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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무의미함의 윤리적 판단기준의 숙고와 실천적 함의

조은진* · 김상희**1)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국문초록】현재 우리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이 발전했으나 의료진과 환

자/대리인 간의 생명 결정권에 관해 갈등으로 보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대리인 간의 생명 

연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좁혀지지 못한 채 이에 대한 서로의 정당화를 위해서 의학적 무의미함의 개

념을 종종 사용한다. 의학적 무의미함이란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환자의 의학적 상태

를 개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의학적으로 제안된 치료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학적 무의미함은 각자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 판단하는 점이 달라 윤리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

는 실정이다.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치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점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 사이에 종종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

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서의 첨예한 대립을 고수하기보다는 의학적 무의미함이 의료진과 환자/

대리인 사이에서 의사 결정을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정의, 쟁점에 대해 알아본 후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료 현장에서 실천적인 접근을 위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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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은 1980년대 생명

윤리학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정

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1) 의학적 무의미함

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효과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고 

판명 났거나 소생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일 

때 언급된다. 무의미(futility)는 종종 심폐소생술을 주

제로 논의가 많았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 비

용 증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지

속적인 식물상태로 의학 기술에 의존하는 환자를 보호

하는 것과 관련된다.2) 여러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는 

의학적 무의미함과 관련된 어려운 점은 이 용어에 대

한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며 의료인에게는 대략적인 정

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학적 무의미함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1990년에 처

음으로 내과 의사인 Lawrence Schneiderman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소개하였다.3) 그 이후

로 Futility와 Futile 용어의 사용이 급상승했으며 1995

년에 Schneiderman이 제시한 정의로 Medical futility

라는 용어 및 개념으로 Pubmed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도 주제어로 흔히 쓰이고 있다.4)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치료에 대한 보류나 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결정을 정

당화시켜주는 양적인 정의5)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

을 정도의 상황과 같은 가치적 접근에서 판단하는 질

적인 정의가 모두 논의되고 있다.6) 이는 의학적 무의

미함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정의를 합의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용어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합의의 결여로 인해 의료계가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7) 

질병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혹은 치료

에 대해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과 관련된 의료진과 

환자와의 숙고에서 항상 마주치는 장벽은 환자의 개인

적인 혹은 주변의 상황에 의해 관련된 의학적 무의미

함이 주된 고려사항이다. 또한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의학적 결정은 인위적으로 수명 연장을 

위한 치료법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회생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느

끼는 것과는 달리 법은 환자의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

해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

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

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8) 현행법에서 정한 말기와 임종기의 정의가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모호하여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

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을 제시하였다.9) 이처럼 

말기와 임종기에 대해 판단은 의료진의 판단기준과 의

1) Voultsos P, Tsompanian A, Tsaroucha AK., "The medical futility experience of nursing professionals in Greece”, BMC nursing, 

Vol.11, 2021, pp.1-13.

2) Aghabarari M, Dehghan Nayeri N., “Futile care: Challenges of applying futility concept in caring domain”, Hayat Journal, Vol.21. 

2015, pp.1-5.

3) Schneiderman LJ, Jecker NS, Jonsen AR., “Medical futility: its meaning and ethical implicati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112, 1990, pp.949-954.

4) Insa Gómez FJ, Requena Meana P. ,“Is Medical Futility an Ethical or Clinical Concept?”,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Vol. 17. 2017, pp.261-273.

5) Clark A., “A Model for Ethical Decision Making in Cases of Patient Futility”, Clinical nurse specialist, Vol.24, 2010, pp.189-190.

6) Jacobs BB, Taylor C., “Medical futility in the natural attitude”, Adv Nurs Sci, Vol.28, 2005, pp.288-305.

7) Aghabarary M, Dehghan Nayeri N., “Medical futility and its challenges: a review study”, J Med Ethics Hist Med. Vol. 6, 2016, 

pp.11-20.

8) Heo DS., “Symposium: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 Medical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Vol.75, 2008, pp.S689-S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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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회생가능성을 예측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나 이 또한 100%의 

확률로 환자의 생사를 예측할 수는 없기에 의료진과 

환자와 보호자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명백한 기준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이기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들

은 개인의 신념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

원과 환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더 숙련된 의학적 

접근과 간호를 요구한다.10) 종종 임상에서는 개인적인 

신념 혹은 가치관으로 인해 의료진, 환자, 환자의 가족

들은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며 갈

등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11) 여전히 

복잡한 의료 상황 속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윤

리적인 기준이 없어 의료진은 의료 절차를 안내할 때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학적인 상황을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협의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이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합의가 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임상에서

의 급격한 변화와 회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구체적인 임상상황에서 어떤 치료 수단이 의학

적 무의미함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고,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

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간단하지 않은 일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 상황과 현실적인 문

제점 등으로 인해 이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얻기 위해 

모든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현재까지의 개념을 알아

보고 임상에서 혼재된 의학적 무의미함을 판별하는 기

준과 치료 중단에 따른 윤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학적 무의미함의 개념

먼저 의학적 무의미함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이전에 Futility는 ‘새는, 구멍이 난’의 뜻을 지닌 라

틴어인‘Futilis’에서 기원하였다12). Schneiderman은 

1990년 의학적 무의미함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 불

가능한 행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

으로 타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하였다.13) 이에 가장 많

이 언급되며 임상 실무에서 유용하게 접근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양적-질적 무의미함, 

생리적 무의미함, 사회적 무의미함으로 구분된다. 

양적-질적 무의미함(Quantitatively–Qualitatively 

futility)은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개연성에 바탕을 

두고 의학적 무의미함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적 무의

미함은 확률은 1% 이상인지를 보는 측면이 강하고 질

적 무의미함은 집중 치료로부터 독립성을 회복할 기회

를 보는 측면이 강하다.14) 무의미의 양적인 의미는 병

태생리학적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 이미 환자에게 실

패했거나 치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포함

9) 이상민, 김수정 외,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대한의사협회지』 61권 8호, 2018, 

509-521면.

10) Terra SM, Powell SK., Is a determination of medical futility ethical?, LWW, 2012, pp.103-106.

11) Aghabarary M, Nayeri ND., “Nurses' Perceptions of Futile Care: A Qualitative Study”, Holist Nurs Pract, Vol.30, 2016, pp.25-32.

12) 백유승. "연명치료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3) Schneider-man LJ, Jecker NS, Jonsen AR., “Medical futility: its meaning and ethical implicati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112, 1990, pp.949-954.

14) Aghabarary M, Dehghan Nayeri N., “Medical futility and its challenges: a review study”, J Med Ethics Hist Med. Vol. 6, 2016,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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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객관적 정보와 의료진의 임상 전문지식은 이러

한 상황에서 무의미를 정의하는 기초가 된다. 의료윤

리학자들은 의료진에게는 양적인 의미에서 무의미한 

중재를 제공할 윤리적 의무가 없으며 만일 환자가 요

청했을 경우라도 그러한 무의미한 중재를 제공하지 않

을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15) 

무의미에 대한 질적인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될 수 있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공가

능성이 아주 적은 상황, 가치 있는 치료 목표가 성취되

기 어려우며, 환자의 삶의 질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필요

한 자원에 비해 예측되는 이익이 없는 상황이다.16) 생

리적 무의미함(Physiologically futility)은 양적-질적 무

의미함에 대한 비판과 여론,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였

으며 좀 더 제한적이고 가치중립적 무의미함의 의미를 

두고자 하였고 원하는 생리학적 효과가 달성되지 않으

면 치료는 생리적으로 무의미함을 뜻한다. 이는 환자

와 보호자에게 치료 목적을 정하고 이때 의료진의 역

할로는 그 치료가 환자와 보호자가 의도한 결과를 만

들어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17) 사회적 무의미함

(Social futility)은 의사보다는 지역 사회에 속하며 의

학의 목적과 의학적 실천의 한계를 정의하는 책임을 

사회에 맡긴다. 부족한 자원, 사회적 합의의 결여, 실

용성에 대한 병원 정책 및 따라야 할 법적 절차를 수립

하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18) 이러한 관점을 고

려한 Schneiderman의 의학적 무의미함은 가능성이 전

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 추론과 의료진의 경험

에 따라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앞으로 초래할 수 

없는 결과를 추구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와 관련되어 의료진이 생각하는 의학적 무의미함

에 대한 정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

일의 중환자실과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간

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

고 인식했을 때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 부담

에 비례하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의학적 

무의미함을 연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네덜란드

의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의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인

식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정신 상태, 운동 상태, 치료에 

대한 의존성, 통증, 고통, 다감각 장애발생에 관해서 생

명 연장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간주하였다.20) 캐나다의 

중환자실 의료진의 의학적 무의미함 정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덜 독립된 상태로 회복

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비해 희망없이 많은 의료 자원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간호사가 인지하는 

무의미한 간호에 대한 연구에서는 쓸모없고 비효율적

인 간호로 자원을 낭비하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고통으로 정의하였다.22) 이와 같이, 의료계에서는 질

15) Insa Gómez FJ, Requena Meana P. “Is Medical Futility an Ethical or Clinical Concept?”,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Vol. 17, 2017, pp.261-273.

16) Burkhardt MA, Nathaniel AK., Ethics & issues in contemporary nursing, Fourth edition, Australia: Cengage Learning, 2014.

17) 각주 13과 동일. 

18) Spielman B, Community futility policies: the illusion of consensus?, Medical futil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168-178.

19) Jox RJ, Schaider A, Marckmann G, Borasio GD., “Medical futility at the end of life: the perspectives of intensive care and 

palliative care clinicians”,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38, 2012, pp.540-550.  

20) Moratti S., “Non-treatment decisions on grounds of medical futility and quality of life: Interviews with fourteen Dutch 

Neonatologists.”, Issues L & Med, Vol.26, 2010.

21) Sibbald R, Downar J, Hawryluck L., “Perceptions of “futile care” among caregivers in intensive care units”, Cmaj, Vol.177, 2007, 

pp.1201-1208.

22) Yekefallah L, Ashktorab T, Manoochehri H., “Nurses’ experiences of futile care at intensive care units: a phenomenological 

study”,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Vol.7, 2015,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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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진행되어 생사를 결정하는 특정 순간에 도달하면 

이를 위한 치료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에 공통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순간에 대한 의료진 사이에서도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

한 서로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며 이를 설명하는 데 있

어 환자와 보호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합

의를 위한 도출이 필요하다. 

2. 의학적 무의미함과 관련된 쟁점

미국의 벨몬트 보고서는‘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인

간 대상 연구의 원칙으로 제시하였고,23) Beauchmap

와 Childress는 이것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자

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라는 네 가지 원칙으로 정

리하였다.24) 이 4가지 원칙과 의학적 무의미함과 관련

된 쟁점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성은 의료행위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한다. 자기 결

정권은 환자 자신이 의식이 있으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환자 요청에 따라 현재 치료에 대해 중

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

학적 무의미함은 환자 자신이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성

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의

료진은 책임 있는 의료를 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

료적 처치에 대해 선택할 권한과 역할이 있다.25) 임상

에서 의료진은 전문직의 기준에 따라 환자 치료의 위

험과 이득을 생각하여 환자에게 행하는 치료가 부적절

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자신이 종교적 신념, 가치관 따라 

선택한 어떤 것이든 환자 본인에게 가치가 있다면 의

료진의 판단을 환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의료

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세

히 설명해야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진의 충분한 

정보를 들은 후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지니고 있어 환

자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선행의 원칙 및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의 

이로움을 최대화하고 환자에게 초래되는 부담을 최소

화하여 해로움을 예방하여 환자의 선(good)을 지키고

자 하는 의무를 뜻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해를 가하거

나, 사망하지 않도록 악행 금지의 원칙 포함한다.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어떤 치료의 무의미함의 결정 중 그 

치료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 및 

악행 금지의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해로움이 없으며 

최선의 이익을 가져 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

자와 보호자는 그들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치료가 

오히려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라고 판단한다면 거절할 

수 있기에 상충한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적절

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마땅히 받는 것이다. 이 측

면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은 의료 자원에 대해서 공정하

고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살펴봐야 하며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진은 정의의 원칙에 따

라 의료적 자원을 도덕적 근거에 따라 배분하고 편파

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의료를 행해야 하지만 유한한 

의료 자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분배에 대해 환자와 보

호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기준이 무엇

인지, 원하는 치료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원칙으로 보았을 시 의학적 무의미함은 

의료진과 환자에게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

다. 

23) Beauchamp TL., “The belmont report”, ed. by Ezekiel J. Emanuel, Christine G.,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149-155.

24)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5) 각주 1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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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무의미함과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은 ‘자연사법’ 혹은 ‘존엄사

법’의 형태로 1976년 미국에서 합법화되며 1980년 교

황청에서 인정하였다. 인근 나라인 일본은 1992년, 대

만은 2000년도에 합법화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2008년 김씨할머니 사례로 인해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에 공표되었다. 2008년 김씨 할머니의 세브란

스병원 사례로 대법원은‘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

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 권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를 하

였으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연명치료

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입법 추진

하였다.26) 연명의료결정법 2016년 2월 3일 호스피

스·완화의료와 연명 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

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공포

되며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법 제정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법 제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내의 시각은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대해서‘소극적 안락사’로 오해하는 측면도 있

었다.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정하는 과정

에서 ‘무의미한’이란 단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아 ‘회

생가능성’을 사용하였으며,27) 연명치료를 거절할 권리

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

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관

점에 가까우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조금 더 근

접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의 사

용되는‘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의 의미는 살아날 가능성

이 희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때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지라도 법적으

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28) 즉, 한국과 외국에서의 의

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는 상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의학적 무의미함은 생명의료윤리원칙과 법적 관점

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대비되는 속성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쟁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에는 그 어느 편에 서서 옳다고 주장하

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의학적 무의미함의 판별기준

Cronin는 의학적 무의미함의 판별기준으로 통상적 

치료와 비통상적 치료로 구분하였다29). 우선 통상적 

치료의 기준으로서 일상적인 수단과 쉽고 편리한 수단

을 든다. 반대로 비통상적 수단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는 어떤 불가능성, 과도한 노력 혹은 너무 힘듦, 극심한 

고통, 과도한 비용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

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돈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

다. 통상적 치료와 비통상적 치료를 구분하기 위해 환

자 상태나 조건을 고려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의학적으

로 치료 중심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30) 이러한 요소들은 절

26) KIM MH,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J Korean Med Assoc, 2013, pp.8-19.

27) Heo DS., “Suspension of treatment for a patient whose recovery is uncertain - The position of medical personnel on the final 

judgment in the Boramae Hospital case”,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33, 2004, pp.14-17.

28) 25의 각주와 동일함 

29) Cronin DA. The moral law in regard to the ordinary and extraordinary means of conserving human life. Conserving Human 

Life. . Braintree, MA: National Catholic Bioethics Center;1989.

30) 우재명,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의 윤리”, 『신학과 철학』 제7권. 2005. 111-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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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용되므로 시

간과 공간에 의해서 판단되고 통상적이고 비통상적인

가 하는 것은 의학 발전과 함께 달라지고 있다. 즉, 과

거에 비통상적이었다고 여겨지던 치료법이 의학의 발

달로 현대에서는 통상적인 치료로 여기기도 한다. 따

라서 ‘통상적’ 혹은 ‘비통상적’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혼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에서

는 점차 ‘균형적’ 혹은 ‘불균형적’ 치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치료 수단의 균형적 사용은 모든 의

료적 처치/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적절한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만

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족하

게 사용한다면, 혹은 반대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

법을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윤리적

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

이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 중증도 등에 따라 부족하지

도 과하지도 않게 치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균형적 

사용이라고 한다. 반대로 치료 수단을 부족하거나 과

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균형적 사용이라고 한다.

Caliperi는 의학적 무의미함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

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31) 1단계로는 의료적

/객관적 관점의 적절성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치

료 수단이 의료적/객관적 측면에서 환자의 상태에 적

절한가에 따라 균형적 수단과 불균형적 수단으로 구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현

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수단에 대해 적절히 사

용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수단이 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환자에게 해로운 부작용이 있는가, 

그 수단이 환자의 건강/생명에 위험을 끼치는가, 효과

가 더 좋거나 적어도 동등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 수

단의 사용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가와 같은 요소들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32) 2

단계로는 환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치료 수단

이 환자의 현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가에 따라 통상적 

수단과 예외적 수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

자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같은 치료 수단이라 할

지라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같은 환자

라 해도 환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이에 관한 판단도 달

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수

단을 사용하는데 환자의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가, 견

디기 힘들고 조절하기 어려운 통증을 수반하는가, 환

자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인가, 그 

수단이 환자에게 극심한 공포나 혐오를 유발하는가, 

환자의 건강/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유발하는가,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가, 그 수단을 사용하면 환자가 중시하는 

도덕적 의무를 완수하지 못 하게 하는가와 같은 요소

들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33) 3단계로는 1

단계와 2단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의료적/객

관적 측면의 균형적/불균형적 수단과 환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 통상적/예외적 수단 개념에 따라 나

눌 수 있다. 즉, 균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의료적으로 

적절하고 환자도 수용 가능한 경우), 균형적이고 예외

적인 수단(의료적으로 적절하나 환자는 수용하기 어려

운 경우), 불균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의료적으로 부

적절하나 환자는 수용 가능한 경우), 불균형적이고 예

외적인 수단(의료적으로 부적절하고 환자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앞서 보았듯이, 의학적 무의미함을 

31) Calipari M. “The principle of ethical propriety in the use of means to preserve life: Between Therapeutic Excess and 

Abandonment of the Patient, Precedings of the 14th General Assembly of the pontifical Academy for the Life, Vatican City, 

25-27 February 2008. 

32) 정재우,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가톨릭철학』 21호, 2013, 5-35면.

33) 각주 3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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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보다 의료적/객관적 관점

에 있으며 이는 의료적으로 적절한 균형적 수단은 의

료적 측면에서 환자에게 이익이 있는 것인데, 그중에

서 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외적 수단이 있을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료적으로 부적절한 

불균형적 수단은 무엇이라도 환자에게 의료적으로 무

익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의학적 무

의미함에 해당하면 윤리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은 마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의학적 무의미함을 판단

하는 것은 의료진이 권한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가치 

판단에서 충돌한다면 어떤 치료 수단이 의학적 무의미

함에 해당하는가를 판별하는 일은 간단하지는 않을 것

이다.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사회에서 합의된 윤리

적 정당성에 대한 준거 기준을 마련한다면 마지막 생

애 순간까지도 환자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4. 의학적 무의미함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고려사항

의학적 무의미함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치

료 수단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하여 의무적인 것, 선택

이 가능한 것, 부당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34) 의무적

인 수단은 사용해야 마땅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며 균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선택이 가능한 것은 사용하든 사

용하지 않든 윤리적으로 타당한 경우를 말하며 균형적

으로 예외적인 수단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의료적으

로 적절한 수단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만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

다. 부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만일 

사용한다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불균형적인 수단이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자가 어떤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인위적인 영양공급은 나라마다 관점이 

다르며 미국, 프랑스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분야에 인

위적인 영양공급이 포함되어 있다35). 이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 환자의 경우 고가의 영양제를 주거나 경관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

서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언급

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외하여 무의미한 치료로 보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인위적인 영양공급에 대해

서 기본적인 영양과 수분을 제공하는 돌봄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적인 비용과 환자가 원치 않는 치료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환자를 위한 치료의 행위가 의무적

인 것, 선택이 가능한 것, 부당한 것으로 구분할 경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의료적인 합의 기준에 대해서

도 인지해야 한다. 

Husted & Husted은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윤리적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사 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

여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6). Schneiderman 등은 의사의 임상경험, 혹은 

검증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한 이전의 100명

의 환자에게서 그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

미하다고 보았으나,37) 현재 더욱더 복잡한 의료 현장

에서는 현재 상황에 관한 결정의 적절성, 과도한 해를 

34) Catholic Clinical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Catholic clinical medical ethics guide based on cases, 

Seoul: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atholic Central Medical Center, 2014.

35) 백만기, "인위적 영양공급, 왜, 연명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중앙일보, 2019.02.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72943#home(2022년 6월 24일 접속)

36) Husted GL, Husted JH., Eth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t. Louis, MO: Mosby Year Book;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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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지 않고 목표 달성, 결과는 결정을 내린 환자/대리

인에 의해 예측 가능함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

요하다. 의학적 무익함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은 환자/대리인이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결과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결정을 내리는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기준을 따라 임상에서는 의료적으로 의

학적 무의미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마땅하

지만 환자에게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확인이 필요

하다. 반면에 의료적으로 유익한 치료이기에 해야 하

나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료진

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그에 관한 결정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5.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임상
현장에서의 실천적 접근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

한 윤리적 판단은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에 중요한 역

할을 하기에 이러한 평가는 삶의 연장하느냐, 죽음을 

연장하느냐의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은 명백하다. 

최근 들어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의 문

화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38) 가족의 역할이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해 영향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해 의료진만의 생각보다는 

공정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치료에 대한 실행 가

능한 윤리적인 지침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가족이 지닌 가치관에 대해 고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합의를 내려야 

의료진과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을 초래

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이 노력했는지 살펴보며 환자, 보호자, 의료진

의 의학적 무의미함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 및 윤리 상

담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잘못된 추론, 즉 환자의 애정이나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

미한다는 믿음, 부정과 죄책감, 비현실적 기대에 대해 

윤리 상담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최선의 이

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생명

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주장, 경제적 고려도 살펴봤는지 확인해야 한다. 치료

가 무의미한지를 지속적인 윤리 상담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풀어나갈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료 목표를 이해하며 의학적 무의

미함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면 의료적 무의미

함에 대한 개선된 환자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윤리 상담에 

대한 장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힘든 여건이므로 윤리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무의미함을 결정하기 전에 앞

서 언급한 점을 포함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대리인의 윤리 항목에 관한 점검표가 필요하다. 

의학적 무의미함의 윤리적 점검표의 내용으로는 의학

적 무의미함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치료의 목표를 명확

하게 제시해야 하며, 모든 합리적인 선택사항이 시도

되었는지 평가하며, 의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개입을 위한 지침 및 제

37) 각주 3과 동일

38) 김지경. "공유의사결정의 선행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생명윤리정책연구』 제15권 1호, 2021, 2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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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정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외국과는 다르게 연명의료라는 정

의 자체를 회생가능성에 결부시켜 놓았기 때문에 의학

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단에 대한 법적 관점을 무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의학적 무의미함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에 둘러싸

여 있는 극도의 복잡하고,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상황

에 따라 다르며, 가치가 있고, 목표에 의존하는 것은 분

명하다. 여전히 임상에서는 소정의 치료 또는 중재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보다는 

물리적으로 의료진에게 맡겨져 있으며, 제한적이거나 

혜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중재 지원을 시작

하거나 제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윤

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의료

진-환자 관계의 목표가 유지되고 환자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나 의료

기관 관리자는 사회적 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에서 일하는 의료 전문가에게도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

한 정의와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학적 무의미함에 관한 절차 마련의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이 노력으로 의료기관 조직

이 질 좋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의료진은 긴박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무

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

며 환자와 보호자의 갈등 없이 고유한 의료행위에 참

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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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Ethical Standards for 
Medical Futility

Eunjin Jo* · Sanghee Kim**

39)

Currently, our medical field has developed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to prolong the life of 
patients, but it has limitations that are seen as conflicts for life-determination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surrogate. In this regard, there are differences in views on life extension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surrogate, and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is often used to justify each other 
without narrowing. Medical futility means that medical treatment available to patients will no longer 
improve the patient's medical situation and that medically proposed treatment should not be performed, but 
medical futility is still ethically controversial because it is judged by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It is 
difficult to agree on medical futility in various medical situations, and there is often a serious discrepancy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patients, and patient families about the benefits of continuous treatment to 
patients. However, rather than sticking to a sharp confrontation from their respective positions on medical 
futility, medical futility needs to move toward a strategy that optimizes decision-making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surrogate.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and issues of medical futility up to now are 
discussed, and ethical criteria for medical futility are considered and discussed for a practical approach in the 
med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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