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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nsive care units (ICUs) provide the best possible medical care to help critically ill patients survive acute 

threats to their lives. At the same time, the ICU is also the most common place to die. Thus the ICU clinicians 

should be competent in all aspects for end-of-life (EOL) care. The quality of EOL care in Korean ICUs do not ensure 

ICU patient’s autonomy and dignity at their end-of-life. For examples, several studies present that do-not-resuscitate 

(DNR) orders are only initiated when the patient’s death in imminent. To improve understanding EOL care of termi-

nally ill patients, we summarize ‘Recommendations for EOL care in the ICU by the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 and ‘Consensus guidelines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herapies endorsed by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EOL care will be emerging as a comprehensive area of expertise in Korean ICUs. The ICU clinicians must 

strive to find the barriers for EOL care in the ICU and develop their processes to improve the care of 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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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은 생명을 하는 질

병 는 신 상태로 인하여 생명 상 유지에 필요한 역

학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장기부 에 이르게 된 환자

를 집 찰하고 치료하기 해 마련된 공간이다. 환자의 

한 치료를 하여 환자실은 의학 기술이 집약된 

생명유지 장치와 숙련된 문인력 등 노동, 자본,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환자실 치료를 통

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20% 내지 40%의 환자들은 

생의 마지막을 환자실에서 맞이하게 되며 미국의 경우 

연간 사망자의 약 20%는 환자실에서 운명한다.[1-3] 사망 

1개월  의료기  이용자의 이용양상을 분석한 우리나라

의 조사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4]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5만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들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투병한 환자는 18만여 명, 사망 

1개월 이  7일 이상 환자실을 이용한 환자가 45,239명으

로 이들의 22.2%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두 가지 치료

를 모두 받았다. 질병분류 코드 ICD-10을 기 으로 말기 암

으로 분류되는 코드를 가진 환자의 18.8%는 사망 1개월 내 

환자실 치료를 경험했다.[4] 특히 주목할 결과는 말기 암

환자의 마약진통제 사용률이 62.7%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 에 비해 낮았고, 사망 1개월  항암제 투여율이 27.6%

로 미국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4,5] 이는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를 받던  환자실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들의 생애말기(End-of-Life, 

EOL) 삶의 질과 생애말기 의료의 질이 높았는지 의심할 여

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오늘날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부  상태에 이르러도 

액투석과 장기이식과 같은 발달된 의학기술의 힘으로 상당 

기간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

지만 의학 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까지 생명을 연

장하기 해 집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때로 환

자와 환자의 가족은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환자

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지 못한다.[6] 이는 일정 부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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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료의 과정에 내재된 치료의학 모델(curative treatment 

model)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환자의 치료는 단속 이 

아닌 연속된 과정인데, 어느 특정 시 을 기 으로 완치

(cure)를 목표로 하는 치료와 ‘완화(palliative)’ 내지 ‘돌

(care)’을 목표로 하는 치료방침(care plan)을 확연히 구분하

기 어려운 것이다. 환자의 후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측

할 수 없다는 의학의 본질 인 한계도 있다.[7]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

기 해 마련된 집 치료 공간이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마  지켜주지 못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환자실에서 생애의 말기를 맞이한 말기 는 

임종기 환자의 임종기 돌 (EOL care)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에서는 구체  사례를 통해 국내 지침  ACCM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임종기 돌 의 요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해 련 용어를 정의하

고 법원의 례(사건2009다17417)와 2009년 발표된 한

의사 회의 지침을 검토했다. 

사      례

간질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70  남자 환자가 호흡곤란

이 악화되어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 환자는 간질성 폐질환

의 성악화로 산소성 호흡부 이 발생했다. 환자는 입원 

2일째 환자실로 이송되었고 환자 문의는 첫 번째 가

족면담을 요청했다. 환자 문의는 환자의 자녀들에게 질

병의 후와 특징에 한 정보를 제공하 으며, 기 내 삽

  기계환기 치료에 해 설명했다.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환자 문의는 향후 치료계획과 사 의

료의향에 해 보호자와 환자가 직  상의할 것을 권유했

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계환기 치료를 시작했

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환자는 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되었으며 기계

환기 련폐렴이 발병했다. 그 사이 환자 담의사는 가족

면담을 3일 내지 5일마다 반복했다. 화를 통해 보호자와 

환자의 가치 , 종교 신념, 가족의 특성, 환자의 사 의료의

향, 보호자의 희망 등을 단하고 확인하여 치료목표를 ‘

환자실 생존퇴원-폐렴의 치료와 인공호흡기이탈-감염조 과 

의식확인’의 단계로 하향 수정하 다. 하지만 환자의 신 

상태와 간질성 폐질환은 차 악화되었다. 보호자들은 끝까

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희망을 존 하면서도 

환자의 비가역  상황을 정확하게 달하고자 하 다. 의료

진은 죽음에 한 환자의 평소 태도를 보호자들에게 물었

고 보호자들이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었다. 임종 3일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유지될 수 없어 의학 으로 회복 불

가능하다고 단한 의료진은 두 명 이상의 환자 문의

의 소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마지막 가족면담을 통해 사

별을 비하도록 했고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친

지들이 비교  자유롭게 환자실의 환자를 방문하도록 하

고, 종교인의 방문을 극 추천하 다. 임종 수 시간 

부터 불필요한 역학 감시를 단하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한 채 연명치료장치는 인공호흡기를 남겨두

고 제거했다. 주변의 의식 있는 환자들은 불안해하지 않도

록 일시 으로 진정제를 투여하기로 했다. 미리 보호자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승압제 투여나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기

로 했고, 진통진정제를 유지하면서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 

없이 압 하로 사망하는 경과를 밟았다. 미리 비한 덕

분에 모든 가족이 임종에 참여했고 사망 후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장례식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환자의 임종 수

시간 부터 환자 문의가 직  담당 간호사와 함께 임

종 간호를 모니터하고 리했다. 

 사례에서 환자는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녀들과 함께 극 인 치료의사를 결정하 으며, 극

인 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상태와 기 질환이 호 되

지 못한 채 회복 불가능의 상황에 이르 다. 의료진은 요

한 의사결정 과정마다 가족들을 포함시켰으며, 회복 불가능

한 임종기에 이르러서는 가족과 함께 환자의 가치 과 종

교  신념, 평소 태도 등에 한 화를 통해 환자의 의지

를 추정하 다. 심폐소생술이나 추가 인 승압제를 사용하

지 않고 임종기 돌 에 필요한 약물  환경을 제공하 으

며,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 없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용어의 정의

생애말기(End-of-life, EOL)라 함은 남은 여명이 단지 수 

시간 내지 수 일에 불과할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장기기능부 을 비롯한 병  상태나 만성질환이 악

화되고 있거나 근본 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궁극

으로 멀지 않은 시일에 사망을 상할 수 있을 때라 하겠

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

하고자 한다.[8] NCPC (National Council for Palliative Care)

에서는 생애말기 돌  는 임종기 돌 을 “악화되고 있으

나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능한 

안녕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서는 신체 , 정신신경학 , 사회 ,  지지를 포함하

여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보존  치료와 완화 돌

을 삶의 마지막 단계와 사별의 순간까지 제공하는 것이

라 했다.[9,10] 더불어 생애말기 돌  는 임종기 돌 을 

해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patient’s right to self-determi-

nation)에 근거한 사 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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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료기 의 진료 체계와 차, 의

료기 과 지역사회의 의료자원 배분 정책, 국가의료보장시

스템에 이르는 범 한 비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11]

완화 돌 (palliative care)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

면, 생명을 하는 질병 는 건강 상태로 인한 신체 , 

정신신경학 , 사회 ,  문제를 미리 평가하고 해결하

여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치료하고 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근방식이다. 따라서 완화 

돌 은 임종기 돌 의 한 요소일 수도 있으나 일반 으로 

임종기 돌 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다.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란 말기 환자의 주된 병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게끔 할 수 

있는 치료를 뜻한다. 

법원 례의 의의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과 ‘2009년 김씨 할머니 소송’은 

공통된 쟁 이 있었다. 두 소송 모두 의료 장의 주요한 딜

마 던 ‘치료 단’이라는 윤리  이슈에 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9년 김씨 할머니 소송’을 다룬 법원 결만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보라매병원사건’을 다룬 1심 

법원과 항소심 결, 법원의 항고기각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법계는 ‘치료 단이 법리 , 사회 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가’ 하는 국가와 사법권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12] 하지만 이 재 은 피고의 ‘고의성 여부’, 

‘부작 성 여부’ 등을 가려야 하는 형사소송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 역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 ‘치료 

단’, ‘존엄사’ 등의 핵심 이슈를 공론화하고 더 부각시키

는데 실패하 다. ‘보라매병원사건’의 법원 결[13] 후 

‘의료 실을 무시한 결’이라는 성토나 비 의 수 을 넘

어서 법리  윤리  이론을 발 시켜 사회에 알려야 했으

나 일부 의료인들을 제외한 의료계 부분이 결 뒤로 숨

어버린 것은 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의료계는 물론 수많은 환자들과 사

회가 ‘인간 존엄성의 훼손’, ‘제한된 의료자원의 할당 는 

낭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2009년 김씨 할머니 소송’에 한 법원의 결은

[14] 그 동안 의료계와 국가가 하지 못했던 의학 으로 회

복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 환자의 자율 의지에 반하는 연명

의료  연명의료의 지에 해 법  단의 기 을 마련

해주었다는 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례를 살펴보면 문

가 집단으로서 의료계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고 의료진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미약한 법  보호’, ‘불분명한 법  

근거’를 탓할 것만은 아니다. 아울러 의료 장에서 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존엄

성’과 ‘자율성’을 증진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 다행히 같은 

해 한의사 회에서 ‘연명치료 지에 한 지침’을 제시

했고,[15] 지난 2013년 5월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련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계와 사회가 연명의료와 련

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법원의 결(사건2009

다17417)과 한의사 회- 한의학회- 한병원 회에서 발표

한 ‘연명치료 지에 한 지침(2009년 10월 13일)’을 간략

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결에서는 

“… 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 하

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단이 허용될 수 있다. 환

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 을 경우에 비

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단에 

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 의료지시’라 한다)에는 …

( 략)… 환자의 의사가 바 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 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생략)… 비로소 사 의료지시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하여 연명의료 단의 가능성을 허용했다. 다만 제조

건은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로 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 의료지시서의 요

건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킴과 동시

에 연명치료 단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서 

“환자의 사 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

성이 없으므로…( 략)... 환자의 평소 가치 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단하는 것이 객 으로 환자의 최선

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단을 선

택하 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단

에 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 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

은 객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여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의사 추정’이 가능하다는 

을 인정했다. 이것은 세계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단할 수 있는 일반  요건을 제시

한 것이다.[16] 한 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 는지 여부

에 하여는 자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원회 등의 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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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gorithm for the decision process of do-not-resuscitate (DNR) 

order and/or the withdrawing of mechanical ventilation in 

terminally Ill Patients. LST: life-sustaining therapies. Adap-

tated from ‘Koh et al.[19]’.

Fig. 2. Algorithm for the decision pro-

cess of withholding (WH) and/ 

or withdrawing (WD) of a life- 

sustaining therapy (LST) in ter-

minally Ill Patients. Adapted 

from ‘Koh et al.[19]’.

고 시하여 연명치료를 단하는 것이 반드시 소송을 통

해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 한 단을 해 (병

원윤리) 원회를 자문기구로 제시했다.[16] 

같은 해 10월 한의사 회와 한의학회, 한병원 회

가 공동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  있는 삶을 

하여 연명치료를 용하거나 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

에게 행 의 범 와 기 을 제시’ 하고자 ‘연명치료 지에 

한 지침’을 발표하 다. 이 지침에서는 연명치료 지 결

정의 원칙과 함께 연명치료의 상, 종류, 차(Fig. 1) 그리

고 이견조정 차(Fig. 2)와 병원윤리 원회에 해 설명했

다. 이 지침에서도 역시 ‘연명치료에 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회복 가능성에 한 의학  단을 기 로 

할 것을 명시했다. 

국내 지침과 의료인의 역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의료 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지 

요청(do-not-resuscitate order, DNR order), 연명의료의 유보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등 연명의료에 한 의

사결정이 한의사 회 지침[15], 법원 례의 권고사항에

[14]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 않다. 2011

년 85명의 환자실 근무 의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32.1% (26명)는 ‘지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단지 11.8% (10명)만이 ‘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았고 실제로 참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17] 같은 연

구에서 지침을 환자실에서 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연명

치료 지 후 의사에게 법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장치

가 없다’(30.3%)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조사에서

는 설문에 응한 의료인의 50%가 연명치료 지에 한 법

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18] 하지만 법조항 내용이 우리 의

료 실과 동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제화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의 가족들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19] 오히려 의료인들이 재까지 합의된 ‘연명치료

지 지침’ 내에서 환자  환자 가족들과 충분한 의를 거

쳐 합의하거나, 필요할 경우 병원윤리 원회의 자문을 받는 

신 하고 객 인 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환자

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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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ional Quality Forum-Endorsed Quality Measures for End-of-Life Care Involving the Intensive Care Unit

Measure Description

Proportion admitted to the ICU  in the last 30 

days of life

Percentage of patients who died from cancer admitted to the ICU in the last 30 

days of life

Proportion not admitted to  hospice Percentage of patients who died from cancer not admitted to hospice

Patients admitted to the ICU  who have care 

preferences documented

Percentage of vulnerable adults admitted to ICU who survive at least 48 hours who 

have their care preferences document within 48 hours or documentation as to why 

this was not done

Pediatric ICU pain assessment on admission Percentage of pediatric ICU patients receiving pain assessment on admission and 

periodic pain  assessment

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와 련한 의료

장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지침을 용한 

뒤 발생하는 의료 장의 구체 인 문제들과 어려움을 찾아

내어 지침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문가로서의 신뢰와 자

율성을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실 - 임종기 환자의 죽음의 질

Donabedian이 제기한 의료의 질을 단하는 ‘질 분석 틀’

에 따르면, 높은 수 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structures), 근

거기반 서비스 달 방법(process), 그 결과 사회와 환자가 

얻게 되는 성과(outcome)가 있어야 한다.[11] 이를 임종기 

돌 에 용해 보면 한 완화의료 , 연명의료를 단

하거나 유보하는 차, 심리나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과 구조’에 속하고,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한 평가, 환자의 통증 평가 방법 등이 ‘ 차와 방법’이 되

며, 보호자의 만족감, 의사소통의 질, 죽음의 질, 의료비용 

등이 ‘결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1] ‘의료의 질’을 객

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죽음의 질을 규정

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20] 한국의학논문데이

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에서 ‘임종’이라는 제목으

로 검색되는 105편의 국내논문 부분은 ‘임종(죽음)에 

한 태도’, ‘임종 경험’, ‘임종기 간호’에 한 것으로 임종기 

돌 의 질을 직  엿볼 수 있는 논문은 없었다. 

미국의 ‘National Quality Forum (NQF)’에서는 환자실과 

련된 임종기 돌 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1) 생애말기 30

일 이  환자실에 입원하여 사망한 암환자의 비율(백분율), 

2) 호스피스 기 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암환자의 비율, 

3) 사 의료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음에도 환자실에 입실한 

말기 환자의 비율, 4) 입원 당시 통증 사정을 받은 소아 

환자의 비율, 이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Table 1).[11] 한

편 다른 보건의료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질(quality)과 련

한 문제는 1) 과용(overuse), 2) 미달(underuse), 그리고 3) 미

숙함(poor practitioner skills or performance),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21]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만성질환 사망자  말기 암 질병분류 코드를 가

진 환자의 18.8% (약 8,900 여명)는 사망 1개월 이  환자

실 치료를 경험했다.[4] 같은 자료를 살펴 보면 사 의료의

향을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의 19.0% (약 1,700 여명)은 심폐

소생술을 받았다. 이는 과용에 해당한다. 반면 2011년 43개 

완화의료 문기 을 이용한 환자는 8,494명으로 국내 체 

암사망자의 11.9%에 불과한 실정이고(미달),[22] 생애 마지

막 한달 이 에도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율이 미국

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과용).[5]

　한편 심폐소생술 지 요청에 해 국내 형병원을 심

으로 시행한 여러 연구에서 DNR 결정이 임종기 7일 이

(특히, 2−3일)에 이루어지고 있었다.[23-25] 병원에서 사망

하는 부분의 말기 환자가 죽음을 2−3일 내지 1주일을 

앞두고서야 사 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작성하고 

있다. 이 한 환자 본인의 가치 이 반 될 수 있도록 본

인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부분 의

료진과 가족이 상의하여 작성되고 있다(미숙함).[26]

공의들 한 임종기 환자를 돌 에 있어 윤리  갈등

과 도덕  고통을 겪고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6,27] 심폐소생술 지 요청을 보호자에게 설

명하고 서명을 받는 일, 연명의료의 유보나 단을 보호자

와 상의하고 실행하는 일이 담당의가 아닌 공의의 책임

인 것이 우리 의료의 실이다.[28] 이 역시 미숙함에 해당

한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 의 윤리 

정책을 수립하며 나아가 의료진 는 환자, 환자의 가족들

이 부딪히는 윤리  갈등을 조율해주어야 할 병원윤리 원

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극 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도

[28-31] 환자실에서 임종기 돌 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다.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환자실의 간호사들 한 윤리  

갈등, 도덕  고통을 경험하며 신체 , 정신 으로 소진된

다.[32,33] 간호사의 45%는 도덕  스트 스로 이직을 경험

했거나 계획하 고,[34] 윤리  딜 마가 잦을수록 환자의 

필요에 응답하는 간호 능력이 감소하며,[35] 부 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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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보고가 많은 환자 진료 은 워크 지표가 악화

되었다(미숙함).[36]

우리나라는 많은 암환자들이 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

하고 있으나 사 의료계획의 상의가 늦다. 환자  가족 면

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치료목표에 해 의료진과 

보호자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면 치료에 한 만족

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간호를 실행하는 간호사는 그 

사이에서 윤리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를 재하거나 지

도할 수 있는 병원윤리 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다. 결과 으로 우리나라 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많

은 환자들은 한 임종기 돌 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매우 취약하다.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 

(ACCM) 권고사항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죽음

을 피할 수 없게 된 환자  그의 가족들에게 안녕을 제공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37] 게

다가 환자실은 임종기 돌 을 제공하기에 복잡한 조건을 

지닌 곳이다. 하지만 환자실은 병원의 어떤 곳보다도 사

망하는 환자의 수가 많은 공간이므로 임종기 돌 이 

히 시행되어야 하는 곳이다.[38]

2008년 ACCM에서는 임종기 환자의 환자실 돌 을 향

상 시키고자 문가 권고사항의 근거수 으로 환자실에

서의 임종기 돌 에 한 권고를 발표했다.[7] 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권고). 

1) 환자  가족 심 의사결정

권고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먼  서술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자 심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에서는 연명의료제한이 ‘자율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므

로 환자의 의식 상태를 객 으로 평가해야 하고, 환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리인을 통해 환자가 사

에 명시한 본인의 가치 과 선호를 변할 수 있다. 사

의료의향이 없을 때에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

다는 원칙에 따라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료

진들만의 생각과 단만으로는 결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한 이해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에 의뢰하거나 병원윤리 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이 있는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가 치료의 목

표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환자의 가족

을 돌보는 것 한 요하다.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과 

후, 치료에 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

치와 치료의 목표, 가족의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

족 심 돌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자실에서 임종기 

의사소통을 향상 시키기 한 방법으로 가족면담을 구조화

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서를 지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이

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 가족의 치료에 한 만족

감이 상승하고 심리  고통을 일 수 있다. 

2) 연명의료 단에 한 윤리  원칙

권고에서는 연명의료 단에 한 미국 내 법과 윤리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먼  1) 연명의료를 유보하는 것(새

로운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과 단하는 것(생명유지를 

한 기존의 치료를 지하는 것)이 윤리 , 철학 으로 다

르지 않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정은 ‘환자의 자율성’과 ‘환

자의 이익’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2) 미국

의 법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  의지에 근거하여 연명의

료를 단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주된 병  상태에 의

해 환자가 죽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 결했음을 설

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 미국에서는 안락사가 지되어 

있지만 임종기 환자가 안녕과 편안함을 유지하게끔 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으며 비록 임종기 리를 한 투약

으로 생명이 단축될지라도 이는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 견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 opioids, benzodiazepine 

sedatives). 

3) 연명의료 단의 실제

환자실 의료진과 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임

종 경험이 되기 해서는 의료진의 경험과 가족의 비상

태가 요하다.[39] 자칫 히 리하지 못한 임종 과정은 

그 과정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  상처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수정할 기회가 없다.[39] 특히 연명의료 

단을 거쳐 임종을 하게 될 때에는 사 에 환자의 가족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아울러 과정과 

단계에 따른 비가 의료진에게 익숙할 정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들에게는 미리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임종

하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해하도록 도와 의료진

들이 임종기 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

럼 보여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환자의 가족들과 환자는 

물론 주변의 다른 환자들을 해서도 조용한 독립된 공간

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모니터 경고음은 끄고 모니

터 활동을 단해야 한다. 각종 수치가 기록되는 모니터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보호자가 

환자에 집 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커튼으로 구분된 공

간만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만일 임종과

정이 길어진다면 환자실 외에 원내 다른 장소로 환자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임상의는 각각의 

치료마다 그 치료를 유지해야 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때로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 에 따라 특정 치료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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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armaceutical Agents commonly Used for Pain Control and Palliative Care

Class Example drugs
Route of 

administration

Mechanism 

of action
Use Potent adverse effects

Opiates Morphine

Hydromorphone

Fentanyl

All: IV, PO, SubQ

Fentanyl: IV, Buccal, 

Transdermal

Mu receptor 

agonist

Analgesia, terminal 

dyspnea

Constipation-all

Morphine-Histamine release

Fentanyl-chest wall rigidity

Benzodiazepine Diazepam

Lorazepam

Midazolam

All: IV, PO, SubQ, GABA receptor 

agonist

Anxiolysis Hypotension and 

bradycardia

Anticholinergic Glycopyrrolate IV, PO, SubQ, Inhalation Anti-cholinergic To decrease gastric, 

pharyngeal, tracheal and 

bronchial secretions

Constipation, Urinary 

retension, Tachycardia, 

Confusion

Scopolamine IV, SubQ, patch

Butyrophenone Haloperidol Dopamine 

Antagonist

Delirium

Nausea Vomiting

QT interval prolongation, 

Tachycardia, Heat block

Additional agents that are commonly used ‘off-lable’ are not listed. IV: intravenous; PO: oral; SubQ: subcutaneous (the intramuscular route 

in avoided in palliative care approaches in order to limit injection site pain, hematomas, or abscess formation).

부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환자가 받는 다른 치료와 

일 성이 있어야 한다. 를 들어, 기 삽 을 거부하는 환

자가 심폐소생술을 고집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수 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계획은 환

자 뜻 로 치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임종기 돌 에 있어 신경근이완제(neuromuscular blocking 

agent)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

다. 권고에서는 연명의료를 단하는 시기에 신경근이완제

를 새로 투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환자에게 추가 이득이 없

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 

4) 증상 조

임종 진료의 궁극 인 목 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임종을 앞둔 환자

의 통증과 증상 리는 임종 진료의 가장 요한 요소이

다.[39] 보호자들은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

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18]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50% 이상은 일정 수  이상의 통

증을 겪으며,[40] 환자실을 경험한 환자들의 가장 큰 어려

움 역시 통증이었다.[41] 환자실에서 행하는 많은 간호행

와 치료가 환자들에게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임종기 환

자의 경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 주어야 한

다. 한 한 통증평가지표( ; Behavioral Pain Scale) 등

을 이용하여 통증을 평가하고 여주도록 해야 한다. 그 밖

에 호흡곤란, 섬망 등을 리해야 하며, 임상의는 이를 

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을 잘 이해하고 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유용한 약물들을 Table 2에 

정리하 다.[37] 

5) 사망을 고지할 때 고려할 사항

환자의 사망 사실을 선언하고 달하는 것은 엄숙하면서

도 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경험 있는 상  의사의 리

더십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성직자와 같은 다른 직종에 

있는 문가가 참여해도 좋다. 완곡한 표 보다는 정확한 

표 (사망: 死亡; 면: 英緬 등)을 사용하고 동정과 연민을 

표 하도록 하며 환자의 임종과정이 편안하고 하게 이

루어졌음을 알려 가족에게 안도감을  수 있도록 한다. 가

족과 사별하는 보호자들이 사망한 환자와 충분히 인사하고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

다.[39] 수  높은 임종기 돌 을 해서는 환자의 임종 후 

사별가족의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사망 후 장례 차, 장

례를 한 고인의 이동, 부검 는 장기기증의 계획 등과 

련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심리 , 종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임종기 환자를 돌보고 리하는 의료진 역시 다양한 윤리

 갈등을 겪으며 소진 는 외상후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

다. 따라서 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의료진

이 환자의 임종 후에는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서로를 

로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한 필요하다. 

권고는 환자  보호자 심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환

자의 가치 에 근거하여 치료 목표를 세울 것과, 비된 

차와 숙련된 경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환자가 임종할 때

까지 임종 증상을 리하고 한 환경을 제공하여 환자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고 가족들

의 정신  고통은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Table 3). 

제      언

환자실은 임종기 돌 을 제공하기에는 복잡한 조건을 

지닌 곳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37] 2006

년 한 연구조사 결과 미국의 590개 환자실 책임자들은 1) 

임종기 돌 에 한 의사소통을 의료진에게 교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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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between ACCM Recommendations (2008) and Korean Academy of Medical Society Guideline (2009)

Classification
Description

ACCM (2008) KMS (2009)

Objective To improve the care of intensive care unit 

(ICU) patients during the dying process

To improve understanding by physicians who 

interact with EOL patients

Subject ICU clinicians Physicians

Quality of evidence Expert opinion Expert opinion

Core contents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and decision making 

Ethic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LST

Practical aspect of withdrawing LST in the ICU

Symptoms management in EOL care

Considerations at the time of death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of withdrawing LST

Subject and Process of withdrawing LST

Role of patient's family and physicians

Conflict control process of withdrawing LST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social security system

Central opinion The importance of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and decision making

The importance of caring for patients’ familie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between 

care-givers and patients or their surrogates

2) 환자실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사이에 치료 목표에 

한 불충분한 의사소통, 3) 연명의료에 한 법  책임을 

세 가지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42] 

하지만 외국의 를 보더라도 법제화를 통해 권고되는 사

의료의향서( 는 사 의료지시서), 사 의료계획, 연명의료

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

ment)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8] 아무리 완벽

하고 세 한 법 조항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복잡한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과정, 부정확한 후라는 의학의 본질  속

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종기 돌 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해 먼  환자실 의료진의 능동 이고 주

도 인 역할과 심이 필요하다. 

비록 국가의 정책  배려, 병원윤리 원회와 같은 시스템

의 조건이 불충분하지만 학술논문,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되

는 모범이 될 만한 많은 임종기 돌 의 사례들과 경험들은 

환자실에서 임종기 돌 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음을 말해주고 있다. 간호사  공의, 문의 등 환자

실 의료진이 이용할 수 있는 실 인 임종기 돌 의 차

와 방법을 계발하고, 환자와 보호자 심의 의사결정 과정

을 의료진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임종기 돌 을 향상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43,44] 아울러 기 의 환자실 책임

자는 한 생애말기 돌  제공에 장애가 되는 조직과 시

스템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여야 한다.[42]

한편 임종기 환자가 품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인 권리로 국가 의료제도와 사회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19] 국내 환자실에서 연명의료 지

와 련된 갈등은 많은 경우에서 진료비 지불이나 환자 간

호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연 되어 있다. 이

를 의학 논리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제력

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납하는 진료비

여 제도나 공공 간호제도 등의 보완이 의료 장의 임종

기 돌  향상을 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

다.[19]

한 임종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완화의료시설, 호스

피스 기 이 많아지고 완화의료에 한 사회의 요구를 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배려와 사회 의체의 구성

도 필요하다. 의료인들은 임종기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

간까지 인간  품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볼 책임이 있으

며 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

다.[8,17,19]

결      론

환자실은 완화 돌  는 생애말기 돌 을 한 공간

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회경제의 발 , 양상태의 개

선, 공 보건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 으로 인류의 수명은 

크게 증가하 고 선진국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이 

심뇌 질환, 암, 당뇨 합병증 등 만성질환으로 옮겨가게 

된 결과,[45,46] 이제 환자실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연명의

료를 받고 있는 생애 말기 환자들을 항상 볼 수 있게 되었

다. 국내의 조사 결과 2009년 7월 한 시 에 256개 의료기

에서 1,555명의 연명의료 상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등,[47] 

환자실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지 않은 수가 이미 연명

의료 상태에서 사망하고 있다.[48,49]

따라서 환자실 본연의 의무와 특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많아지고 있는 임종기 환자의 생애말기 돌 을 외면

해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완치를 한 치료, 완화의료, 호

스피스를 획을 나 듯 명확하게 구분 지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치료와 돌 은 연속선 에 놓여있으며 특

히 환자의 경우 원인 극복을 한 치료, 완화의료, 생애

말기 호스피스와 사별 돌 을 시 마다 쪼개듯 나 는 것

은 실 이지 않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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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의 목 이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 본연의 목

은 생명을 하는 질병 는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고귀

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병과 부상에서 살아

남은 환자들을 한 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마지막 목표는 임종기 환자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다한 돌

을 제공하는 것이다.[51] 임종기 돌 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내 환자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한 과제이다.

지난 2013년 7월 31일 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

심의 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확

정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단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환 할 만한 일이다. 환

자실의 임종기 돌 을 향상시켜야 할 의료인의 역할이 더

욱 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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