 확인 구성원 , , , 
간의 확인 외부 감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 명에게 보여주고 언급한 내용이 참여자의 의도에 맞2
게 정확히 표현되었는지를 확인받았다.

신뢰성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석 및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관
성과 반복가능성으로 연구를 반복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뜻한
다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전략 중 하나는 코딩과정에서 타연구자의 . 
코딩결과와의 비교나 코딩에 대한 상호작용을 거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질적자료
분석 경험이 있는 보건학 석사과정중인 인의 연구자와 코딩내용을 재확인하1
고 모호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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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가능성은 특정 개인이 특정시간에 특정 설명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다른 연구로 확장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용가능
성이라고도 불린다 연구자는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 
시하였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임상경험
을 가진 의료인 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자신의 임상경험과 비교해 보2
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6. 

연구자는 연구설계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료수
집이 이루어지기 이전 서울 모처 의료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승인번호 연구자Review Board, IRB) ( : Y-2020-0190). 
는 승인된 연구참여동의서를 토대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수집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연구참여자의 성명과 서명을 획득함으로써 동의
를 받은 후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언제든지 . 
연구의 동의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해당 연구의 목적에 한하여만 사용하고 연구 종료후 년간 보관한 뒤에 파쇄3
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심층면담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중. 
에 언급한 개인정보 및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가공한 후 논문에 
인용 및 언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전사과정에서 식별이 가능한 연구참여자
의 정보는 삭제 혹은 약자로 대체하였으며 모든 자료에 있는 개인정보는 삭
제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의 경우 국내 개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 1
구를 수행함에 따라 연구참여자에 대한 설명과 인용문장을 통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식별되거나 유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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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정보를 최소한 기재하여 참여자를 보호하
였다.

연구자의 준비7.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주요 연구도구로써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적절
한 준비를 해왔다 연구자는 평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하여 생애 말기 돌. 
봄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의료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공부하, 
여 왔다 연구자는 학위과정 중 임상윤리이론 죽음학 현대의료윤리 보건의. , , , 
료정책 등 생애 말기 돌봄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와 관련된 개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5 . 

한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론 수업을 수강하고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샵에 회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3 . 
자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심층면접 초점집단6 , 
면접의 인터뷰 진행자로 참여하고 수집된 면담자료를 분석하는 경험을 보유
하였다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론과 관련된 이론 서적을 비롯하여 질적연구로 . 
수행된 다수의 논문을 읽으며 연구자로서 자질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며 연
구과정에서 질적연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교수 및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지
도 및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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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4

본 장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적 
요소와 의료기관 의료인의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A 
징과 의사결정과정의 제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구성요소4.1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을 활용하여 기존의 문헌에서 제기하는 함
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이론에서 말하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문헌고찰 결과1. 

본 연구에서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논문은 총 편이었다 해당 13 . 
논문들은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주제로 하여 년대 이후 발행된 논문이었2000
다 선정된 편의 논문 중 영문으로 작성된 해외논문 편 국문으로 작성. 13 11 , 
된 국내 논문은 편으로 선정논문의 정보는 표 와 같다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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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연도 제목 연구설계 대상 연구 목적 연구결과

1 Barry, M. J., 
et al 2012

Shared Decision Making — 
The Pinnacle of 

Patient-Centered Care
조사연구 문헌

환자중심의료 측면에서 
의 특성을 확인함SDM . 

환자중심의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의료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때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을 주장

2
Krist, A. H. 

et al. 2017
Engaging patients in 

decision-making and behavior 
change to promote prevention

조사연구 문헌
의사결정과정에 환자를 참
여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
색 

의학적 환경에서의 환자참여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규범 교육과 지원의 , , 
필요성을 제기

3
Lown, B. A., 

et al. 2009

Mutual influence in shared 
decision making: a 

collaborative study of patients 
and physicians

실험연구
환자
의사

환자와 의사가 을 용SDM
이하게 하는 태도와 행동
을 탐색함.

탐색 환자의 감정과 선호표현 정보, , 
와 옵션의 논의 정보탐색 지원 조, , , 
언 공유조절 논의 협상의 범주로 나, , 
눌 수 있으며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
고 있었음

4
Bukstein, 

D. A., 
et al.

2020

A review of shared 
decision-making: A call to 

arm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조사연구 문헌

천식을 치료하기 위한 필
수요소로서 및 SDM SDM 
보조도구의 활용에 대한 
문헌조사

양질의 의 도구와 보조도구는 명SDM
확하고 근거기반으로 정확하고 편견없
는 정보를 통하여 각 치료별 위험과 
이점을 제시함 은 환자와 가족. SDM
이 의료제공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에 만성천식치료에 선호되는 도구임

5
Stiggelbout,

 A. M.,  
et al.

2015
Shared decision making: 
Concepts, evidence, and 

practice
조사연구 문헌

을 개의 단계로 구SDM 4
분하여 단계별 수행방법에 
대하여 제시함. 

해당 단계는 임상영역에서 아직 광범
위하게 구현되지 않은 편임 이를 위. 
하여 환자와 전문가를 위하여 지식과 
인식뿐 아니라 도구와 기술의 훈련이 
필요함

6
Elwyn G., 

et al. 2012
Shared Decision Making: A 
Model for Clinical Practice 조사연구 문헌

기존의 의 설명을 실SDM
용적이고 기억하기 쉽게 
기술하고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단계 모델조사3

을 임상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SDM
Choice talk - Option talk - 

의 단계 모델을 제안함Decision talk 3

계속< >

표 2 통합적 문헌고찰 선정논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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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연도 제목 연구설계 대상 연구 목적 연구 결과

7 Knight K. 2019

Who is the patient? Tensions 
between advance care 

planning and shared decision‐
making

조사연구 문헌
를 세운 환자의 상태변ACP

화에 따라 적용여부에 SDM 
대한 고찰

의사결정능력이 사라진 환자의 SDM
과정에서 의 적용과정을 위하여 ACP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8
Serrano, V., 

et al. 2016
Shared decision making in the ‐

care of individuals with 
diabetes

조사연구 문헌
당뇨질환자의 의 핵심SDM
요소를 제시하고 적용을 위
한 세가지 접근법 제안

을 당뇨질환자에게 적용하기 위SDM
하여 정보전달 환자의 능력배양 대, , 
화와 공감환경을 구축이 필요함

9
Frantsve, 
L. M., & 
Kerns, R. D.

2007

Patient provider interactions –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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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간 파트너십 형성2.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첫 번째 요소는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파트. 
너십은 의학적 정보와 경험을 다수 보유한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
을 지시하는 기존의 온정적 간섭주의의 의학적 관계를 넘어서 환자와 의사를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등한 관계는 의료진이 환자의 치. 
료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해당 과업의 주요한 주
체이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1].5) 특히 이전의 의학 
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란 의료진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함께하는 의
사결정에서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을 의학적 전문가로 환자의 성향과 가치, 
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환자를 환자자신의 전문가로 설정한다 두 전문가는 . 
한 편이 의견을 수용하는 상하적 관계가 아니라 각자 맡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11].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해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의사는 환자의 .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함을 환자에게 인지시키고 환자가 
제시하는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치료의 계획과 옵션을 제시할 것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환자는 치료결정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질병과 치[5]. 
료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을 생각하. 
는 태도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8].
환자 의사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
는 태도에서 이루어진다 의사는 환자의 결정이 자신의 결정과 다르다 할지라. 
도 환자 개별 선호와 가치관에 부합한 결정이라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며 환자는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10]. 

5)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적 요소 는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논문에서 확인한 내 ‘4.1 ’
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시적 필요성에 의하여 반복되는 인용표현을 표 에 나온 문헌고찰 , < 2>
선정논문정보의 번호로 갈음하여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의 경우. [1] , (Michael, J., et al., 

를 뜻한다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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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교류3. 

가 현재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환자와 의료진 간의 파트너십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양질의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의사는 [4]. 
환자가 의사결정과정으로 진입하여 결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환자의 현재 상
태를 비롯한 다양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높은 질적 수준
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의학적 정보가 주가 되[6]. 
며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환자중심의 언어로 변환되어야 한다 제공하는 의학. 
적 정보는 질병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에 대한 소견 의료진이 예측하는 미, , , 
래상황 그리고 위험과 편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4,10].

나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의학적 사실 제시.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게되는 위험이나 조건의 특성 동반 될 가능성이 있, 
는 또 다른 질환이나 잠재된 예후와 같은 임상정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의학적 사실이다 환자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이[2]. 
지만 의료진은 그간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전
문적인 영역으로 환자가 선택하는 결정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여 환자의 , 
선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1]. 
자신이 보유한 의학적 지식의 한계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알려 정보가 가지, 
는 한계점에 대하여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다 치료 옵션 및 옵션의 장단점 제공.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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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치료옵션에 대한 ,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치료옵션은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7]. 
옵션이어야 하며 단순히 선택 가능한 치료의 범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10] 
니라 각 치료옵션이 가진 위험과 이점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진은 [1,4,9].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중립적인 태도, 
를 가지고 이야기 하며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하여 설명하여야 , 
한다[5,9,13].

라 의료진 간 내용의 공유. 

의료진은 환자에게 설명한 의학적 정보와 환자에게 들은 환자의 정보를 치
료과정에 개입하는 타 의료진과 공유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 
한 치료옵션에 대한 임상적인 정보는 의료진 간에 반드시 공유하여 팀워크[2] 
를 형성해야 한다[12].

마 의사결정지원도구의 활용. 

환자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때 의료진은 의사결정지원도구를 활용할 , 
수 있다 의사결정지원도구는 환자가 경험하여보지 못한 의학적 상황을 예측. 
하고 자신의 현재 신체적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정보를 요약한 것
으로 환자의 의학적 결정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다 의[2,5,6,10]. 
사결정지원도구는 대체적으로 브로슈어나 동영상 웹사이트 등 시각적인 형태, 
로 제공되어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과잉진단과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낮출 [5]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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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파악. 

환자와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 , 
환자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
는가를 판단한다 만약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3]. 
우 의료진은 환자를 대신하여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려줄 대리결정자를 확인
하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환자의 선호도 및 가치관 파악.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의료진은 의학적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반대로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특히 환. 
자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정보와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하여 
의료진과 공유하여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2]. 
어려워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의 생각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환자의 선호에 대하여 의료진은 개방적 질문을 하여 . 
환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환자의 선호는 특[5,8]. 
별히 환자가 치료선택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선호하는 치료법, 
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을 토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의료진은 환[8,12]. 
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개별적인 환자의 정보에 대하여 도출하여 논의의 과정으
로 넘어감으로써 가장 적합한 치료의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4].

아 환자의 생각 걱정 등을 도출. , 

의료진은 환자와 논의과정에서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 뿐 아니라 환자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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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정에서 갖게 된 불안과 걱정 염려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도출하여야 한, 
다 논의의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가 제기하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면밀하게 살. 
필 수 있어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우려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1] [2]. 
또한 환자에게 질문을 하여 환자가 자신의 염려를 드러내어 표현하도록 하고 
가능한 환자가 표현하는 우려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자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확인.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예후와 소견을 이야기하는 과
정에서 환자가 전달받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 
진의 설명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환자가 의료
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재구성하여 환
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에 대[2,3,5,13]. 
하여 의료진과 공유하고 정보의 양을 조절하도록 의료진에게 요구하여 의학
적 정보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진도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3,5]. 
때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체크하여야 하며 환자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6], 
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정보부족이나 불분명[3]. 
한 정보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환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적 표현에 대하여서도 고려하여야 한다[8,10]. 

충분한 숙고4. 

가 반복적인 수렴과정. 

의료진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여 선택가
능한 치료옵션을 수렴하여 가는 과정에서 환자는 결정에 대하여 깊이 생각 
해 볼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환자는 이전에 경험하여보지 못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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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상황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 
선호를 도출할 것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오랜시간동안 연속적[6].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치료계획과 목표를 다듬
어 나가야 한다[3,7].

나 충분한 시간의 제공. 

환자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 결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여야 하는 
일종의 숙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논의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 의[6]. 
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 
필요하다 만약 숙고의 시간 끝에 환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의[5]. , 
료진은 다시 시간을 주어야 하며 환자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
을 다시 한번 제공하여 환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6].

다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 

의료진은 숙고의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에 동의하는 의견과 차이가 발
생하는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3].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중재자의 개입도 필요하다 만약 환자[12] 
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 역
시 중재자를 개입시켜 환자가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
을 이루어나가야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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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결정 참여자의 확대. 

숙고의 과정에서는 환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논의를 시작하거나 그들의 지지를 받는 등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대되는 경우로 갈등의 중재자가 개입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의사결정 참여자는 환자와 관계된 사람들로 의사나 환자의 . 
요청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대신할 대리결[3,7] 
정자를 선정하여 참여자로 초대할 수 있다[12].

마 숙고과정 중 전문가의 개입. 

갈등의 중재자는 일종의 전문가로써 숙고과정의 전문가의 개입으로 볼 수 , 
있다 뿐만 아니라 숙고과정 중에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의료진. 
을 비롯하여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의 개입이 가능한데 이는 환자가 전문가의 
정보나 도움을 통하여 다양한 선택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숙고의 과정에서 의학적[3,6]. ,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도움이나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은 환자의 , ,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7].

의사결정5. 

가 상호 합의된 결정과 존중. 

환자와 의사가 성찰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상호간에 합
의된 결정이어야 한다 이는 치료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가 서로 다른 관점[4]. 
과 가치관을 통하여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내린 
최선의 결정으로 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진은 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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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선택한 치료결정에 대하여 존중을 하여야 하며 환자의 선호도에 가장 , 
적합한 치료계획을 같이 식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료진은 결정 [9]. 
이후 치료과정에 대하여 환자와의 대화를 촉진하여야 하며 제시한 치료결과
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11].

나 충분한 정보의 이해를 통한 결정. 

환자가 내린 의사결정은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린 결정
이어야 한다 환자는 정보의 입각하여 자신의 선호를 도출하고 자신의 가치. , , 
선호 변동가능성 및 자신이 처한 삶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이루어야 , 
한다 특히 환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옵션의 범위와 각 옵션의 [2,6]. 
위험과 장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이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5,10].

다 결정 내용에 대한 공유. 

환자가 결정한 내용은 의사와 공유되어야 한다 환자의 결정은 의료진과 . 
상호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환자의 결정의 기반이 된 선호에 
대하여 특히 더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의료진과 환자는 결정방법이나 치[1,3]. 
료방법의 형식을 공유하여야 하며 환자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 , 
역시 결정내용의 전반을 공유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12].

라 이후 치료계획의 수립. 

의사결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자와 의료
진이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진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 
환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형태의 토론을 장려하여야 하며 대화과, 
정을 통하여 환자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은 임종[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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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환자와 대리인의 결정에 대하여서도 논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정된 
치료계획에 대하여 의료시스템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3,10]. 
가능하다면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12].

재검토와 확인6. 

가 결정 이후 재검토 과정. 

환자가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의료진은 환자와 상담을 지속하여 나
가야 한다 상담은 환자의 선호에 대하여 재확인 과정으로써 혹시 모르게 [5]. 
존재할 변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의 의사에 변화가 생겼다[12]. 
면 의료진은 그 이유를 묻거나 도출하고 변화가 된 내용을 적용하여 치료계, 
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나 주기적인 리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선호에 대한 재검토 뿐만 아니라 주기
적으로 결정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결. 
정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여 환자의 , 
참여를 독려 할 수 있다[2,3,6].

다 악화 시점의 재확인. 

환자의 결정 이후 신체적인 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면 의료진은 이 과, 
정에서 재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이루어야 할 재논의는 환자의 악화. 
된 상태변화에도 결정내용의 변동을 확인하는 형태의 논의부터 다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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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추가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지까지로 폭넓게 이루어진다[7,10].

상기와 같이 편의 국내외 논문을 통하여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결과 13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참여자간 파트너십 형성 정보의 교류 충분한 숙고 의, , , 
사결정 재검토와 확인의 총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각 문헌, 5 . 
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로 정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해당 결과를 바< 3> , 
탕으로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과정을 평가하고자 일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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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참여자간 
파트너십 형성

환자 의사의 동등한 관계- O O O 　 O O O O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 필요 O O O O O O O

정보의 교류

현재 의학적 내용의 제공 O O O O O O O O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의학적 사실 제공 O O O O O
치료옵션 및 옵션의 장단점 제공 O O O O O O O O O O O
의료진 간 내용공유 O O O
의사결정지원도구의 활용 O O O O O O
환자의 의사결정능력파악 O O
환자의 선호도 및 가치관 파악 O O O O O O O O O
환자의 생각 도출 O O O O O O O O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확인 O O O O O O O O

충분한 숙고

반복적인 수렴과정 　 　 O O O O
충분한 시간의 제공 O O O O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 O O O
의사결정참여자의 확대 O O O O O
숙고 과정 중 전문가의 개입 O O O

의사결정

상호 합의된 결정과 존중 O O O O O O O
충분한 정보의 이해를 통한 결정 O O O O
결정내용에 대한 공유 O O O O O O O O
이후 치료계획의 수립 O O O O O

재검토와 확인
결정 이후 재검토 과정 　 O O O
주기적인 리뷰 O O O O
악화시점의 재확인 O O

표 3 통합적 문헌고찰 결과 

1) Barry, M. J. et al(2012)
2) Krist, A. H. et al(2017)
3) Lown, B. A. et al(2009)
4) Bukstein, D. A. et al(2020)

5) Stiggelbout,  A. M. et al(2015)
6) Elwyn G. et al(2012)
7) Knight K.(2019)
8) Serrano, V. et al(2016)

9) Frantsve, L. M., & Kerns, R. D(2007)
10) Hajizadeh, N. et al(2015)
11) Hain, D. J & Sandy, D(2013)
이은영12) (2012)

서원식 13)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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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일반적 특성4.2 : A 

참여대상자 특성1. 

본 연구는 국내 일 의료기관의 생애말기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의학적 의
사결정의 내용과 요소를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로써 다음의 연구참여자를 다, 
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 의료. 
기관의 연구로써 연구참여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
라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최소한만 서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상기 연구참여자의 모집을 위하여 병원의 직원게시판 원내메A , 
일 관련 교육부서의 협조 등 공개된 방식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모집공고문, 
을 전달하였으며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의료인의 참여요건을 확인 후 자발적 
동의를 취득 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특. 
성은 다음과 같다 표 < 4>. 
연구참여자는 총 명으로 전문의 전공의로 구성된 의사 명 전문간호사10 , 5 , 
를 포함한 간호사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명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5 . 3
원회 위원 및 전담인력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해당의료기관에서의 평균 근무경력은 총 년이었다 전문의9.5 . 
의 경우 년이었으며 전공의는 년 간호사는 년이다9.3 , 2.5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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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
구분 직종 임상경력
참여자1 의사 년 이하20
참여자2 의사 년 이하20
참여자3 의사 년 이하15
참여자4 의사 년 이하5
참여자5 의사 년 이하5
참여자6 간호사 년 이하30
참여자7 간호사 년 이하15
참여자8 간호사 년 이하10
참여자9 간호사 년 이하10
참여자10 간호사 년 이하5

표 4 연구참여자 특성 

의료기관의 특성2. A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설계 당시 연구참여자를 일 의료기관의 의료인
으로만 한정하였다 단일기관연구를 시행한 이유는 첫째 연명의료결정과정에 . , 
대한 자료수집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분위기, , , 
프로세스 등 기관문화의 다양성을 최대한 배제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함
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한 의료기관은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이자 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병상 규모이다 해당의료기관은 내과 외과3 2500 . , 
를 비롯하여 총 개 진료과를 보유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자문형 호스피스 시27
범기관 등의 특수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해당기관에서는 년대 초반. 2000
부터 전자의무기록 을 처방전달시스템 와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어 (EMR) (OCS)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하여 의료진 간 공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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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4.3 A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 특징은 개 범주 및 개 하위범주로 도출A 2 6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와 같다< 5> .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함께 결정하려는 
노력

의료진 간의 공유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내용 공유

임종에 대한 의료진간 내용 공유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독려

환자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결정내용에 대한 가족의 참여와 공유를 독려함
환자 가족 간의 생각을 전달하여 표현할 수 있-
게 독려함
의사결정권이 없는 가족을 포함 시킴

상호관계 속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추구

정보의 제공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주로 설명함

이행항목을 치료옵션으로 설명함

환자 현재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의료진 소견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

연명의료결정 정보의 양과 속도를 조절함
환자나 가족이 가진 의문점에 대한 답변 형태로 
제공
적극적 치료불가 및 연명의료결정 고려 필요성 
제안

결정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

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와 가족정보를 확인EMR

면담과정에서 환자의 병식과 선호를 확인

가장 먼저 가족과 만나 의견조율이 이루어짐

이행시점에 결정번복에 대한 가족확인

병실이동 등의 임종방식에 대한 논의
면담과정에서의 판단 환자의 병식이나 걱정 염려 등을 도출, 

질문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이해도를 판단/
가족면담 시 연명의료에 대한 동의와 환자의 성
향 이해여부 등을 파악, 

숙고할 시간 제공 일이내 혹은 다음 외래시까지 결정기한이 제공됨3

환자 가족간 의견 불일치시 숙고의 시간 추가제공-

표 5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 특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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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결정하려는 노력1. 

가 의료진 간의 공유.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환자나 가족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 의료진과 공유하고 있었다 의료진 간 공유는 의료진이 파악한 . 
상황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술하거나 환자의 치료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에게 직접 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 
정과정에 진입한 환자가 겪는 걱정이나 우려 등의 심리상태를 중점으로 공유
하고 있었는데 특히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간호사가 환자의 , 
상태를 파악하여 타 의료진에게 이를 공유하는 역할을 했다.

의료진한테는 환자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경과를 보면서 환자랑 상의해 

가십시오 라고 에 를 하면 참여자answer recommend .( 6)

섬세한 선생님들 같으면 메모로 남겨 주세요 환자 많이 우울해 합니다 그러. .
면은 가서 저도 그걸 보고 가면 당연히 피드백이 되는 거죠 참여자.( 4)

이렇게 환자나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은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의 이행과정에서 담당의사의 인지가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예를 . 
들어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의 가족이 지방이나 해외에서 오는 중이라면 환
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를 제공하거나 임종과정
에서 환자와 가족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소진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의료진 간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 
한국 문화의 통념상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임종을 가족들이 지킬 수 있도
록 하기위한 것으로 가족들이 이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미리 인지하, 
여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제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이제 둘째 아드님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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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오시니까 언제까지는 살려주시면 좋겠다 중략 멀리서 올라오시는 거에 . ( )
맞춰서 좀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그 정도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 참여자… ( 9)

나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독려.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의 주요한 주체이자 당사자인 환자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 
을 때 가능한 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에게 따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최대한 환자와 연명
의료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저는 우선은 그냥 방문해서 그 현장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랑도 얘기를 얘기..
를 시작 풀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환자랑 얘기하기전에 먼저 , .
가족들이랑 얘기를 필요하겠으면 그 때 가족들 찾게 되고 참여자.( 6)

처음에 보호자분이랑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면 보호자분을 따로 뵙고

요 환자분이랑 얘기를 할 때는 굳이 환자분을 따로 나오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요 웃음 보호자분이 계시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참여자 ( ) … …( 7)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이 이를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되길 원하고 있었다 때, . 
문에 참여자들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환자가 갖고 있, 
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방향에 대한 이해여부를 면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의 의식수준이 명료하지 못한 중환자실의 경우 환. 
자의 연명의료결정은 주로 가족의 의사로 결정되는데 만약중환자실에 입실한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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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한 간호사였어요 말기 암환자 간호사 저희 연명치료중단 설명 했alert . .
거든요 산부인과 환자였는데 안될거 같다고 그냥 참여자. , ..( 2)

만약에 명료하신 분이 있거나 조금 어느정도 의사표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

다면 환자한테 일반적으로 물어보기는 하는데 참여자, ( 10)

참여자들은 또한 환자들이 생애 말기 치료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내린 연명의료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의료진도 환자와 . 
함께 결정한 내용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 기존에 환자와 , 
가족이 밝혀 두었던 마지막 소망과 임종에 대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하고 있
었다. 

환자 본인이 번복하는 거는 잘 없어요 본인이 받아들이면 환자 본인이 잘 못 . .
받아들여서 그게 오래 가면 모를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막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거 같고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만큼이나 가족의 참여와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 환자가 진입할 경우 환자와 . 
가까운 가족을 확인하고 가족이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제공되는 의학적 정보를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으며 향후 환자와 논의하게 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 
지하여주고 의료진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

이제 어떤 경우는 보호자분이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
이랑 얘기하고 보호자분이랑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
이제 지금 호스피스나 그런걸 준비를 하려면 보호자분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하

는 부분들이 더 커서 사실은 보호자분이 이런 어떤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진행이 빠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랑 소통하는 것도 .
지금 되게 중요하죠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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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호자들도 정황을 알아야 가족이 그런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지 지지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

이 드니까 보호자 분한테 먼저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설명을 할예정.
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자.( 4)

또한 참여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가족들 간의 내용공유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을 통하여 . 
연명의료결정을 이루어야 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결정권한을 가진 모든 가족
이 의사결정전반의 과정을 공유하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일부 참. 
여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
족 면담을 통하여 대표보호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때 선정된   . 
대표보호자는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면담을 비롯한 의사소통을 
하고 그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교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보호자 분한테 보호자분 한번 만나기는 해요 환자 , .
상태가 안 좋다 교수님 하고 상의를 할 건데 보호자 분들도 연락하셔서 서로 연,
락을 하셔서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음에 대해서 서로 연락을 공유하시고 계시면 

제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
들어가거든요 참여자.( 4)

안내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좀 읽고 그 다음에 네가 중심이 돼서 어려운 용어 

같은 거를 더 나이 많은 보호자들이랑 같이 논의해라 대개 자녀들이 배우자 보.
호자 부모님 보호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을 오래 해요 참여자, discussion ( 2)

참여자들은 환자가 직접 수립한 연명의료결정내용에 대하여 가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었다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수용된 상태라 할지라도 가. 
족이 동일한 이해와 수용을 갖는 것이 최선의 결정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의. 
사결정능력을 보유한 환자가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와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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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경험하였는데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작성, 
내용에 대하여 가족과 이야기 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원래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이제 원… …
칙상으로 되어있고 그건 환자분의 의지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에,
서는 이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웃음 어쩔 수 없다 라는 중략 그래서 이제 저( ) … ( )
도 말씀드릴 때 환자분의 의사를 명확히 알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랑 한번은 얘

기를 해보시는게 어떨지 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이렇게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유를 매우 중요하
게 여기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환자 가족의 사이, -
의 경우 이를 넘어 참여자가 그들 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자의 결정에 대하여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사람 가족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그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가족이라,
고 하면 그렇게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되거든요 환자가 우리?
한테 면담 할 때 밝혔었던 건데 가족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꼭 

전달하게 되요 환자가 지금 바라는 거라든지 가족들을 굉장히 나를 돌보느라 . , ...
힘들어 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 했다든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
이런 거는 전달해서 가족들이 알게 하고 그거를 같이 그래도 서로 표현할 수 ..
있게 하는 시간들 그런 거는 저희도 중요한 역할 연명의료나 호스피스 상담 ? ...
할 때 중요한 과제인거 같아요 저희한테는 참여자.( 6)

만약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가 생전에 가진 연명
의료에 대한 선호를 가족에게 확인하고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생. 
전의 의사를 확인 할 때는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이를 진술하게끔 되어 있으
나 일부 참여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처럼 법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가족까지 면담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법적 범. 
위에 있는 가족처럼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환자의 생전 의사를 가장 잘 알고 , 
있는 만큼 다른 가족에게 환자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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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야 그래도 그 사람 오라고 해요 그런 경우 꽤있거든요 와서 그 . . .
사람한테 혹시 그런걸 얘기한 적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가족들이 들어 보라고 ,
얘길 해요 어렵죠 새어머니 와있고 등 돌리고 웃음 저는 근데 얘기하거든요. . .( ) .
당신이 너무 중요하다 당신은 동거인이었고 환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사. .
람이니까 당신이 얘기를 해라 근데 당신은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
기 때문에 는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ecision-maker .
가족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해요 중략 같이 사는 보호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해. ( )
요 참여자.( 2)

상호관계 속에서의 최선의 선택2. 

가 정보의 제공.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처음으로 환자에게 노출하는 시기에 대하여 
의료진이 판단하였을 때 환자에게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때로 , 
설명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암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항암치료가 더 이상 . , 
효과가 없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 
를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의사결정을 제
안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이보다 이른 시점인 마지막 항암치료의. 
시기에 미리 환자와 이야기를 하며 해당 치료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를 대비하여 결정을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었다.

보통은 반 이상은 에서 하고 나서 더 이상 치료할 것 없3rd line , 3rd line fail
는 치료 옵션이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보통 얘기하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 .
아져서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서 환자가 이제 우리가 호스피스케

어를 해야겠다 호스피스케어센터에 보내기 전에 아니면 완화센터에 보내기 전, ,
에 그때 연명을 시작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1)

증상 조절은 외에는 그냥 더 이상 옵션 항암제 옵션이 없는 경pain control ,
우 진료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옵션 중에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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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하고 있을 때 간혹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항암치.
료가 하기가 더 이상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죠 참여자.( 8)

또한 환자가 수술 이후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진 경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술 후에 아니면 혹은 아니면 수술 하는 과정에서 수술 후 항암치follow up
료나 수술 전 항암치료나 이런 거 하시는 암 환자 분들이 병동에 입원하고 있다,
가 상태가 악화되면 여기 오셔서 치료를 받은 경우들이 생기세요 참여자.( 2)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
지게 되어 중환자실 입실 자체가 연명의료결정의 노출 시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은 병동에서 설명해도 병동에서 보호자들이 거부했던 경우가 있어DNR
요 그럼 이 저한테 와서 오히려 부탁해요 내가 설명했는데 연명. surgeon . DNR ,
치료중단 설명했는데 보호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게 장소의 특징인지 .
보호자들이 중환자실 딱들어오면 연명치료중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제가 또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땐 좀 많이 서명하세요 참여자. .( 2)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제안할 때 법령에 나와 있는 연명의
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지금 하는 의사결정이 환자의 치. 
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예후에 대, 
하여 미리 환자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의식이 온전치 않고 숨도 잘 안 쉬어 지고 고혈압과 유

지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위독한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력이 없어질 때 그럴 때이

제 이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능력은 없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면서 하는 굉장히 침습적인 연명의

료들이 환자분이 혹시 원치 않으시면 제가 그혹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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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상의가 필요하다 참여자.( 3)

들으셨겠지만 연명의료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치료의 중단을 말하는 게 아‘
니고 정말 그 시점에서 의사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라는 ’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에 그런 고생했던 분들이 요즘 얘기를 많이 ,
들으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다 연세 들으신 분들은 그‘ ’
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도 이제 어 나는 좀 그렇게 무리해서 하고 싶, ‘
지 않다 억지로 억지로 하고 싶지 않다 결정하신 분들은 보통 그런 의사를 많’, ‘ ’
이 밝혀 주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만약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적용이 가능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 , , 
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와 같은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로써 호스, , 
피스 완화의료 치료를 통하여 통증 및 증상 완화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의뢰가 되면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한테 의뢰가 고 됬
주치의가 얘기했던 그런 호스피스나 연명의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참여자.( 6)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개하면서 환자가 느낄 부담감에도 집중, 
하고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조 항에는 환자가 원한다면 연명의료계획서. 10 5
를 언제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이러한 결정 철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설, 
명을 하여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었다.

이거를 쓰면 내가 평생 앞으로 치료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
런 내용 아니고 제가 취소하라고 말씀 드리는건 아니지만 취소도 가능 환자분의 ,
의사에 한해서 취소도 가능하니 이거를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자분

이 그래도 이전에 좀 많이 생각해 오신 내용이라면 작성을 해놓고 좀 숙제를 끝

내놓고 앞으로 치료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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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을 제안하는 것을 환자에 대한 치료포기가 아닌, 
무의미하고 적극인 치료에서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두는 새로운 치료의 계
획이자 환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연명의료 설명하고 받다 보니까 

그런 이 있었는데 점점 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진행하면서는 제guilty feeling ,
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은 그냥 일종의 계획 치료 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
고 있어요 치료 계획에 준하는 거고 참여자. .( 4)

또한 제도의 설명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이행 항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조 제 호와 시행령 제 조에는 연명의료결정 시 . 2 4 2
중단 및 유보를 할 수 있는 의학적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 , 
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규정하고 있, , , , 
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에 이행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참여자들. 
은 이러한 연명의료의 이행을 설명과정에서 이행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항목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내려 소, 
견을 제시한 후 환자와 가족이 결정하게끔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목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를 해야 하고 수혈을 해DNR . CRRT ,
야 하고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라는 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DNR
을 드리고 적극적 치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더 힘들게 하

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 아 그러냐고 그때 이해를 하시고 항목을 체크하시는 경, .
우가 많아요 참여자.( 2)

참여자들은 환자 및 가족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의학
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의학적 정보는 연명의. 
료결정에 대하여 고려해볼 때가 왔다는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인지시키기 위
한 목적이 가장 컸다 때문에 참여자가 제공하는 의학적 정보의 내용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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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한 현재 의학적 상태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의료진의 소견으로 이러
한 의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연명의료결정의 전체과정에서 가장 중요하
게 여기고 있었다.

일단은 환자 상태 설명해드리게 번이라고 생각해요 연명의료계획을 세우고 1 .
말고는 사실 저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안 쓰는 거라서 그건 저한테는 목표가 아

니고요 저는 환자 상태가 이런 거를 얘기를 꺼내 봐야 될 정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켜 드리면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참여자 .( 4)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쭉 읊어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
신경계 호흡기 순환계 심장 간장 소화기계 혈역학적으로 다 한번 다 우선 , , , , , , .
설명해 줘요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는 어제랑 변화 그리고 의료진이 판단했던 . ,
내용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판단이 나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는 . ,
거 여러 의료진이랑 했다는 걸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 .
줘요 그리고 나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같다 논의. DNR
를 시작을 하는 거죠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이러한 의학적 설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연명
의료결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의학적 정보라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에 이해가 어려운 환자와 . 
가족이 보다 쉽게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
들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자료를 환자와 가족에게 설
명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연명. 
의료중단이나 유보처럼 쉽게 접하지 않았고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환자와 가
족을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의료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이뤄나갈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돕고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컴퓨터 앉아서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경우가 제CT
일 많고요 특히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쉬워서 특히 저희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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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상은 암이니까 말기암 환자의 시티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정말 암에 80%
어떤 퍼짐 정도 심하면 여기가 간이라고 하는 장기인데 이 부분만큼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암이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의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

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 간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참여자.( 5)

그리고 연명치료중단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처음 .
패밀리 미팅 때 그래서 저는 팜플렛 갖고 와요 참여자( 2)

그러나 참여자들은 기존의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었는데 보다 쉽게 쓰고 시각적으로 설명된 형태 등 다양한 자료원이 존재, 
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면 너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맨날 팜.
플렛 다 갖다 쓰거든요 스테이지에 아 팜플렛 좀 갖다 놓으라고 웃음 근데 세. .( )
쪽짜리 그거만 주는거에요 아니 이거 말고 없냐고 용어도 너무 어렵고 젊은 분. .
들이니까 그래도 젊은 분들한테는 찾아보라고 하는데 노인 분들한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런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2)

약간 시각적인 정보도 줘야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공호흡기 달고 ,
있고 투석기 돌리고 있다라고 해도 그분께 사실 낯설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
건지도 잘 모르고 그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신 보호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
서 그런 거를 좀 진짜 환자 모습이 아니더라도 인공호흡기를 하고 투석기를 하

면 대충 이런 모습으로 계시고 이런 약간 이미지화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

아요 참여자.( 10)

또한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가능한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연명의. 
료결정이라는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특성상 환자와 가족은 현재 환자의 상태
를 알게 되면서 당혹스러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면담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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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를 노출하기 보다는 두 번째 이후의 면담부터 연명의료결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점진적인 노출은 환자나 가족. 
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양과 속도를 달리하고 있었는데 참여자가 면담과정
에서 환자나 가족의 성향이나 반응 등의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수용하는 정
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조절하고 있었다.

환자가 너무 너무 위중한 상태다 깔고 두 번째 미팅 때부터는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해 보자 읽어 봐라 참여자, .( 2)

연명의료나 말기에 해야 하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세한 정보

를 알아야 내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자세한 인폼을 주는 게 ,
오히려 환자의 불안도를 더 높이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 ?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폼을 주지는 않고 그런 정보를 주는 걸 제가 면담을 쪼개.
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6)

참여자들은 상담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때 환자, 
와 가족이 가진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답변함으로써 의문을 해결하여 주
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
식으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환자분들 증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궁금증도 많고 이제 그 CT
를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의료진들이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안에서 그것들 참고해서 설명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환자분이 오늘은 면담을 내가 환자분이랑 .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환자분한테 시도를 해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호자

분이랑 중략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이끌어가는 타…( ) 
입은 아니고 저는 약간 조금 들으면서 같이 가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참여자 .( 7)

특히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개하기 이전에 환자가 더 이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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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임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는 환자의 치료가 완. 
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 목표전환이 필요함을 환자와 가족에게 알리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치료 할 수 없다 완화의료담당 교수한테 가거, ○○○( )
나 완화치료에 가거나 아니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받아야 하는 시기니까.
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 치료를 포기. , .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완화나 환자분의 마지막을 존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

겠다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하는 법이 생겼. .
다 환자 안 좋아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삽관을 안하는 법이 있다 제가 . , .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참여자.( 1)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

민을 좀 하세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 드리는 .
거는 원래는 그 거기 연명의료 치료 항목들 하나 하나는 원래는 치료거든요 누, .
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 계획인데 이게 왜 각각이 환자 분한테는 

왜이게 해당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참여자.( 4)

나 결정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 

참여자들은 환자가 생애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명의료결정과정에 진입하기 전부터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경. 
우 대체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면담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참여자
들은 환자의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의무기록에서 환자의 질병의 경과와 치료 정보 현재 상태 등의 , 
정보를 획득할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관계와 주보호자 그리고 환자가 일전에 ,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표현한 내용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보통은 이제 진료기록을 저희가 한번 쭉 리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경과를 

거쳐왔고 어떤 이벤트를 겪었는지 지금에 이런 시점까지 입원에서나 외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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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왜냐면 질병 투병한 시..
간이 너무 짧은 사람이 경우에는 그만큼 뭔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버퍼링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게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대략 가늠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료진들이 뭔가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굉장히 

가 높다던가 가족들이 뭔가 많이 이슈를 제기 한다던가를 의료진이 의료anxiety ,
기록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의료 인계해주는 상황에서 그런 인폼들을 제..
가 얻을 수 있는게 있으면 최대한 수집해서 가족들 면담하게 되고 참여자..( 6)

우선 저희는 을 쪼개고 갑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EMR .(
의미 환자랑 미팅하기 전에 환자의 현상태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환자의 병력 ) ,
중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여자cancer stage .( 2)

특히 환자가 전과 혹은 협진이 된 경우 환자를 인계받은 진료과의 전문의
나 전공의가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
한 내용을 의무기록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었다. 

이 열려있는 컴퓨터로 이 환자가 치료를 언제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EMR ,
를 했고 일단 현재 어떤 설명을 듣고 왔는지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있으면 보는. .
거죠 참여자.( 8)

또한 참여자들은 의무기록에서 단순한 환자의 증상이나 병력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환자가족의 성향이나 태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의료적인 정보 외의 제가 챙기는 거는 오늘 누가 같이 왔는지 그리고 주보호

자가 누군지 또 그 사람의 가 어떤지 정도는 참여자stance .( 4)

이제 뭐 이제 그 제가 간호사 메모 이런걸 보고 들어가면 메모에 환자분이  
뭐병명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보호자분들 주의 웃음… … ( )
뭐 이렇게 웃음 참여자( ) ( 7)

참여자들은 또한 환자와의 직접적인 면담과정을 통하여 환자가 가진 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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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선호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의료진은 환자. 
의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환자가 가진 치료에 대한 생각과 치료
과정에서 갖게 된 바램을 파악하고 있었다. 

본인의 의지가 어떤 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게 좋지 않.
을 수 있지만 신념이라는 여러가지 끝까지 그걸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어쩔 ,
수없이 제가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 3)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바라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 환자가 질병

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나는 이제는 아프지 않게만 지냈으면 좋겠다 증상..
이 심하니까 많이 아프지 않게 지내기 바란다 좀 편안하게 지내길 바란다 라고 .
하면 그게 사실은 이 시기에 환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
는 가치일 때 저는 그 포인트에서 이제 연명의료 참여자, …( 6)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환자의 가족과 
면담 진행하여 연명의료결정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환자가 가진 병에 대
한 이해 여부와 환자의 성향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가 병식. 
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면담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
과 환자의 병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환자가 . 
병식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을 먼저 만나 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의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
용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국은 많은 경우 환자 본인들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더 이해도가 높고 환자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

로 자녀분들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참여자.( 5)

환자분을 제일 먼저 봤을 때 환자분의 상태를 제가 체크 하는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환자분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실 때는 보호자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환

자분이 컨디션이 너무 힘드셨는지 대화하면서 어려움 없으셨는지 제가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쭤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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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또한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내리고 난 후 상태가 나빠져 임종
기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가족에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하여 변동사
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환자가 안 좋아져서 안 좋아졌을 때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 와서 인계를 받았, .
을 때가서 말씀 드리죠 참여자.( 4)

안 좋은 사인이 보인다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전화할 거라고 중략 그렇. ( )
게 됐을 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요 확인 컨펌 그대로 할거지라고 그럼 그대로 . .
해요 참여자.( 2)

일부 참여자들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환자의 상황에 따
라 임종에 대한설명과 선택권을 가족에게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중환자실 입. 
실환자처럼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병실이 공간에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임종이 임박한 순간을 대비하여 선택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이 원하는 
이별 방식에 따라 임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이루어지고 보호자 분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

고 심지어는 환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플랜을 제시를 해서 잘 계

획이 된 연명의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저희가 시기가 되면 바로 인실로 모셔1
서 정말 뭐 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분 막 이런 가족 분들이 다 병실. .. . 20 ,
에 마지막에 다 모여서 환자분의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

었는데 저라면 후자를 택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저게 진짜 어떻게 보.
면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부터는 설명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여자.( 7)

보통 중환자실에서 임종하시고 그러지 않고 좀 인공호흡기를 그냥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가족분들이 있으면 병동 내려가셔서 인공호흡기 떼고 가족

들이랑 같이 임종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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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순간 선택하라고 해요 병동 갈래 병동 가던지 중환자실에 있던지 DNR . .
선택하라고 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임종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렇지만 환자분. .
이 힘들어하는 걸보기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도록 해.
요 근데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오랫동안 엄마를 안 봤던 사람은 나는 엄마랑 같.
이 있고 싶다 그러면 하루라도 병동 가길 원해요 참여자. .( 2)

다 면담과정에서의 판단. 

참여자들은 면담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내용을 판단하고 있
었다 특히 환자와의 면담에서는 환자의 판단능력을 비롯하여 환자의 의견이 . 
지속적이고 일관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 
에 대한 이해도 현재 환자가 원하거나 바라고 있는 것 걱정 우려 등이 존, , , 
재하는 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개방형 질문. 
을 함으로써 환자가 가진 생각들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자 하였다.

그리고 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걱정이 되시는.
지 불안하신지 그런 거를 질문하시면 대답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 .( 7)

진짜 이 분이 온전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판단력이 좀 지금은 전신상태 라든지 뭐 여.
러가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그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섬망증상이나 이런 것도 동반되면 그때는 그거를 전적으로 환자의 ,
의사라고 판단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게 되고 참여자.( 3)

항상 연명의료 관련해서 뭔가 면담을 할때 환자가 지금 현재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생각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질문을 제가 으로 던져서 그분이 대답하는 거를 들으면 아 open Question
이 사람이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어떤 걸 기대

하고 있구나가 조금 대화를 하면 파악이 되기도 하고 참여자.( 6)



- 76 -

참여자들은 이러한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에게 하는 질문을 통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부 환자의 가족들 중에는 질병의 . 
진행과정이나 예후에 대한 질문보다 육안으로 경험되는 환자의 상태만 질문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이런 가족의 질문을 통하여 의료진이 제공
하는 정보를 환자나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판단하기도 하였다.

일시적으로 부풀어서 흰자가 뽀글뽀글 하게 보이는 건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
소변 색깔 좀 탁해진다는 뭐 그런 것들 저희가 이미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 .
진짜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집중을 ,
못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참여자.( 4)

특히 참여자들은 환자나 가족과 면담을 시작할 때 그들이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면담의 진행 ,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 참여자들은 면담 초기 환자나 보호자. 
가 가진 정보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현재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
었다.

일단은 현재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지금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여쭤 .
보구요 참여자.( 3)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보호자한테 환자 상태에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 open
을 제일 많은 편이고 이거를 개방형질문을 안하고 폐쇄형 질문을 하면question

은 진짜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주치의가 하기가 어렵

고 참여자.( 5)

참여자들은 가족면담과정에서 가족들의 이해정도와 생각 바램이 어떠한 것, 
인지를 파악하여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반대로 가족의 생각을 이해하게 ,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자만 더 힘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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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치료를 그냥 이어가 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환자

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우리가 좀 보호자를 설득하는 경

우도 있고요 참여자.( 1)

한번은 그래서 좀 진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가족을 면담을 한 적이 있거

든 근데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서 사람들이 ..
왜 계속 정말 연명의료에 해당한다고 막 의료진들이 얘기 하는데도 안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하고 홈벤트하고 년 년에 데리고 하면 중환자실 tracheo ... 1 2 ...CPR
갔다 오고 막 유산 문제가 있나 막 다른 생각했는데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
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자기 직업들도 다 내려놓고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서모

두가 함께하는 보면서 이거는 그 연명의료결정 그게 쓰면 안 되겠구나 참여자... ..(
6)

이제 아마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 캐릭터가 그런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시

고 이전에 얘기를 하신적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시도를 시켜보시는 있었던 것 같

고 뭐 참여자…( 7)

라 숙고할 시간 제공. 

환자와 가족이 의학적 정보와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게 된 이
후에는 연명의료결정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 
환자의 상태가 악화 되었을 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 혹은 유보할 것인지 아, 
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치료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
느 정도 생각할 시간을 제공받고 있었다 환자와 가족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 
간은 통상적으로 외래 진료에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제안을 받았을 경우 다
음 번 외래 진료 시까지였고 입원환자의 경우 보통 결정을 권유 받고 난 후 , 
일 이내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될 3 . 
가능성이 높을 때는 연명의료결정을 권유 받은 당일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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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처음 얘기 꺼냈을 때도 .
좀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하세요 아니면 환자가 저는 그런 거 생각 없.
어서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다음 진료 상..
황까지는 외래 베이스라면 생각할 여지들은 줄 수도 있는 거죠 참여자.( 6)

그날 내리는 건 많이 없고 만약에 환자 상태가 정말 장기적으로 안 좋아서 이,
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가족분들이면 그냥 그날에 안 하시겠다 얘

기를 하시지만 아니면 결국 다른 가족들이랑 상의하고 연락하는데 오래 걸리지…
는 않으시고 하루 이틀 많으면 일정도 참여자? 3 ?( 10)

근데 보통은 저희가 시간 이내에 보통 결정을 왜 시간이냐면 반나절이에3 , . 3
요 오전에 설명했으면 한점심 정도 참여자. ?( 4)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일 이내의 짧은 기한을 한정하고 있으3
나 만약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예후가 단기간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환자
에게 가족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환자는 원해서 쓴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뭔가 시간두고 작성을 원하면 본인 뜻

은 작성을 원해도 이번엔 작성하지 않고 가족 간에 뭔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
보시고 작성을 해보시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을 시키려고는 최대한 ’ .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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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제약4.4 

참여자들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생애말기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진 개인의 
태도와 제도적 문화적 이슈의 차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 . A 
기관의 의료진인 참여자가 경험하는 생애 말기 의사결정과정의 어려움에 관
한 범주와 하위범주 주요내용은 표 과 같다, < 6> .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의료행위에서의 제약 결과에 초점을 둔

일방향적 의사소통
정보전달이 목적이 되는 상담

서식처럼 동의서를 받는 형태로 상담DNR 
이 진행됨

결정 이후 돌봄계획의 부재

주기적인 재확인절차는 없음

예후나 기대여명을 제공하지 않음

상황을 피하고 싶어 독려하는 연명의료CPR
결정

의사가 주도하는 결정 형태의 연명의료결정제안 판단Top-down

간호사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이행항목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주지 않음

의료진이 제안하고 환자와 가족이 수용하는 편
존엄한 죽음의 인식부족 환자의 치료이후 삶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질병중심교육을 받는 의료진

계속< >

표 6 참여자가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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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참여자가 느끼는
제도적 제약

부족한 숙고시간 치료결과에 대한 과한 긍정으로 인한 늦은 
연명의료결정 노출

부족한 숙고의 시간 끝에 이루어지는 결정

전원을 가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함
소통이 어려운 환경 연명의료결정을 설명하기 촉박한 외래시간

평균 외래진료시간은 분 내외5
갈등상황에서 최소한의 
개입

환자 가족간 갈등에서는 병식과 예후에 대-
한 인식이 달라 생김

가족간 갈등 해소를 위한 면담시 사회자의 
역할을 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역할의 한계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
하기도 함

위원회가 갈등의 해결을 할 수 없어 전원을 
가게 됨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

의료진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법적 부담
을 느낌

계획서를 의사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생각함

의무기록을 상세하게 남김
참여자가 느끼는
문화적 제약

환자만큼 가족을 의식
하는 의료진

의향서보다 계획서 가족진술을 선호함. 

가족이 환자의 결정에 철회 번복을 하고 의/
료진이 이것을 수용함

환자 혼자가 아닌 
가족이 주도하는 결정

환자만큼 주요한 주체

환자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 결정과
정에 많은 의견을 제시

환자 가족 간에 이야기하기를 껄끄러워함-

사망할 때까지 병식이 없는 환자들
병을 이해하는데 
소극적인 환자와 가족

환자나 가족이 스스로 의사에게 결정권을 넘김

이해하고 결정한 내용인지에 대한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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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의 제약1. 

가 결과에 초점을 둔 일방향적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과정은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적 내용과 연명의료 결
정과정의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참여자들 역시 현재 연명의료. 
의 결정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으
로 경험하고 있었다 타의료기관의 전원을 위하여 서식작성을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연명의료결정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이 되는데 참여자들은 , 
환자나 가족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절차 없이 연명의료계획과 결정을 , 
수립하는 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이미 제가 본 경우들은 뭔가 .
교수님이 답을 정해 놓으셨고 그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설명하면서 약간 설득하

는 방향으로 보통 이뤄지는 것 같아서 참여자.( 10)

음 뭐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거를 주치의 선생님들도 되게 두려워한다고 해야…
할까 이거는 그냥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과정에 약간 생략된다 라는 느낌도 .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계획은 호스피스를 가기 위한 . … ,
필수조건이니까 써야된다 라는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의 진짜 

의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나 

과정이 사실 많이 생략됐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참여자.( 7)

특히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이 듣게 되는 의료진의 설명에 대한 한계에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진이 얘기하는 거 이해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우30% .
리가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의료진이 얘기한 것과 예후와 치료방향에 ?
대해서 보호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해해도 정도밖에 우리를 잘 이해하지 10-30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갭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참여자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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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하여 기존의 서식작성과 동일DNR
하게 인식하고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식의 설명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하
였다. 

연명의료결정을 한다고 우리가 환자 치료 안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 안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compression
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서식이랑 연명의료결정이랑은 다르. DNR
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연명의료결정이 그냥 만 안한다는 식. compression
으로 둔갑을 해서 보호자들한테 설명이 되는 그런 것들이 괴리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환자분의 진짜 의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나 과정이 사실 많이 생략됐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참여자 . ( 7)

참여자들은 일부 의료진들이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이나 해당 결정을 이루고 
난 이후 환자에게 더 이상의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고 하였다 특히 병동에서 연명의료계획을 세운 환자의 경우 결정 이후에 환. 
자에게 발생하는 의학적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추가적 처치나 검사를 제
공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너 이 사람 연명계획서 써놨다고 밤새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치료 안하면 엄청 블레임 할 때가 있거든요 얘기하는게 그거예요 병동에, . .
서 노티 할 때 환자 연명의료계획 세운 사람인데요 선생님 환자 인‘ ’, ‘ full-DNR
데요 참여자’.( 4)

이미 연명의료상태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나면 환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참여자.( 9)

참여자들은 환자나 가족과 연명의료결정을 하고 난 이후 결정내용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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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지에 대하여 재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연명의료결정 자체가 . 
환자와 가족에게 어렵고 예민한 결정내용인 만큼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지양하고 있었다.

이미 결정을 해놓으신 상황에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다시 확인 

하기가 일단 한번 숙제를 해 놓고 치웠는데 다시 끌어내서 한 얘기 왜 또 하세.
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참여자.( 3)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의료진에 의하여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조
절하는 의학적 정보도 존재함을 이야기 하였다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이 필. 
요한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의료진의 설명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면서 결정 
이후의 예후나 기대여명을 궁금해 했는데 참여자들은 이를 가능한 제공하지 , 
않으려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미루었을 때 예후나 기대여명의 설. , 
명이 환자의 소망을 꺾어 치료거부로 발현되거나 보존적 치료로의 전환을 어
렵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딱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반 정도가 개월을 넘게 삽니다 처럼 돌려14
서 하는 표현에 대해서 책자나 이런걸 통해서 저도 조금 돌려서 얘기하고 하는

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예후를 얘기하는게 치료시작시점에는 좀 어렵게 하. … ,
는 것 같아요 자살하는 환자들도 있고 아예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고 왜. .
냐면 치료 안 해도 개월 사는데 치료해도 년밖에 못 사는 구나 사실 개월이 6 1 . 6
굉장히 큰데 그 개월이 크다고 생각 안하는 거에요 참여자6 . ( 1)

일단 그런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순간 보통의 경우 환자들이 달력을 넘기면서 

오늘로부터 일이 그럼 맨날 달력을 매일 같이 넘기면서 이제 내일이면 나는 30
죽는구나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거는 이상까지도 살 수 있는데 하루하루를 계속 .
죽을 날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자.( 3)

대신 이후 환자에게 예측되는 신체적 상황에 대하여 환자의 가족에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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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야기하여 결정 이후의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아 이제 삼주 못 넘기십니다 라고는 못 해

드리고 대략적으로 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돼서 따로 

말씀은 드려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수립하지 못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심폐
소생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가 적극적 치료를 통하. 
여 소생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많
은 피로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무관심이 꼭 나쁜 거 아니지만 저는 은 꼭 막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중CPR . (
략 이거라도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린다는 내지는 급성기 치료라서 이거는 해봐)
야겠다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부관참시라는 느낌이 있어서 참여자 . ( 5)

때문에 참여자는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을 설명하고 무의미한 치료를 실시하게 될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용없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자체가 의사한테 있어서 큰 부담이 

거예요 그런거 다 왜 불필요하게 이 환자한테 이거를 하나 이 환자한테 필요한 . .
거를 하는 걸 해야지 결국에 돌이킬 수없는 지경의 환자를 환자가 혹시라도 원,
치 않는 걸 수있고 참여자.( 2)

나 의사가 주도하는 결정.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학
적 판단은 대체적으로 전문의가 하고 있었다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의 제안도 . 
전문의의 이러한 의학적 판단 이후 이루어져 전공의가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 
연명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환자를 지켜. 
보면서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느끼더라도 결정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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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영역으로 여겨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보통 시니어 간호사 아니면 교수들한테 말도 안 걸죠 대부분의 .   treatment-
은 교수들이 하죠 레지던트들이 아직 따라오긴 좀 그렇고 년차나 되decision . . 3

어야 얘기가 되고 교수따라 다른데 이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묻지 않. .
는 이상 대부분은 교수의 에 따르죠 참여자 decision .( 1)

그냥 너무 말기환자시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연명의료 중단 하는게  ( )
맞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주치의 교수님은 아직 좀 갈 길이 남았다 라고 생각.
을 하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겠다고 해서 전공의 선생님도 사실 저랑 .
같은 입장이긴 했는데 교수님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자고 하셔서 못 받

았던 적도 있고 해서 참여자 .( 10)

사실 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게 아직까지는 약간 좀 젊은 교수님들은 그래,
도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아직도 좀 올드한 교수님들은 

가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그런 얘기하는게 자존심 상해하세요 아니라는 거nurse .
를 머리로 알고 설득을 하고 싶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 …
그냥 오더링 하는거죠 답답해요 참여자 . .( 9)

특히 병동의 간호사는 입원환자를 가장 자주 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대
면하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짧지만 빈번한 간호사와의 대면은 환자 가족과 라포를 형성하게 되어 . , 
그들이 진료나 회진 중에 의사로부터 들었던 의학적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보다 편하게 질문하거나 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터놓
는 가장 가까운 의료인이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 역할을 할 뿐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써 환자의 의사결정과정의 지지자로써 . 
역할을 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결정을 위한 상담과정에 개입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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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의사결정 그런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우리가 뭐 옹호자가 되야 되고 설명자가 

되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서류 .
준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사실 제가 일하면서 따로 가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길 하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연명의료 이런 것도 제가 먼저 물어보거나 뭐 그런 적도 없는 것 같고,
요 그냥 가족들이 상의하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통 되는 것 같아요. .
참여자( 10)

연명의료결정에서의 의사의 주도는 연명의료결정을 진행하는 세부과정에서
도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를 작성하는 과정. , 
에서 담당의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 , , , , 
생명유지술 수혈 등의 항목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 혹은 유보를 할 것인지에 ,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환자나 가족에게 해당 내용, 
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행항목은 치료적 내용으로써 환자를 치료. 
하는 의료진이 결정할 부분이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본인이 이해하고 동의를 한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혈액투석을 안하고 뭐를 안 ,
할거고 뭐를 안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 하지 않고요 오히려 .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보호자들한테 받는 경우에 항목에 대해서 설명,
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쇼핑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신이 . … .
혈액투석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경향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가족들이 갑자기 .
물건 모아놓고 은 사지 않는게 좋겠어 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된 거  CPR , ECMO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땅땅땅 찍어 .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되고 참여자. ( 5)

전적으로 의료진한테 결정을 하게 한다던지 근데 이행서를 의료진에게 결정 .
맡기시는 걸로 바뀌긴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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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빼고 이거 이거 안하면 되겠지 약간 그런 게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미 하고 있고 뭐 아니면 환자분 .
더 힘들게 하시기 싫으시면 중간에 멈추실 수도 있다 이런 선택권도 좀 드리고 

싶어요 참여자 .( 9)

이러한 급박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달리 환자가 아닌 담당하는 의사가 연명의료결정과정을 주도하는 느
낌을 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은 치료계획에 대하여 의사가 제시. 
한 내용을 수용하고 또 설득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답하였는데 가령 의사가 , ,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환자나 가족은 이를 받아들
이고 서식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반대로 환자와 가족이 무의미한 . 
상태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선
호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
되기도 하였다. 

보통은 설명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받아들이죠 항암제 종류를 결.
정하 듯 보통은 도 의료진 결정에 따르고요 참여자, POLST .( 1)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연명의료제도를 그냥 어. 80 ,
렴풋하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작성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그런거하기 싫.
다라고 명확하게 사전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중략 내려와서 억( )
지로 그냥 설득을 했어요 보호자들 보호자들도 원체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이러.
니까 어머님도 별로 이런거 하고 싶어하시지 않았다 하는데 아니다 살 수 있다,
어머니 할수 있다 내가 살려보겠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고 갔다가 결국 안돼, .
서 사망하시는 것도 봤고 참여자( 8)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인터뷰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나름 좀 생각을 해봤는

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치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 ?
는 것 같아요 사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환자 사전에 의사가 어쨌든 상관없이 .
어쨌거나 의사가 환자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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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 의사결정과정이 끌려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서 차이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부서를 가던 환자 .
특성과 상관없이는 아직까지는 그런 면들이 많은 것같아요 참여자.( 9)

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부족. 

참여자들은 일부 의료진의 경우 환자의 삶의 가치관에 부합한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치료 이후 환자가 겪게 될 미래의 일들에 대. 
하여 환자와 상의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질환의 호전을 위하여 환자를 치료
하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 환자보다 질병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느끼고 있
었다.

사실은 의료진도 뭔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환자의 본인의 치료하는 , ,
그이후의 삶도 환자는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쉽게 생각…
하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어려운거겠지만 참여자 . .( 8)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중심적인 의료진의 태도는 
의학교육 시스템의 문제에 원인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의사의 경우 . 
의과대학을 진학 이후 전공의 교육까지 질병에 대한 학문에 중심을 둔 교육
을 받아왔기 때문에 환자와 대면할 때 환자의 상황이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 , 
환자에게 처한 질환의 상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육자체가 아마 환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질병 중심의 교육시스템 트레이닝 시,
스템 레지던트들도 똑같으니까요 이 과 와서 공부하고 가고 트레이닝 하고 트? .
레이닝 하고 가고 하니까 연속성 상에서 환자를 사람으로 보기 보다는 질병 자.
체로 보는 트레이닝 시스템의 문제인거 같아요 참여자 .( 1)

의료기관의 문화 자체가 질병회복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연명의료결정과 같
이 생애 말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역시 인식의 제약으로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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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게 뭐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도 하는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
누군가가 사실 닥터들한테도 레지던트들한테도 입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무.
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제일 어려운 수술 잘 하.
는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자꾸 이런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거 같

아요 참여자 . ( 5)

의료진이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2. 

가 충분하지 못한 숙고의 시간. 

참여자들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치료예후에 대한 
소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외. 
과의 경우 수술을 통하여 증상 및 진단의 호전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의료진의 판단은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의 노출을 늦게 하. 
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확실히 외과는 수술하고 나온 환자들이 많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
자 컨디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나오다 보니까 사실 외과.
는 약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주치의들이 환자를 포기를 못하세요 그래서 약간 .
의사결정이 만약 연명의료중단이 결정이 된다 이러면 진짜 정말 죽음이 임박한 ,
환자들이 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냥 후루룩 사망하는 참여자 …( 9)

왜냐면 좋아진다 좋아진다 수술하면 좋아질거다 병동에서 요번 항암만 하면 , , ,
수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오거든요 도놓지도 않은 상태에. surgeon
서 본인도 이 고비만 넘기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한테 되려 되묻거든요 아닌 .. .
거 같다고 이미 다장기부전이 와서 어떤 치료도 반응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저..
희가 오히려 한테 이야기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참여자surgeon ( 2)

이렇게 늦은 연명의료중단의 노출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한 상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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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하다보니 참여자들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곧 환자가 심정. 
지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을 가족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사실은 사실은 부족하죠 제가 아까 시간이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한테 분 , . 3 30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장 해야 되는 경우 참여자. .( 4)

전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간 급박해서 보통 연.
명의료를 설명하고 이제 심폐소생술 날것 같은 상황에서 받아서 그런 상황에서

도 이제 설명을 곧 심정지 날거고 이렇게 약간 급작스럽게 설명하다 보니까 가

족들도 그냥 그 상황이 무섭고 약간 갑작스러워서 그냥 빨리 결정을 하시려고 …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참여자 . .( 10)

특히 참여자들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환자에게 완화의료가 적용되어야 
하는 시점일 때 연명의료결정을 독려하고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으로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입원기간이 지나고 난 , 
이후에는 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환자를 전원 시2 , 
키고 있다 특히 암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치료전환시점에 호스. 
피스전문기관으로 전원을 의뢰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원기관에서 ,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요청하게 된다 때문에 일부 .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용이 되지 않은 시, 
점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전원을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있
었다.

결국에는 어디든 병원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서식을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하기 싫어도 왜냐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 .
해서 의사결정 하는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외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
해요 최대한 안하려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버린 느낌이 최근에는 좀 들어. …
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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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저는 좀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필수

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잃어버리신 게 아

닌가 라는 생각도 요즘 들어 가끔 드는 생각이거든요 정말 미국처럼 이제 처음.
부터 다 얘기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정말 유언장 쓰듯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연명의료계획 할거에요 말거에요 그래서 안할거에요 하면 설득? ?
만 하고 있고 이런 방향이 정말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는게 환자분의 선택일 수,
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를 설득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

으니까 이제 결국 교수님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원치 않아 하신다 그렇게 닫힌 ..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선택이 아니네 웃… ? (
음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쌓이면서 기계적이게 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 …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선택은 아닌가보다 호스피스를 가기 위한 절. .
차인가보다 그런 생각 참여자…( 7)

나 소통이 어려운 진료환경. 

참여자들은 치료전환과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동안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나 가족과 신뢰를 쌓
아 두었던 진료과의 전문의를 통하여 노출하는 것이 가장 수용하기 쉬운 형
태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을 위하여 협진을 의뢰받거나 전과가 . 
되어 환자와 가족을 대면하게 된 참여자들은 환자들이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
사들로부터 회복 불가능한 상태와 연명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치료전환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런 부분에 운을 띄우는데 있어서 교수님들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게 이제 연

명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르면 오전 회진 때 보호자 불러서 이제 좀 이런 생각

을좀 해 봐야 된다 딱 하면은 제가 그날 오후에 가서 서류를 받는다든지 하는 .
식으로 하는게 가장 스무스한 방법인 거 같아요 참여자 .( 5)

앞으로 본인은 항암치료 못하니까 여기 가십시오 하고 이제 그 얘기는 하시지

만 항암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해 주시는 교수님 좀 있긴 하는데 너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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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죠 참여자.( 3)

환자가 치료전환과 연명의료를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 만난 의료진에
게 듣게 되면 환자는 연명의료결정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먼저 갖게 되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은 환자의 진료과에
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외래 진료나 회진 시간이 분주하게 진행되기 때  
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일단은 그 시간 자체가 외래는 너무 짧으니까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설명하…
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 8)

그 안에서 디테일이라든지 환자에 관련된 치료옵션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한 것까지는 처음부터 설명은 하기는 어려운 진료 환경일거 같아요 참여자.. .( 6)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환자와 가족을 처음 만나게 된 의료진들
은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난감함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 
이렇게 부족한 연명의료결정의 노출은 짧은 진료시간으로부터 기인된다고 답
하였다 특히 환자가 입원경험이 없이 외래에서 전문의와 면담을 하고 치료를 . 
받는 상황에서는 치료상황과 환자의 상태변화에 집중되어 진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 
다. 

한시간에 보통 명 정도 보는데 명 이상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분에 20 , 30 .10
명 보는 거에요 분에 명 보면 한 명당 분을 보는거에요 그런 얘4-5 . 10 4-5 1-2 .

기를 할 수가 없죠 도저히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거에 대한 인식 필요. . ,
성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걸 잘 모르고 가는게 사실 현재 문제점이죠 참여자.( 1)

너무 바쁘시니까요 그런 설명을 꺼내는 거 자체가 환자를 뭐 계속봐야 하는. .
데 그 얘기를 꺼내고 대화를 하면 이미 분 넘어가니까 웃음 분 진료 밖에 5 .( ) 2-3
안 되는데 그 설명을 하기가 부담스러우시겠죠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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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상황에서의 최소한의 개입.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 
경험에 따라 갈등 상황의 형태는 환자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의료- , , 
진 간의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의 경우 환자와 가족이 각기 가진 병식이 서로 -
다르고 치료 예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다 환자의 경, . 
우 자신의 현재 진단 상황에 대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가족에 경, 
우 환자에 대한 죄책감과 회복가능성에 대한 희망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반
하는 선호를 제시하고 있었다. 

부정이나 약간 분노라든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연명의,
료계획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에 환자분,
은 환자분대로 임종하시고 보호자분은 보호자분대로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 .
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참여자.( 4)

환자분은 동의를 하셨는데 보호자분은 동의를 못하시는 경우들은 꽤 있었던 

것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은 나 이제 다 살았으. ‘
니까 그런거 무리해서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지만 자녀분들은 내가 어떻게 엄’ ‘
마를 포기해 이러면서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 .
데 그건 또 거꾸로 자녀분들이 마찬가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되게 .

지만 본인의 삶을 다 이제 본인의 계획대로 다 컨트롤을 하고 싶case by case
은 성향이 있다보니 연명의료에 대한 것도 좀 미리 결정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녀분들은 나는 연명의료 안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어. ‘ ’
머님은 원치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결정이 어그러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좀 …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가족 간의 갈등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의사결정
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환자의 가족들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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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환자에 대한 병식이나 이해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돈 내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고 이미 병치레를 하면서 자기는 

병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나 오랜만에 부모님은 

가 안 되는거 에요 자식을 앞세우는게 참여자agree . .( 2)

보호자들이 반복하는 경우는 주결정권자가 마음이 바뀐 경우 여기서 주결정권.
자는 병원비를 내는 사람 잘 나가는 둘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로 이제 ,
그런 결정 내리는 가족이 환자 옆에 계속 붙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생

계를 책임지고 있든가 그러다 보니 환자한테 오는 횟수는 적고 결정권은 있고.
옆에서 딸내미들은 갑자기 포기하자는 소리 하니까 오빠들이 있어서 갑자기 으

름장을 놓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참여자.( 5)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참여자들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면담
을 소집하거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면담을 하고 있었다. 

보호자들끼리도 이 결정이 안될 때도 있고 가능한 좀 힘든 사람들을 decision .
여러 번 면담을 하기도 하는데 참여자.( 1)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가족들이 다 만나야 돼적어도 첫 

미팅 때는 다 만나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 방 안에 가둬 놓고 자기. .
들끼리 하고 의사는 나중에 올게라고 얘기하거든요 설명 다 하고요discussion . .
두 가지 결정해 달라고 해요 참여자.( 2)

가족들 사이에 조금 불일치가 있고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경우 전공의 통

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학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사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갈등상황. 
에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냥 자주 못 오는 보호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사진 보여주고 상태를 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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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초대를 시키는 것까지는 하지만 당신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순간 .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밖에서 경제활동하고 병원비 부담.
하고 등등 할 노릇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DNR
운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자.( 5)

직접적으로 저는 약간 개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하는 거.
는 그냥 사실 저희가 결정할거는 아니고 교수님들이 보통 결정하시고 참여자( 10)

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한계. 

참여자들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의학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갈등은 대체적으로 환자와 가족 간의 의견차이나 환자의 의. 
사를 대변하는 의료진과 가족간의의견차이 가족 간의 의견차이가 주를 이루, 
고 있었지만 갈등의 해소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가족이 환. 
자의 결정에 반하여 환자와 가족 간에 갈등을 겪거나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 , 
대신하여 환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료진과 가족 간 갈등에서는 해결이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하여 많은 피로. 
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갈등상황이 초래하였을 때 환자 편, , 
에서 가족과 대립하여야 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과정과 임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항
에 대하여 환자나 가족 의료진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거나 상담할 수 ,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속한 의료기관 . 
역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이었으나 환자와의 갈등
을 해소하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
었다. 

어 곤란한 패밀리 이슈 같은 경우에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중재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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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기승전 주치의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안 될 때는 손을 뻗을 .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뻗을 수 있는 데가 병동 파트장 선생님 정도 

인거 같아서 파트장샘도 뭐 어떤 가 덜어지면서 게 아니라 신경 쓰는 게 하. duty
나 더 생기는 거니까 참여자.( 5)

이게 직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
요 뭔가 다른 의료적인 윤리적인 상황을 우리 병원에서 뭔가 사례로 올라왔을 .
때그 외의 예외적인 상황을 특별하게 막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참여자. ( 8)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적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번복
된 채로 적극적인 치료를 지속하다가 사망하거나 타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가
게 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냥 기본입장은 유지하고 환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면담

과정에 있진 않아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그 뜻을 굽히

지는 않으셔서 전원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여자.( 10)

그래도 갈등이 해결이 안되면 그 때는 의료윤리조정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냐고 중재를 한적도 있는데 결론은 전원 갔어요 요양병원으로 전원갔어요 참여. .(
자2)

마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의료기관에 있는 법무팀에 관련 법률 조언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법률적 .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중단여부부터 환자의 회복 불
가능한 상태에 대한 기준까지 다양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은 그 . 
결과가 환자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결정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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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저 같아도 그럴 것 .
같은데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너무 중요한 결정 그리고 이걸 했을 때안했을 때 ,
너무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법무팀에 많이 의뢰를 하는 거 같아요 제.
도이기도 하니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참여자 .( 8)

특히 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 이후 환자의 가족이 제기하는 번복과 철회
에 대한 갈등 과정이 발생에 대하여 우려가 있어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답하였다. 

결국에는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민감해지죠 아까 얘기한. ,
주장한 그건 요양 병원에 가기 위해서 종용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을 입증할 방법

도 없고 반박할 부분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읍소 하면은 받아들여 일관된 주장을 한순간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
높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모든 연명 면담을 녹취. .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참여자 .( 5)

따라서 많은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계획과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최
선의 이익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진료보다는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염두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약간 법적 분쟁을 되게 두려워하고 환자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뭔가를 적극적

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 피해나갈 수 있는 참여자...( 9)

참여자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 참여자들은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작성. 
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한 예로 들고 있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환, 
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가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지시키
고 논의한 증거로써 남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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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런 서류가 없으므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 나중에 또 이제 올 책임 책임 책임 소재 이것도 안 했을 , ,
때 이거 서류 안 썼는데 왜안 해 주셨어요 하면 할 말을 없거든요 최대한 안전.
망을 만들어 놓는거죠 참여자 .( 3)

이게 이제 병원 의료기관 내에서는 목적과 다르게 뭔가의 상황에 자기들을 보

호하려는 그런 준비 서식 중에 하나가 오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되게 …
많이 들거든요 참여자 .( 8)

일부 진료과의 경우 연명의료결정과정에 대한 상황을 의무기록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었으며 상세한 기술의 이유 중 하나를 소송으로부터 의료진을 보, 
호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저희 과가 데리고 있던 받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경과기록을 어, DNR
마무시하게 써요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래서 소송에 당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 .
쿨하게 경과기록 떼가라 그래요 경과기록을 잘 쓰는게 되게 중요한 거같아요. .
참여자( 2)

근데 나빠져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폐렴 이런거 없.
으시고 그냥 항생제 먹는 거 제가 드릴테니까 외래로 한번 오세요 했는데 이틀 

뒤에 다시 와서 인튜베이션 하고 그날 사망하고 그러면은 소송 당하고 그런 일

들이 발생하니까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입원 치료를 유지할 .
것을 권유했다고 경과기록에 써놔서 확인해줘요 참여자 ( 9)

특히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가족의 면담의 경우 면담에 대한 내용을 , 
자세하게 의무기록에 기록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대비, 
하고 있었다.

뭐 중간에 이제 그런 소통이 가족 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추후에 생길 거를 조금 웃음 혹시라도 그런 게 벌어지면 번거로우니까 순..( ) .
전히 저희에 편리함을 위한 거기도 하죠 나중에 일어날 불상사를 대비해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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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보호자도 알아야 돼서 참여자.( 3)

의료진이 경험하는 문화적 제약3. 

가 환자만큼 가족을 의식하는 의료진. 

참여자들이 소속된 의료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료기관
에 내원하는 환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이 가능한 기관이다 해당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환자들은 . 
대체적으로 내과계통 만성질환자가 많았으며 자신이 가진 질환을 동기로 환, 
자가 자의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었다.

과는 뭐 특별하게 어느 과가 많다 이런 건 아닌데 종양내과에서도 말기가 아,
닌데 갑작스럽게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들이 먼저 설명을 하고 이 의

뢰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그냥 입원한 김에 나 원래 갖고 있던 마.
음이니까 작성하고 싶다 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수술.
을 앞뒀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안좋아서 입원을 했든 뭐 그냥 온 김에 하고 가자

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참여자.( 8)

그러나 의료진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 참. 
여자들이 가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염려는 환자가 미래에 환자가 처
한 의학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얼만큼 각오를 하고 쓴거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정말 중환자실 .
치료를 하는 항목들을 어떤 항목인지 알고 있는지 그걸 정말 이해하고 그게 싫,
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병력을 갖고 있길래 의향서를 작성 하는 건지. .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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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의료진은 가족에게 환자
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기작성내용을 설명하고 가족이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족진술확인서를 다시 받고 있었다. 

어차피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 진술로 하는게 훨2
씬 빠른 거죠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 이렇게 . . AD
받아 놓고 하게 되면은 불안한거죠 물론 이제 참여자. .( 4)

또한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이를 철회 및 번복을 하거나 환자의 결정과 다르게 적극적인 
치료를 요청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이런 경우 매우 난감함을 , 
표현하고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가 가족의 의사보다 중시될 .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진들은 환자의 가족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 대체적으로 환자의 가족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하였다. 

문제라는 건 본인이 썼는데 가족들이 어 나는 모른다 그냥 다해라 이렇게 되‘ ’
면 의료진이 그 시기에 법에서 보호받을 수있다해도 그걸 진행하는 걸 되게 어

려워해서 연명의료여도 환자 뜻과 다르게 진행 됐다가 빵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들을 많이 봐서 참여자 .( 8)

일단 번복하고 나면 따로 더 설득은 안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설득은 더 안하.
고 또 다시 그런 위중한 상태가 되면 그 때 다시 얘기를 한번 하거나 하고 참여.(
자10)

나 환자 혼자가 아닌 가족이 주도하는 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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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자의 결정을 알 수 없을 경우 가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기존의 의사를 알 수 없고 의식이 없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
우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환자의 가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한 결정권자로 
인지되고 있다.

거의 다 보호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미 어 중략 환자는 이미 의식도 없고 . … …( )
다 아니면 되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설명은 직계보호자sedation .
한테 휘몰아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참여자들은 환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의사결정을 시작하기 이전 보호자를 먼저 만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분이랑 먼저 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contact .
지만 웃음 결과로 봤을 때는 보호자분이랑 말씀을 나누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
요 참여자.( 8)

환자보다 가족을 먼저 만나는 이유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환자보다 가족이 
환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환자가 들어야 할 의학적 정보를 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였다 특히 연로함 등을 이유로 환자에게 정확한 상태에 . 
대한 설명을 가족이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들은 환자의 의사만큼 가
족의 의견과 생각에 큰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게 사실은 뭐 환자 위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은 계속 

가족들에 의해서 결정된 게 많고 여전히 환자보다는 가족들이 목소리가 크고 환

자한테는 질병관련 정보들이 다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연

명의료결정을 했어도 또 그게 또 가족들에 의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질병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환자는 어떻게 인식

하고 있고 그들이 그걸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정말 다 오픈 하고 있는지 100%
그리고 가족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하고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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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환자 가족의 동의, 
를 함께 득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환자와 상의하여 담당의사가 작성하. 
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에도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계획서 작성 이전부터 참여자들은 환자의 의사와 함께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이 환자의 의견보다 가
족의 의견이 주를 이룸을 지적하고 있었다 많은 의료진은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과정을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기 요청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
를 넘어 환자보다 가족의 의사가 우선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특히 고령. 
의 환자이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수록 환자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
기보다 가족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환자의 의견보다 가족
의 의견이 더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보통 환자분들이 의사결정 하더라도 말기로 약간 가족들이랑 환자분들도 다 

같이 결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약간 환자도 약간 자기 개인이 오로지 생각해서 .
결정하기보다는 약간 가족들이랑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서 그런 것들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10)

쓰지 않았는데 이제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치료 그만하고 나는 그ICU
냥 병동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고 의사결정을 충분히 밝혔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작성되는 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죠 중. .
환자실 계시는 분들 자체가 근력도 떨어지고 작성할 능력도 안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 기저로 섬망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거라고 판단하

기 때문에 존중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100% .( 9)

특히 이렇게 가족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결, 
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참여자들은 우려를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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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게 환자가 결정한 건데 그 상황에서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이 뭐 화내고 하면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참여자( 8)

시도는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세 많으신 ,
분들일 경우에는 뭐 참여자… … ( 7)

참여자들은 가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을 환자에게 어떻게 노
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일부 가. 
족들은 환자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가 가족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자신을 포기하고 싶
어한다는 오해를 가지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 
의료진을 통하여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제안 받고 의료진과 환자가 논의해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보호자분도 요즘 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가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오해가 생길 거를 조금 걱정하셔서 인지 의료진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은 있는데 참여..(
자7)

환자의 경우 자신의 질병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
의 신체가 회복이 어려움을 직감적으로 느끼기도 하였으나 가족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게 될까봐 언급을 꺼려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도 연명의료결. 
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자가 절망하게 될까봐 환자의 상태가 악
화된 순간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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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실제로 환자랑 얘기하면 내 몸이 힘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도 있고 내가 그걸 가족들하고 얘기하는게 가족들이 오히려 더 힘들까 환자도 ,
언급하지 않는 우리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서로 ... mutual pretense.. ..
서로 걱정하느라고 결국 코끼리 들어있는 그거죠 뭐 방안에 있는 코끼리 참.. .. (
여자 6)

특히 가족들은 연명의료결정을 상의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
도 있었다 가족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 
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미리 생각하고 염두하여 보자는 의료진의 제안을 환
자와 죽음을 논하라는 것으로 여겨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좀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연명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이게 안 좋았을 때 

얘기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고요 아직은 그런 거 우리가 왜 상의.
해야 되냐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자 ( 3)

때문에 병식이 없는 환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나 바램을 정리하지 못
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가 . 
말기 혹은 임종기라는 사실을 알고 삶의 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가 내
재되어 있었다. 

밝히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는 치료 안 받을까봐 그런 얘기를 .
하니까 근데 더이상 치료할거 없는 분들에게는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완화치료도 . .
한다 그런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여자 . .( 1)

어떤 이전에 어떤 안좋았던 경험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연명의료를 결정

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거 같은 거 그리?
고 환자한테 그런 거 얘기 해서 환자가 더상처 받고 막힘들어 할 거라는 대부분 

이제 뭐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죠 참여자 .( 6)

어제 본 환자도 만 세 할아버지였는데 자기 아직 나이가 젊은데 치료 못 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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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떡하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도 삶의 애착이 되게 많고요 그. .
리고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죽을 날은 상당히 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
문에 대부분 본인의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참여자.( 3)

이렇게 환자와 가족은 연명의료결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바로 앞에 임박한 
죽음으로 인식하고 드러내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다 병을 이해하는데 소극적인 환자와 가족.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이 전달하는 의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며 연명의료결정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들은 한편으로 환자와 가족이 내리는 결정이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 상태에 사실 어디까지 설명을 들으셨는지가 사실 웃음 좀 궁금하죠 이( ) .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안한다.
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고 결정을 하신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은 해요.
참여자( 9)

이러한 의구심 한편에는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요 내가 무슨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
사실 무지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좋은 병원이랑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 다.
니는 것 자체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뭘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의사의 주도에 따라 연명의료결정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문제로 보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의사결정과정을 의사가 주도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환자나 가족이 의사를 믿고 따르는 문화로 말미암아 이해가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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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한테 그런 거를 넘기거나 그런 병원들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여서 교

수님은 믿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미루는거 같아요 참여자.( 10)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에게 연명의료결정을 맡기는 태도가 환자
와 가족이 가진 정보의 양과 의료진과 가진 정보의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심. 
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사가 제
시하는 의견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답하였다.

보호자랑 환자가 직접 원래 생각하시던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신념대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정보를 얻기가 충분하지가 않고 그런거를 만…
나는걸 부족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병원 뿐만이 아니라 병원 구조 자체가 그런 말은 너무 좋고 하는게 저도 A …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보호자나 환자들이 의료 지식이 사실 접할 기회

가 사실 없으시고 그래서 잘 모르고 또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거에서 이

제 의료진들한테 약간 뭐라 하죠 위축된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게 있고 참? ? (
여자10)

보통은 많이 질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레지던트들한테는 . . .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진 않았고 사실 충분한 시간을 .
갖고 설명을 못하고 있어서 참여자.( 1)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독A 
려하고 의료진 간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진은 .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나 선호를 판단하고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등 환자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자 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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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가 결정과정을 주도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 연명의
료결정과정에 왜곡이 나타났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거. 
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인 제약이나 가족중심적인 문화적 제약이 
나타났다.



- 108 -

제 장 고찰5

연구의 제한점 5.1 

본 연구는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하나의 이념인 함께하는 의사결정
의 요소를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정립하고 일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의료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여 생애 말기 의사결정과정의 특
징과 제약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께하는 의사. 
결정의 관점에서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한국의 생애 말기 
의사결정과정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장애요인과 제언에 앞서 연구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심층면접의 참여자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반을 갖추고 , 
있는 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만으로 구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직 국내 . 
의료기관의 현황 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존재하고,6) 단일의 
료기관의 의료인의 경험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한. 
국의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보다는 임상현장에서 발
생가능한 제약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와 문화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의
사결정과정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위하여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다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률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이다 기준100%, 50.6%, 1.5%, 4.3% (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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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제약을 파악하는데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 
하여 환자의 가족의 특징과 제약이 간접적으로 파악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 
그러나 생애말기 마지막 치료와 돌봄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삶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의 의학적 의사결정이며 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이 
결정주체라 할지라도 의료진의 도움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다. 
특히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중심결정으로써 의료진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
와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의 경험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느끼는 . 
경험이 의료인과 차이를 보이는 바 서민정 이후 연구에서는 의료인 ( , 2015), 
이외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경험을 확인하는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적용을 위한 ,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로써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일부 맥락을 차
용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외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 
생애말기 의사결정 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 
사회문화적 인식과 제도적 제반이 발전된 이후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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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의사결정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장애요인5.2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일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제약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과 에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를 에 기술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4.3 4.4 . 4.1

론적 요소와 비교하면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구성요소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 및 제약
참여자간 
파트너십 
형성

환자 의사의 동등한 관계- 참여자간 
파트너십의 
부재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독
려하나 의사가 결정과정
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음환자의 능동적인 참여 필요

정보의 교류

현재 의학적 내용의 제공

일방향적 
정보제공

의학적 정보의 제공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의학적 
사실 제공

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

치료옵션 및 옵션의 장단점 제공
의료진 간 내용공유
의사결정지원도구의 활용 환자와 가족의 이해도

를 질문과정에서 판단환자의 의사결정능력파악
환자의 선호도 및 가치관 파악

정보전달이나 서식 작성
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환자의 생각 도출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확인

충분한 숙고

반복적인 수렴과정

부족한 
숙고의 시간

입원환자의 숙고시간은 
약 일 내외로 제공3충분한 시간의 제공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
숙고의 시간이 부족하
다고 느낌

의사결정참여자의 확대
숙고 과정 중 전문가의 개입

의사결정

상호 합의된 결정과 존중

가족에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

환자만큼 가족을 의식
하는 의료진충분한 정보의 이해를 통한 결정 환자 혼자가 아닌 가족
이 주도하는 결정결정내용에 대한 공유
결정이후의 돌봄계획 
부재이후 치료계획의 수립

재검토와 
확인

결정 이후 재검토 과정
재검토와 
확인의 부재

가족의 임종선호방식을 
확인함주기적인 리뷰

악화시점의 재확인

표 7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와 연명의료결정과정 현황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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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적 요소와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7> A 
결정 현황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함께. 
하는 의사결정을 생애말기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기하고자 한다, . 

의료진 측면 1. 

가 참여자간 파트너십의 부재와 일방향적 정보제공의 문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와 의사로 대표되는 참여자 간의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온정. 
적 간섭주의 의사결정이나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다르게 환자 의사관계-
에 대하여 보다 집중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조에서도 말기환자등은 담당. 10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주체
가 환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과정을 살펴. A 
보면 의사결정의 과정을 의사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의료기관의 . A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주치의의 판단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진이 제, 
안하고 이를 환자와 가족은 수용하고 있음을 언급한 연구결과를 볼 때 환자-
의사와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정보의 교류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치료옵션과 옵션별 장
단점을 알려주어 환자가 충분한 정보 속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로 환자는 자신의 가진 선호와 가치관 생각 등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 
의료진이 이에 부합하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환류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 
인터뷰 결과에 따른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는 정보가 소통하기 보다는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가 의료진에게 가치관이나 선호를 제기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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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료진이 제공하는 정보 안에서 환자가 의사를 밝혀 연명의료결정을 완
료하는 형태를 볼 때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의 정보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 
하는 일방향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 연구에서 기술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Page(2015) (Informed 
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연명의료결정과정consent) . 

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의사소통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
의의 형태이자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의 수준으로 밖에 볼 수 , “ ‘ ’”
없다. 

환자와 의료진은 서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William et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간의 오해 가 생길 수 있다al. 1984), , ‘ ’ . 
는 환자 의사 관계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Veatch(1972) -

중 환자와 의사 간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자 모델(The contract 
을 가장 적합한 환자 의사 간 모델로 제시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model) -

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환자 의사 간의 관계가 상호 . -
개방적이고 협력적일 경우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의료진
의 의견을 수용하는 환자의 태도와 만족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지(
혜 외 우리나라 의사의 신뢰도는 점 만점의 점으로 평균보다 약, 2009). 5 3.5
간 상향하는 수준인데 박용익 은 그 원인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보고 있, (2006)
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와 대화 가 아닌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 을 . ‘ ’ “ ”
통하는 의사소통 을 이루어야 하며 그 방식의 하나인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 ’ , 
통해 환자 의사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독일의 개 의료기관- . 1
의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임종기 의사결정 여부와 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에서도 임종기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경험 있는 
의료진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서는 긴
밀한 의사소통과 표준화된 문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Graw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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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인식의 부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에서 시행한 설문을 살펴보면 의사들은 환자와 보(2019)
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을 근거로 자신이 함께하
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보면 의료진은 환자와 일방향적 . 
의사소통을 추구한다기보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양방향적 의사소통에 따라 환자와 결정을 함께 .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의료진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실제 본 연구의 심층면접결과에서도 서식과 다를 바 없는 의사결정이 DNR
이루어지는 이유로 참여자들은 환자의 치료이후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
며 환자가 아닌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교육을 받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 
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간호사군의 참여자들은 결정과. 
정에 참여하기보다 의사 환자 가족 간 의사소통의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 ( )
기 때문에 의사군의 참여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일방향적 의사소통과 그 결과, 
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의 의사주도의 관계와 일방. 
향적 의사소통은 의료진의 의지라기보다는 양뱡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
한 교육과 인식의 부재로 발현됨을 알 수 있다.

김용 의 연구에서도 의료진 대상의 교육이 부족하여 의료진은 환자와 (2018)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특히 의과대학의 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이고 주요한 과목으로 의사소통의 기술
을 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재현 의 경우도 환자 의사와의 관. (2007) -
계를 통하여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추구하기에는 현재의 의학교육이 환자
의 선호나 감정보다는 질병의 기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과대학 
교육과정부터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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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들에게 인문사회의학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사: 「
람과 사회중심 을 발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총 개의 파트로 구성된   . 8」
해당 교과과정 중 파트 소통과 협력파트 표 에서는 환자와 관계를 맺는 ‘ 4 < 8>’
법 환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법에 대하여 내용을 , 
제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시를 들어 환자와의 공감대를 강조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현( , 2016). 

Part 제목chapter 최종학습성과

소통과 . Ⅳ
협력

(communicati
on and 

collaboration)

환자의사관계1.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환자 의사 관계를 수립할 -
수 있다.

정보수집 환자 2. , 
관점 이해하기, 
정보공유 및 
공유의사결정

적절한 대화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보, , 
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 합의, 

할 수 있다(agreement) .

상담 대화3.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원칙을 적용하여 동반자
관계 대화를 할 수 있다. 

어려운 환자와의 4.
의사소통

면담이 어려운 환자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직종 간 5.
의사소통

원활한 팀의료를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소통하고 협력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

표 8 의과대학 교육과정 사람과 사회학습성과 중 파트 소통과 협력 ‘ ’ 4 ‘ ’

의학교육은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을 통하여 의대생에게 환자중심적인 환자
의사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의학교육의 초점이 술기중심-
역량강화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선( , 2018).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의학교육에서 환자와 가족을 대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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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배우는 곳은 바로 임상현장이다 유상호 때문에 전공의의 ( , 2020). 
수련 교과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존중, 
윤리 환자안전 사회 전문성 수월성 의사소통 팀워크영역의 역량을 갖추, , , , , , 
도록 수련병원의 지도를 요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의 경우 환자 가족과의 의. , , 
사소통기술 동료 및 보건의료팀과 같은 타종사자간의 의사소통과 질환교육과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
제 호2021-67 ). 

그러나 국내 의학교육 환경의 의사소통교육은 공통역량의 교육과정에 존재
함에도 아직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련과정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하
며 또한 각 기관마다 그 수준이 달라 천편일률적인 역량과 인식을 갖추게 될 ,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선우( , 2017). 

반면의 미국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생이 졸업 시 성취해야하는 가Brown 9
지 역량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첫 번째 요소로 꼽았으며 의과대, Indiana 
학의 경우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지 역량중 하나로 제시하였다9 , 

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역시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Cleveland Minnesota 
의대생이 성취할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영전 임철일 해당대학들의 교육은 지식과 술기뿐만 아니라 의사로써 & , 2011).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를 훈련함으로써 이후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은배의 연구 에서도 하버드 의과대학 의과대학 던디 의과대(2008) , UCLA , 
학 및 함부르크 의과대학의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특징을 기술하였
는데 국내 교육과 가장 큰 특징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지시, 
키고 점차적으로 심화 발전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
기 하였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피드백이 가능한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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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교육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피드백, 
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삼았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교육에서는 심화교육
과정에는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이 포함되어 있다 약 한시간정도로 구‘ ’ . 
성된 해당 교육은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목적 장애요인을 비롯하여 , 
연명의료 논의 구성요소와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 
상황별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환자나 가족과 면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
황 예시에 따라 적정한 의료진의 언어와 태도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명의료결
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의를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 교육포털 그러나 해당 교육과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신규 ). 
설치하거나 기설치된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의료진, 
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대화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의료환경에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부족하고 술기교육만큼 강조되지 않아 그 ,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사소통의 개. 
선을 위하여서는 의학교육과정에서부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률적 측면2. 

가 부족한 숙고의 시간과 재검토 및 확인의 부재 문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어 의학적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선호를 깊이 생각하여 의사결정 참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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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 
자의 경우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일정도의 시간을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지, 3
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이 시간이 환자와 가족이 결정을 내리기에 물리적으
로 부족한 기간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미리 연명의료결. 
정이 노출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을 이, 
야기 하는 것을 봤을 때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숙고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와 가족 간에 발생하는 갈등 역시 병식의 인. 
지와 수용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답하였는데 이 역시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
면 숙고의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수용정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내지
만 환자의 상태가 사망에 임박할 경우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때 환자, , 
와 가족에게 주어진 숙고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결정 이후에 환자에게 결정 내용에 대하여 재검
토를 요청하거나 주기적으로 환자의 결정에 대하여 확인하여 볼 것을 언급하
고 있다 환자가 악화된 시점에는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다시 물어 환자의 의. 
사가 변화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주기적인 재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서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의사결정을 문서화 하는 것보다는 사전돌봄계획의 
과정으로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림 과 같(Lean &Susana, 2014). < 6>
이 말기 및 임종과정에서 행하는 연명의료결정은 그보다 이른 시간부터 실시
되는 사전돌봄계획과정에서의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전. 
돌봄계획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그 치료시기에서부터 
참여자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논의를 이어가며 내용을 공유하고 문서화 한 후 , 
재검토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치는 것에 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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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정에 임종기판단 환자의사확인 이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함께하- -
는 의사결정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충족하기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림 6 연명의료결정과정과 함께하는 의사결정 

나 말기 및 임종기의 결정으로 인한 요식적 행위로의 변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의 요청 
에 따라 작성하거나 임종기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다시 말해 연명의료계획서. 
에 따라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을 수립할 경우 말기 혹은 임종기가 수립의 시, 
점이 된다 말기 및 임종기로 국한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점은 환자의 . 
생애 말기에 대한 의사표현의 시기가 환자의 임종기 판단에 따라 피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김명희( , 2018).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암성질환자가 약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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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가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간의 흐름20% ( , 2020). 
에 따른 신체기능의 양상을 살펴보면 암성질환의 경우 그림 과 같이 신체< 7>
적으로 안정되었다가 갑작스러운 상태악화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가지
고 있다 암환자들의 경우 질병의 말기로 판단되는 시점이 대체적으로 사망 . 
개월 정도로 그 사이 급격한 신체적 기능감소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1-5

이러한 신체상태는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되(Seow, H., et al, 2014). 
기 쉬워 의사결정을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질병의 전개과정  

 출처 : palliative care network of wisconsin

또한 이 시기에는 치료옵션의 제공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연명의료결정. 
법에서 말하는 말기 및 임종기는 회복가능성이 낮고 수개월 혹은 수일 내 사
망이 임박한 신체적 상태에 놓인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 환자에게 제공 될 . 
수 있는 선택가능한 치료옵션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시행하거나 중환자실
에서의 집중치료를 받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말기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판단에 기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개별, 
적인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사들은 생애 말기에 대하. 
여 각기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개월 시한선고를 받은 경우를 생애 , 6
말기로 보는 견해 난치성이나 전이성 재발암의 경우를 생애 말기로 기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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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보이고 있었다(Yun et al. 2011; 
윤영호 이러한 다양한 판단 속에서도 의사는 연명의료의 논의 시점을 , 2014).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
서민정 그러나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문서화 하는 적정( , 2015). 
시기에 대한 질문에 말기라고 답한 종양전문의에 비하여 환자나 가족은 건강
한 시기 혹은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라고 답하였던 것을 볼 때(Keam et al, 

말기 및 임종기 판단 이후 환자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매우 짧2013) 
아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연명의료결정과정은 환자와 가족이 수용해
야하는 결정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의료진 역시 심폐소생술 상황을 만들지 , 
않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을 독려하는 요식적 행위로 변질되고 있다. 

다 환자 의사 확인의 실기. ( )失機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의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
는 시점이 임종기이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임종기에 시작, 
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 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0)
를 통하여 의사확인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환자의 가 의사42.34%
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에게 . 
의사를 확인 받는 대신 담당의사와 전문의 명이 함께 환자의 의사결정능력1
의 소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연명의료중단등결
정을 이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이미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진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과정에서 환자가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존재를 발
견하게 되더라도 환자의사확인을 통한 연명의료결정보다 가족의 진술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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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환. 
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문의 , 
명과 함께 판단하에 연명의료결정과정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1 . 
이러한 방식보다는 환자의 가족에게 기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성하였음을 알리고 가족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증언을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 
을 이어가고 있었다 의료진이 실제 환자가 문서를 통하여 남긴 명확한 법적 .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확인과정을 거치는 수고를 더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 현재 의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
은 과거의 선호로 판단하기 때문이라 답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그의 효력이 발생하
는 시점 사이의 간극은 환자의 의사변화 의료의 발달 주변 환경의 변화를 , ,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보배 김명희 또한 의사( , , 2018).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홍준(
표 비록 홍준표의 주장과는 반대로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사전연명, 2018). A 
의료의향서의 편리성보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결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용,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사확인이 임종기에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확인할 기회를 놓쳐 생기게 된 문제점으로 
제도가 정해놓은 대상환자의 범위가 환자의 기존의 가치관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3. 

가 가족에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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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의사결정에서는 의사결정이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합의된 결정으
로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 
결과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만큼이나 가족을 의식하
고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가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의 합의와 공유. 
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결정과정에서 가족에게 먼저 연명의료결정을 ,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제안하기 . 
전 환자의 가족을 통하여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의료진이 가족에게 . 
확인하는 환자의 정보는 환자의 선호도나 성향 병식 등으로 이후 연명의료결, 
정을 받아드릴 환자의 심리상태를 예측하고 가족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
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조절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병식이 . 
없는 환자의 경우는 해당 면담과정에서 환자가 배제된 채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기도 하는 등 가족이 연명의료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환자의 가족이 환자보다 먼저 연명의료결정과정에 진입하고 의료진이 환자 , 
가족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얻는 과정은 문헌에 제시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특성에 나타나지 않은 인터뷰결과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임상현장에서 가족의 
의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인터뷰 결과에서 살펴보. 
면 환자가 미리 의사표현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부의 경우 가족의 반대로 이
행이 번복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때로는 가족이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한 주체로써 환자의 의사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나 가족중심결정으로 확장. 

이는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보기보단 한국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가족중심A 
결정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이상목 등 의 연구에서도 환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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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의 목소리가 환자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하
였으며 장원경 등 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가족이 환자중심의 결정보다 , (2015)
환자의 가족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등. Tanaka 
의 연구결과 에서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2020)
현상을 통틀어 동양문화권의 특성으로 보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 , 
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의 결과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의학적 사실을 전달받고 
싶어 하는 것에 비하여 가족은 보호자를 통하여 환자에게 진실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입장차이가 잘 드
러나고 있다 권복규 등( , 2010).

한국의 문화상 환자와 가족은 서로 간 대화를 통하여 환자의 사고를 넓히고 
의사결정을 도와가는 숙고적 동의과정 으로 (deliberative process of consent)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 의학적 의사결정이 ,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창출한다 이상목 가족중심의 ( , 2009). 
의사결정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을 참여시키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과 
일부 공통된 맥락을 보였지만 가족의 의견이 환자의 결정을 넘어서는 문제점, 
을 가지는 문화이다 김민영 등 최유남 등 김수현 특히 ( , 2015; , 2018, , 2018).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인이 아닌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사에 대치되는 가족의 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음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박광현 연명의료결( , 2019) 
정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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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생애말기 의사결정과정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적용을 위한 제언 

앞서 연구자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과 연구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생
애말기 의사결정을 비판하였다 에서는 상기 기술한 논의를 등이 . 5.2 Elwyn 
제안한 의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하여 그림 과 같Three talk model(2017) < 8>
은 연명의료결정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환자중심의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참여팀 구성. 

등이 제시한 의 경우 초기모델 의 Elwyn Three talk model(2017) (2012)
을 으로 발전시켜 의사결정참여자들을 하나의 으choice talk team talk team

로 인식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의사결정을 이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그림 8 을 활용한 연명의료결정과정의 개선방안 Three tal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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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국의 의료 문화에 적용하여 보면 환자 의사를 비롯하여 환자의 가족, , 
환자의 담당간호사 전담인력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 

특히 환자의 가족을 환자의 결정 지지자로써 초청하고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은 환자의 가치관을 환자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제 . 
의 환자전문가2 7)로써 그 지위를 가져야한다 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환자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미
리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게시된 것처럼 환. , 
자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의사를 지
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사결정팀 안에서 연명의료결정의 논의를 전개해 . 
나감으로써 환자나 가족이 가지는 부담감을 의사소통의 부담을 덜고 가족이 
환자보다 앞서 결정하는 것을 초기에 견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 생애말기 의사결정제도의 독보적인 특성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전담인력을 팀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의사나 간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
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의 결정을 돕도록 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적 처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의료. 
기관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상담 심의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 , 
격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받은 전문가로써 환자가 연명의료결정과정에, 
서 발생하는 그러나 의료진이 법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갈등, 
과정을 상담하고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경우에 따라 해당 팀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전문가가 진
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환자의 의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혼 . 

7) 등 은 의사를 의료전문가로 환자를 환자 자신의 전문가 로 간주하여 환자 의사 간  Hein (2013) , ‘ ’ -
동등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차용하여 환자의 가족을 환자 다음으로 잘 알. 
고 있는 환자 전문가 로 표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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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촌 이상의 가족 및 친지 친구 등이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이들1 , . 
이 의료진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초대되고 있으나 결정의 권한을 , 
가지고 있지 않아 환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 1
가족의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맞추
어 다양한 환자 전문가가 팀 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 지정에 관한 부분이 .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나 연명의료결정시기 촉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 

에서는 환자가 제시하는 가치관에 따라 의사가 다양한 Three talk model
옵션을 제시하고 각 옵션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제시하는 과정을 option 
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료지talk . 

은 환자에게 다양한 의사결정지원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결정에 이르기까, 
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연명. 
의료결정과정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연명의료계획수립을 위한 환자와
의 논의 시기는 지금보다 앞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옵션 중에 환자와 의료진이  
환자의 선호에 맞는 선택을 해나가기 보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주도 하에 결
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헌과 인터뷰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환자의 의. 
사결정과정을 의료진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늦은 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제안할 타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 환, 
자의 상태와 의학적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으로 말미암은 정보의 불균형 때
문이다 특히 이 두 가지 문제 중 연명의료결정의 논의 시기는 법의 취지인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미 기술하
였다 따라서 말기 및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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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료의 옵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전 치료시점에 환자와 의료진이 논
의를 하여 치료 옵션의 하나로써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종기에 ,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행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로의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의사
결정지원도구의 개발과 활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뷰 결과에 . 
따르면 의료진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나 의료기관에서 제작한 팜플릿 등의 시각 자료를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A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현재 환자의 의학적 상황과 예후를 설명하. 
기에는 부족하다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하여 . 
소개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와 달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 
있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 예를 들자면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의학적 , , 
정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의사결정지원도구가 다
양하게 개발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 의사소통을 위한 의료인 인식과 교육의 개선. 

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Three talk model decision 
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에서는 환자가 초기의 선호talk . decision talk

에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정보와 논의를 통하여 정보에 (initial preferences)
입각한 선호 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명의료결정(informed preference) . 
과정에서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양적 질적 개선, 
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장점은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 
너무 당연하게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질
병중심의 의료교육이나 권위적인 의료문화로 인하여 후순위로 밀려나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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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화가 조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의 사. 
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소통교육 및 훈련이 수행
되어야 한다 특히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개선을 위하여 (Hawley et al. 2017).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논의의 과정이 타 의료행위와 견주어 볼 
때 미진한 행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인정하며 환자중심치료의 기반이 된다고 ,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 의료진의 준비와 인식 부족 인센티브의 취약 등이 문, , 
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연명의료(Spatz et al. 2017). 
결정논의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명의료계획서 수립시만 지급하는 일회
성 수가를 반복적 논의 과정이나 점진적인 결정과정을 기준으로 다회성으로 
늘리는 등의 보상을 통하여 환자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료진의 참
여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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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본 연구는 국내 생애말기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을 위하여 통합적 문헌고찰
을 통해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찾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
해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제약을 확인하여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찾고 이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 , 
의료진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자 간의 동등한 관계로써 파트너십을 형성하
고 참여자가 가진 정보를 서로 교류하며 반복적이고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 , 
통하여 이해와 합의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후 결정과정에서 주기적인 재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일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진들은 환자와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었으며 그 과
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정보와 시간을 제공하고 환자의 신체적 심리, 
적 환경적 특징을 파악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방향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주도의 결정 등 의료행
위에서의 제약이 있었으며 숙고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갈등상황의 해결이 어, 
려운 제도적 제약과 가족이 주도된 결정 등의 문화적 제약이 나타나고 있었, 
다 연구자는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현재 연명의료결정과정의 특징과 제약이 . 
고려된 생애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적용을 위하여 의료진 교육 및 인식개
선을 통해 양방향적 의사소통과 동등한 환자 의사관계를 설정하고 사전돌봄- , 
계획에 입각한 연명의료결정의 노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한국문화를 반영, 
한 의사결정참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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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 의료기관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경험
을 통하여 생애 말기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과 제약을 파악하였다는 점
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되었던 기존의 연구와 . 
다르게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와 의료조직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하여 
탐색한 첫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 
국내 적용 모델을 개발이 주로였던 기존의 연구에서 발전하여 이론적 내용에 
대하여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이를 실천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였다
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통해 생애 말기를 맞이하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임종기 돌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험적 초석이 될 연
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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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t end-of-life

-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of shared decision making -

                                                                 Choi, Ji yeon

                                             Dept. of Medical Law and Ethic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LSTD Act), Korea has been realizing a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reflects patients' preferences and intentions. The LSTD Act is for dying 

patients and identifies their intention to avail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s intention may be expressed as confirming the contents of the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written by the doctor 

and advanced directive (AD), previously written by the patient. If the doctor 

is unable to confirm the patient's intention due to a lack of decision-making 

ability, the doctor receives a statement from two or more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about their willingness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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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does not mention anything about his/her life, the doctor may 

seek consent from all family members and suspend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fore, the LSTD Act method can be categorized 

into patients and familie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decision. In 

addition, the law prioritizes checking the patient's intention by presenting the 

method of verification sequentiall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LSTD Act, implemented three years ago, it was much more often according 

to the family's decision rather than the patient's intention. The LSTD Act is 

designed to prot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decisions 

continue to be made by families instead of patients.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recent theory of end-of-life decision-making and shared 

decision-making (SDM). This study determines theoretical fac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end-of-life decision-making, which is represented by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reflects them in clinical sites, identifies 

problems, and offers strategies to improve them.

   This study can be performed in two ways. Through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f13 published studies, we found elements of SDM. A 

qualitative  descriptivestudy was also conducted to confirm the experience of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Qualitative descriptive research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en medical staff members from 

a medical institution with experience in the LSTD system.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riv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lso two-fold: There are five elements of 

SDM found in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1) SDM should for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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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between participants. Patient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have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2) Information must be exchanged in SDM.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doctors provide medical information to patients. 

The doctor must inform the patient of the medical facts deemed necessary 

for the patient, including the patient's current condition and the expected 

outcome. The doctors should also provid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reatment options and options applicable to the patient's condition. 

Doctors should determine the patient's decision-making ability and 

understand and utilize patient-decision-aid to make it easier for the patient 

to understand. Contrarily, the patient should draw up his/her own ideas and 

communicate with the doctor.

   The patient's though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his/her 

preferences, values, and desired attitudes to life after making decisions. A 

doctor should draw out the patient's thoughts so that the patient can narrate 

his/her story. In addition, based on the feedback received to the patient, the 

patient should be informed of the applicable options and the predicted 

results. (3) SDM goes through due consideration. Patients and physicians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 time to undergo repeated converg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ddition, decision-making participants can be 

expanded depending on the patient's request or circumstances.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s aimed at giving time to patients, but experts must be 

constantly involved. (4) SDM shall be made by the patient and the doctor. 

Decision-making should follow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In 

addition, all decision-making participants must share their decisio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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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should formulate a treatment plan after making a decision. (5) SDM 

requires periodic review and confirmation. After deciding, the doctor shall 

have the patient review the details of the decision. Doctors also need to 

periodically ask the patient's intentions and recheck when the condition 

worsens.

   Qualitative studies have show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ocess of a single medical institution and problems 

arising from this. Medical institutions have made efforts to make decisions 

together with medical staff, patients, and families dur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ocess. The doctor shares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mental state or preference for deathbed with other medical staff. They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by engaging patients and sharing patient’s 

condition with their families. The medical staff of A Medical Center provided 

medical information to the patient and confirmed the patient's information 

through medical records and family members. During the interview, the 

doctor identified the anx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and the family 

and gave them about three days to decide. The characteristics of pursuing 

the best choice were revealed. Howe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cited 

problems with decision-making methods that distorted the nature of the 

patient-centered nature, as well as general and cultural restrictions in the 

course of legal processes. However, medical staff at A Medical Center 

communicated with a focus on outcomes rather than decisions. The 

decision-making process tended to be led by the patient's doctor and lacked 

awareness of end of life. The medical team believed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for deliberation given to the patient and talked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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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in which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to talk in advance. The 

medical team also said that intervention was not possible in the conflict, an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could not resolve the conflict. 

Therefore, the medical staff were trying to secure their own safety nets in 

the case of legal disputes. The medical staff were as conscious of the family, 

as they were of the pati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medical staff 

responded tha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process was led 

by the family, not by the patient alone. He also said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ere passive in understanding the disease. 

   Studies show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heoretical elements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the statu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t medical institution.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presents obstacle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nd of life in terms of medical personnel, 

legal, and socio-cultural aspects. Medical staff had problems with not having 

partnerships with patients and one-way communication. This is caused by a 

lack of education about communication, and medical education needs to be 

improved to improve awarenes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method is a problem in which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re made at the end of the year and at the end of life, and it is 

difficult for pati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Since the patient is terminally 

ill, he/she lacks time for deliberation and cannot be reviewed. The law shall 

be amended to ensure tha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re made 

sooner, as the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made at the 

end of life is likely to turn into formal acts. Finall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process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family.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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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racteristic of family-centered decisions in Eastern cultures and needs to 

limit and define the role of familie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move toward 

decision-making with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ocess. A 

decision-making team can be formed to reflect the family-centered culture of 

Korea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law. This is an 

evolution of the theory in which familie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request of patients. The decision-making team can make 

decisions together from the beginning, involving patients, family members, 

nurses in charge of patients, and dedicated personnel of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In addition, patients should be given a wider 

range of treatment options by expos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re before 

making terminal judgments. Finally, medical staff must be trained 

appropriately for mutual communication.


Key words : medical decision-making, shared decision making, end-of-life, 

life-sustaining treatment, integrative review, qualita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