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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undertook this study to find out the recognition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doctors about 
advance directives (ADs), of how they would do in non-response medical conditions and whether ADs could be 
one of medical options for their dying with dignity. Methods: One hundred thirty four cancer patients in the 
Hospice Unit, St. Vincent's Hospital, and 97 medical doctors in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atholic 
Medical Center, were asked about ADs, including Do-Not-Resuscitate (DNR), medical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and medical options. Results: One hundred thirty patients (97%) and 38 doctors (39.2%) were unfamiliar 
with ADs, however, 128 patients (95.5%), 95 doctors (97.9%) agreed with it. Seventy nine patients (59.0%) and 
96 doctors (99.0%) wanted DNR rather then intensive treatments if they were in non-response medical conditions. 
Eighty four patients (62.7%) and 75 doctors (77.3%) were agreeable to medical power of attorney. One hundred 
Thirty four patients (100.0%) and 94 doctors (96.9%) did not want medical options to be in terminal conditions, 
and hoped to die in peace. Conclusion: Most of patients did not know about ADs and how to make it. However,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s about it. If we advertise it properly, it is highly likely that a large number of 
cancer patients would make their living wills easily by ADs. Nevertheless, many legal and ethical problems have 
to be solved. Doctors should engage their patients in an ongoing communication about the end-of-life. Therefore, 
let the patients have opportunities to plan their own death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9;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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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의 발 과 첨단 과학기술이 목된 의료장비

의 보편  사용으로 과거 불치의 질병으로 여겼던 ㆍ

만성 질환이 치유 가능하게 되면서 죽음 직 에 있는 환

자의 생명까지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

에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까지도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며 무의미하게 연명 받고 

있다. 더욱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의 발 으로 

투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와 련된 여러 합병증에 노

출되면서 삶의 질이 격히 하되고, 죽음직  까지도 

힘든 치료를 받으며 결국 편안하지 못하게 삶을 맺고 있

다. 생활과 의식 수 이 향상되면서 의미 없는 생명 연장

에서 벗어나 환자 개인의 존엄을 우선하는 ‘삶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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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umber Percentage (%)

Gender

Age

Diagnosis

Education

Religion

Occupation

Ambulation

Comorbidity

Male
Female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Lung cancer
Stomach cancer
Pancreatic cancer
Biliary cancer
Breast cancer
Colon cancer
Hepatatocelluar carcinoma
Rectal cancer
Renal cell carcinoma
Prostate cancer
Others*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Senior high school
University
Uneducated
Yes
No
Yes
No
Walking
Walker
Wheel-Chair
Bed
Yes
No

68
66
 5
10
25
56
31
 7
35
15
 9
 7
 9
 7
 8
 6
 6
 4
28
33
33
41
18
 9
71
63
50
84
66
12
22
34
86
48

50.7
49.3
3.7
7.5

18.7
41.8
23.1
5.2

26.1
11.2
6.7
5.2
6.7
5.2
6.0
4.5
4.5
3.0

20.9
24.6
24.6
30.6
13.4
6.7

53
47
37.3
62.7
49.3
9.0

16.4
25.4
64.2
35.8

*Cervical cancer, ovarian cancer, malignant melanoma, testicular 
cancer, vulvar cancer, head and neck cancer, malignant lymphoma, 
malignancy of unknown origin.

‘품  있는 죽음’에 한 ‘자신 죽음에 한 결정권’이 

두되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 암 환자의 임종을 비

하여 의학  치료에 한 자신의 뜻을 미리 결정하는 ‘사

의료지시’의 개념이 생겼고, 외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

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제도  장치나 의료 

장에서의 실질 인 실행과 성과는 미미하다.

사람은 인격체로서 품  있게 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죽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품  있게 맞이할 

권리도 있다. 생명을 이어가는 힘든 치료보다 비록 짧지

만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남은 삶에 있어 더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

자를 각별히 진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치료를 단하고자 하는 환자의 뜻도 존 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환자는 자신에 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지 못한 경우 일반 으로 가족이나, 

평소 환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결정 한다. 

하지만 정작 치료 결정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무엇이 환

자에게 최선인지 고민하게 되고, 치료 단 결정을 내릴 

때 사회의 통념 인 윤리와 도덕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사 의료지시(서)의 도입으

로 진료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고, 치료 

단 결정과정에서도 갈등이 다고 할 수 있다.
2)

자들은 치료 단과 품  있는 죽음에 한 자기 결

정권인 사 의료지시(서)에 해 말기 암 환자와 의사

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연명치료 단, 사 의료지시

(서)의 도입과 제도화에 해 발 된 논의를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상  방법

가톨릭 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원

한 말기 암 환자와 가톨릭 앙의료원 2, 3, 4년차 내과 

공의(의사)를 상으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

는 응답자의 일반  특성과 심폐소생술 거부, 의료  

권한 행인, 생존시 유언장을 포함하는 사 의료지시

(서)에 한 각각의 인지  동의 여부를 포함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설문 상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 134명, 의사 9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설문 문

항은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Advance Directives’
3)
와 서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행 에 한 사  지시서’
4)
를 참고하여 작성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보았고, 환자 설문에서 성, 연령, 교

육정도, 종교, 직업, 보행정도와 의사 설문에서 종양내

과 근무, 가족  암 환자 여부에 한 각각의 상 계

를 Pearson's chi-square test와 P-value를 산출하여 살펴보

았다. 모든 통계  검정은 유의수 을 0.05로 양측검정

을 실시하 다. 

결      과

1. 일반  특성

1) 환자: 환자의 남, 여 비율은 비슷하 고,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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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doctors.

  Number Percentage (%)

Gender

Age

Trained in oncology

Cancer patients* in family
†

Resident grade

Male
Female
20∼29
30∼39
Yes
No
Yes
No
Second
Third
Forth

44
53
60
37
73
24
21
76
39
35
23

45.4
54.6
61.9
38.1
75.3
24.7
21.6
78.4
40.2
36.1
23.7

*At any stages, †3 generations including surveyed respondents.

부분 60세 이상이었다. 진단은 폐암이 가장 많았고, 환

자는 부분 보행이 가능하 다(Table 1).

2) 의사: 여자 의사가 조  더 많았으며, 종양내과에

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많았다. 21명이 가족  

암 환자가 있다고 답하 다(Table 2).

2.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Do Not Re-

suscitate (DNR)에 한 조사

1) 환자: CPR에 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 있는 

경우는 86명(64.2%)으로 들어본 이 없는 경우인 48명

(35.8%)보다 많았다. 그 연령 가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직업이 없고 보행정도가 낮을수록 CPR에 

해 들어 본 이 없었다(P＜0.05). 추후 본인이 극  치

료가 불가능하고 생명연장을 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

는 말기 상황에서 CPR을 원하겠느냐는 질문에 15명

(11.2%)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해 CPR을 시행 받겠

다고 하 고, 나머지 119명(88.8%)  25명(21.0%)은 회

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이유로, 79명(66.4%)은 무

의미한 생명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15명(12.6%)은 CPR

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CPR을 받지 않

겠다고 하 다.

만약 가족이 말기 상황일 때 26명(19.4%)은 치료과정

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2명(7.7%)은 가족으

로서 의무감으로 CPR을 원한다고 하 고, 나머지 108명

(80.6%)  89명(82.4%)은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원치 않

아서, 19명(17.6%)은 CPR로 인한 통증으로 삶의 질을 

하시킨다는 이유로 반 하 다.

DNR에 한 의사결정권자를 묻는 설문에서 113명

(84.3%)이 환자와 가족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하 고, 

14명(10.4%)이 가족, 6명(4.5%)이 환자, 1명(0.7%)이 의료

진이라고 답하 다. 가족 에서는 78명(57.8%)이 배우

자, 48명(37.5%)이 아들, 4명(3.1%)이 딸, 2명(1.6%)이 부

모를 의사결정권자라고 답하 다. 

응답한 환자  118명(88.1%)은 DNR에 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에 동의하 다. 그  87명(64.9%)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46명(34.3%)이 말기로 진단 받았을 때, 1명

(0.7%)이 입원당시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하다

고 하 다.

2) 의사: 내과 의사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해서

라며 CPR을 원한다고 답한 1명(1%)을 제외한 96명

(99.0%)이 본인이 말기 상황일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한 CPR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 고, 가족일 경우에는 

3명(3.1%)은 CPR을 원하 으나, 94명(96.9%)은 원하지 

않았다. DNR 결정은 80명(82.5%)이 환자와 가족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하 고, 14명(14.4%)은 환자, 3명(3.1%)

은 가족으로 답하 다. DNR에 한 설명과 동의서 작

성의 한 시기는 환자의 경우와 달리 말기단계나 

이라고 진단 받았을 때가 64명(66%)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이 임종이 임박하 을 때(25명, 25.8%), 암이라

고 처음 진단 받았을 때(8명, 8.2%) 순으로 답하 다.

3. 의료  권한 법정 리인에 한 조사

1) 환자: 130명(97%)은 의료  권한 법정 리인에 

해 알지 못하 다. 85명(63.4%)은 법정 리인 제도에 찬

성하 고, 49명(36.6%)은 반 하 다. 그  24명(49.0%)

는 본인의 생각과 리인의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

므로, 24명(49.0%)는 자신을 제외하고 구도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하여 반 하 다.

2) 의사: 63명(64.9%)은 의료  권한 법정 리인에 

해 알고 있었다. 75명(77.3%)은 법정 리인 제도를 찬

성하 고, 22명(22.7%)은 반 하 고, 그  11명(50.0%)

은 본인의 생각과 리인의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서, 6명(27.3%)은 자신을 제외하고 구도 결정권이 없

다고 생각하여 반 하 다.

4. 생존시 유언장에 한 조사

생존시 유언장의 내용으로 환자 134명(100%)과 의사 

94명(96.9%)은 추후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를 포함한 말기 

상황일 경우, 가능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자신에

게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단, 보류하기를 원하 다.

5. 사 의료지시(서)에 한 조사

1) 환자: 사 의료지시(서)를 모른다고 답한 130명(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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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greement of advance directives - patients.

Do you agree with advance directives?

χ2 PYes No

N* %
† N* %†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Occupation

Ambulation

Male
Female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Senior high school
University
Uneducated
Yes
No
Yes
No
Walking
Walker
Wheel-Chair
Bed
Total

65
63
5
9
20
56
31
7
33
33
36
17
9
68
60
45
83
62
12
22
32
128

 95.60%
 95.50%
100.0%
 9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87.8%
 94.4%
100.0%
 95.8%
 95.2%
 90.0%
 98.8%
 93.9%
100.0%
100.0%
 94.1%
 95.5%

3
3
0
1
5
0
0
0
0
0
5
1
0
3
3
5
1
4
0
0
2
6

 4.40%
 4.50%
 0.00%
10.00%
20.00%
 0.00%
 0.00%
 0.00%
 0.00%
 0.00%
12.20%
 5.60%
 0.00%
 4.20%
 4.80%
10.00%
 1.20%
 6.10%
 0.00%
 0.00%
 5.90%
 4.50%

0.001

19.437

9.272

0.022

5.687

2.137

.970

.002

.055

.881

.017

.544

*Number, †Percentage, χ2: Pearson's chi-square test, P: P-value.

Table 4. Agreement of advance directives - doctors.

Do you agree with
advance directives?

χ2 P
Yes No

N* %† N* %†

Gender

Age

Trained in 
oncology

Cancer 
patients‡ 
in family§

Male
Female
20∼29
30∼39
Yes
No
Yes
No

Total

43
52
59
36
71
24
20
75

95

 97.7%
 98.1%
 98.3%
 97.3%
 97.3%
100.0%
 95.2%
 98.7%

 97.9%

1
1
1
1
2
0
1
1

2

2.3%
1.9%
1.7%
2.7%
2.7%
0.0%
4.8%
1.3%

2.1%

0.018

0.122

0.671

0.968

.894

.727

.413

.325

*Number, 
†Percentage, ‡At any stages, §3 generations including sur-

veyed respondents, χ2: Pearson's chi-square test, P: P-value.

 고령이 많았다(P＜0.05). 학력정도가 낮을수록 인지

도가 낮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P=0.005). 사 의료지시(서)에 한 

인지도가 낮았으나, 6명(4.5%)을 제외한 128명(95.5%)은 

본 제도에 찬성하 다(Table 3). 103명(76.9%)은 사 의

료지시의 특정 문서양식이 필요하다고 하 고, 95명

(70.9%)은 구두 사 의료지시 한 효력이 있다고 답하

다. 사 의료지시의 주체로 49명(36.6%)이 환자, 14명

(10.4%)이 가족, 70명(52.2%)이 환자와 가족으로 답하 다.

2) 의사: 응답자  59명(60.8%)이 사 의료지시(서)를 

알고 있었으며 95명(97.9%)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 다

(Table 4). 95명(97.9%)은 사 의료지시를 한 특정 문

서양식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43명(44.3%)은 구두 사

의료지시의 효력에 해 동의하 다. 의사결정권자로 

60명(61.9%)이 환자와 가족, 36명(37.1%)이 환자를 선택

하 다. 

고      찰

사 의료지시(서)는 어떤 사람이 그가 앞으로 의료결

정 능력을 상실할 때를 비하여 어떠한 의료 조치가 

자신에게 행해지길 원하는가를 밝  놓은 것이며, 로 

기록되는 것이 일반 이나, 때로는 말로 구술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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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5)

사 의료지시(서)는 주로 만성 질환의 말기 상황 일 

때 행해지며 1. DNR, 2. 의료  권한 행인, 3. 생존시 

유언장이 포함된다. CPR은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시행되는 생명 연장술로 다시 그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
6)

을 말하며, 갑작스럽고 상치 못한 죽음을 처하는 

것이지, 말기 환자의 견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응 상이 될 수가 없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실제로 

CPR이 성공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 장치를 한

다 할지라도 단지 죽음을 지연시킬 뿐, 잠재 으로 환

자나 가족의 고통을 증가
7)
시키므로 환자 삶의 질을 생

각한다면, 심폐소생술은 옳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부분의 말기 암 환자는 추후 CPR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 다. 삶의 질이 하되고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았는데 이는 생

명연장 장치와 더불어 무의미한 삶을 살기보다는 존엄 

있는 죽음을 요시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CPR은 연

명치료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 CPR 거부를 포함한 

연명치료 단에 한 이
8)의 연구에서도 그 이유에 

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가(86.2%), ‘회복가능성

이 없음’(24.5%), ‘가족의 부담감’(36.2%)보다 높아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DNR은 이론 으로 심장, 호흡마비 상황에서 심폐소

생술의 필수요소인 흉부압박, 인공호흡, 기 삽 , 외부

심장박동기, 응 약물과 신속한 수액공  등을 지하

는 것
9)을 말한다. 실제 임상에서는 DNR의 결정이 의사

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에 한 

치료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

해야 하는 의사로서 의무를 버린다는 에서 윤리

으로나 법 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말기상태에서 생명연장 치료 여부를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 못한 경우는 리 결정

자로서 가족이 참여하게 된다. 장
10)
의 연구에서 DNR의 

주 의사결정은 의사 56.7%, 가족 40.0%가 제안한다고 

하 고, 안락사를 논의한 연구에서도 환자가 배제된 경

우가 87.0% 다.
11)

 허 등
12)
의 연구에서도 부분의 암환

자 보호자는 환자가 DNR 동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

하지 않았고, 심 등
13)
의 연구에서는 환자가 DNR 동의

서에 서명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본인의 치료 혹은 

치료 단의 결정은 객 인 의학근거를 바탕으로 하

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환자 자신이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연명치료의 단 결정의 부분

은 환자의 결정 능력과 상 없이 의사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4)

 본 연구  DNR에 한 의사결정 

권한자를 묻는 설문에서 환자 84.3%는 본인과 가족 모

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 고, 환자 63.4%는 의료  권

한 법정 리인에 해 찬성을 하 다. 이는 의료결정

에 있어 환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

지만 추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비하여 가족 

의견도 요시하는 사회  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

서 치료과정 동안 환자의 뜻을 반 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설명을 통한 객  의학 정보에 근거하여 환자 본

인이 직  사 의료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환자 97.0%가 사 의료지시(서)를 모르

고 있었고, 특히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인지도

가 낮았다. 하지만, 사 의료지시(서)에 해 설명을 들

은 후 95.5%가 찬성을 하 고, 내과 의사 97.9%도 찬성

을 하 다. ‘사 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에 한 조사
8) 

에서 8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자신에게 사 의

사 결정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한 질문에는 68.1%가 

작성하겠다고 하 다. Hiroaki 등
15)이 일본에서 시행한 

연구의 응답자 60.0%가 사 의사결정을 해두길 원한다

고 하 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연구 이 일반인을 

상으로 시행한 ‘존엄사와 연명치료에 한 의견’조사
16)

에서 존엄사 찬반, 연명치료시행 여부, 사 의료지시서

의 작성 여부에 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사 의료지시서 작성의 한 시기에 해 본 연구 

결과는 이
8)의 보고와 다르지 않았다. 두 연구의 응답자

들은 미리 자신의 죽음을 연 시켜 생각하기 보다는 생

명에 한 이 있을 때 사 의사지시서를 작성하기

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 의료지시(서)를 시행하

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0년  ‘자

기 결정권법’, 독일은 2005년 ‘임종에 가까운 환자의 자

율과 불가침성의 보호를 한 법’, 오스트리아는 2006

년 ‘사 의료지시에 한 연방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

인은 환자에게 사 의료지시의 권리와 죽음의 과정에 

해 설명하고 의식이 완 할 때 일차 으로 사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고 만일 의식이 불완 할 경우 환자의 

유언, 평소의 말이나 행동에 근거하여 보호자나 의료  

권한 행인이 결정함으로써 환자의 뜻을 최 한 반

할 수 있는 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7,17)

 

과거의 환자는 사고나 말기 질환일 때 정상  의사결

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빨

랐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두 상태 사이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생존’이라는 기간이 생겨났고,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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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지속된다. 즉, 의술의 발 으로 환자 자율성의 공

백 기간이 생겼으며 그 기간에도 자율성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바로 사 의료지시(서)라고 할 수 있다.
17)

 

사 의료지시(서)가 도덕 으로 바람직하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표 인 것 의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 환자

의 자율  선택권이 더욱 존 된다는 것이다. 

단지 환자의 자율권이 존 된다는 이유로 본 제도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덕 으로 합리 일 수는 없으며, 자

율  선택 한 다른 사람에게 정도 이상의 피해를 주

어서는 안 된다.
18)

 본 제도가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는 에서 정당화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우선 환자 

본인이나 의사, 가족 등 련자들이 자율권 때문에 피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실에서 본 제도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명

확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사 의료지시(서)

를 설명하고, 원하는 환자만 하되, 그 지 않는 경우 강

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환자들은 건강이 회복되

길 바라며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본인의 죽

음이나 죽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말기 상태라도 추후 군가가 자신을 신하여 의료결

정을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환자도 존  해주어야할 것이다.
17) 

사 의료지시(서)의 인지도는 여 히 낮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사 의료지시(서)의 

필요성과 도입의 정 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한 의학교육 로그램과 

을 한 홍보, 설명회  도덕 , 윤리  타당성을 토

론하는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며 련 법률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에는 말기 상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많은 환자

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끝까지 극 인 치료를 

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바람 한 존 되

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 환자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뒤에 

남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

은 사 에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반 시킬 사 의료

지시(서)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한

다. 본 제도가 리 알려지고,  합의를 통한 엄연

한 공공제도로 확립 된다면, 환자는 사 의료지시(서)를 

통하여 그들의 말기 상황에 한 자율권이 존 , 보호 

될 뿐만 아니라 힘겨운 연명 치료에서 벗어나 존엄 있

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 암 환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하 다.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다른 질환으로 

투병 인 환자를 본 연구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 으며, 

내과 의사로 상이 국한된 것 한 제한 이라 하겠다. 

요      약

목 : 말기 암 환자와 의사를 상으로 추후 의료  

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비하여 심폐소생

술 거부, 의료  권한 법정 리인, 생존시 유언장을 포

함한 사 의료지시(서)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법: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 학교 성빈센

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원한 말기 암 환자와 가톨

릭 앙의료원 2, 3, 4년차 내과 공의(의사)를 상으

로 사 의료지시에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

사를 실시하 으며, 환자 134명, 의사 97명으로부터 답

변을 받았다.

결과: 환자 128명(95.5%), 의사 95명(97.9%)은 사 의

료지시를 찬성하 으며, 환자 79명(59.0%), 의사 96명

(99.0%)은 추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았고, 

환자 85명(63.4%), 의사 75명(77.3%)은 본인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비한 의료  권한 법정 

리인 지정에 찬성 하 다. 로 제시된 유언장 내용

에서 설문에 응한 환자 134명(100%), 의사 94명(96.9%)

은 말기 상황일 경우, 가능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

록 자신에게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단, 보류하기를 

원하 다.

결론: 본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와 의사는 인생의 마

지막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 의료지시(서)에 해 정

이고 극 인 태도를 보 다. 하지만, 아직 법 , 사

회  합의가 없어 하나의 체계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

다. 여러 쟁 이 해결되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에게 사 의료지시(서)가 보편 이고 합법 인 

의료 체계로 확립된다면 그들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

게 맺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심단어: 사 의료지시(서), 심폐소생술 거부, 존엄있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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