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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말기 암환자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하며 슬퍼하고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논문이

어느덧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의미를 생각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매일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나의 환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간호하겠습니다.

3년간의 대학원 과정, 전문간호사 시험, 논문을 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부족하고 어리석기만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시간의 선물로

지도해 주신 김정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해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 동안 꼼꼼하고 세심한 확인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임채만 교수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박정윤 교수님, 대학원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가르침을 주신 김연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들이 더욱 자기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시고 지원해주신 민병철 전 병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며 연구에서 간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주신 정영선 부원장님, 논문 진행과정에

관심과 걱정으로 응원해주신 이혜영 팀장님, 이경희 팀장님, 이은진 UM 님,

문남경 UM님 감사합니다. 통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이혜진 차장님,

이종민 선생님, 24시간 실시간 답변과 언제든 기꺼이 도와주신 전주경 선생님,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신 현장교육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멀리서 딸 힘들까 봐 항상 염려해 주시며 딸을 믿고 응원해주신

사랑하는 아빠, 엄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짜증낼 때도 묵묵히

도와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마주현 님, 그대 덕분에 결혼과 논문 두가지

모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Soli Deo Gloria!

2020년 2월

박은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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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결정을 한 말기 암환자의 특성, 

연명의료 실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8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일 상급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암환자로 연구자가 증례기록지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version 

24.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총 482명으로 남성이 60.6%, 여성이 39.4% 이었으며, 평

균 나이는 62.8(±14.04)세였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67.3%가 고졸이상 이었으

며 결혼상태는 94.8%가 기혼이었다. 대상자의 암종류는 간암 17.2%, 폐암 16.6%, 

췌담도암 14.5% 였으며, 과거력은 고혈압 38.6%, 당뇨 26.1% 순이었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본인 247명(51.2%), 가족 235명(48.8%)이었으

며, 환자의 의식수준은 명료한 상태 271명(56.2%)이었다. ECOG 활동수준은 4등

급 287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장소는 중환자실

338명(70.1%)으로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227명 중

194명(85.8%) 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73명 중 5명(6.8%)이

었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대상자는 56명(11.6%)

이었으며 체외순환기 적용중인 대상자 4명(0.8%), 인공호흡기 적용 47명(9.8%),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 1명(0.2%), 고유량 비강내 산소 장치 적용 13명(2.7

명), 경장영양 31명(6.4%), 정맥영양 227명(47.1%).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러

를 제외한 중심정맥관 유지중인 대상자 118명(24.5%),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술

유지중인 대상자 20명(4.1%)이었다.

넷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대상자 6명(1.2%), 항암

치료 33명(6.8%), 방사선치료 7명(1.5%), 혈액 투석 5명(1.0%), 지속적 신대체

요법 1명(0.2%), 수술 3명(0.6%), 마취 3명(0.6%)이었으며 영상의학검사는 CT 

87명(18.0%), MRI 19명(3.9%), PET/CT 6명(1.2%), Bone scan 4명(0.8%), ERCP 9

명(1.9%)이었다. 호흡기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적용 3명(0.6%), 양방향 기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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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치료 적용 3명(0.6%). 고유량 비강내 산소 장치 적용 23명(4.8%)이었으며 침

습적 치료는 중심정맥관 삽입 4명(0.8%),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44명

(9.1%).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 16명(3.3%), 돼지 꼬리형 카테터 삽입 11명

(2.3%)이었다. 수혈은 총 137명(28.4%)이었으며 승압제 투약은 43명(8.9%)이었

다.

다섯째, 연명치료의 결과 사망은 476명(98.3%), 생존은 8명(1.7%)이었다. 추

가 방문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작성한 시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바로 사망한 경우

를 제외한 환자 52명 중 본 연구기관 응급실 방문은 43명(86.0%), 외래 진료 후

재입원은 1명(2%) 순이었으며 응급실 방문을 포함한 재입원 4명(8.0%), 응급실

방문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동 대상자는 2명(4.0%)이었다. 사망장소는 본 연구기

관에서 사망이 확인되어 장소를 알 수 있는 환자 242명 중 병동 191명(79.0%), 

중환자실 48명(19.8%), 응급실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 작

성시점부터 사망일까지의 중앙값은 9일이었고 가장 긴 시간은 423일이었다. 연

명의료계획서 치료 항목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치료에 대해

인공호흡기 적용 거부의사를 표시한 대상자 442명 중 2명은 인공호흡기를 적용

하였고, 혈액 투석치료 거부의사를 표시한 400명 중 3명은 혈액 투석치료를 추

가하였으며 항암치료 거부의사를 표현한 272명 중 8명은 항암치료를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여섯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의 나이,

교육 정도, 암의 종류, 동반질환 개수, 찰슨 동반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환자의 상태, 의식 수준, ECOG 활동 수준, 보행 상태, 연명의료계

획서 작성 장소,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추가한 연명치료 항목 중 영양공급, 수혈,

승압제 사용은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족이 작성한 군이 환자가 작성한 군보다 많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기 암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점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환자와 가족이 앓고 있는 질환과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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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명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며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식작성을 위한 연명의료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어 연명의료결정법의 지속적인 보완과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요어: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치료, 말기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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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 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C00-C97)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 총

사망자 298,280 명 가운데 26.5%인 79,153 명으로 사망원인의 1 위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8). 2012~2016 년 사이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6%로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며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Korea National Cancer Center, 2018). 이처럼 현대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렀던 질환들이 현재는 치료를 통해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인공호흡기, 투석,

심폐소생술과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의료행위가 임종기 환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적절한 연명의료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이다(Yoon, Nam & Lee, 2018).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간다운 삶의 질이 유지되지

않은 채 무의미한 의료행위로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였다(Jeong, 2017). 

말기 환자들은 생명 연장을 위한 침습적 치료로 고통을 경험하고, 인간적

품위 유지와 평화로운 죽음 맞이를 방해 받고 있다(Han & Kim, 2008). 또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명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Park, 2018) 웰 다잉(Well-dying)을 바라는

임종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현대 의료윤리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말기 환자에게 지나친

연명의료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Troug et al., 2008). 다장기부전이

진행되어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조차 고통스러운 침습적 연명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Koh, 2012). 2013 년 연명의료결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87%가 자신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고

응답했으며(Gallup, 2013) 여러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환자들 대다수는

가정에서 사망하기를 원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018 년 한국인 100 명 중

76명은 병원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K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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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된 국가별 완화의료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죽음의 질: 세계 각국의 임종기 치료 순위(The Quality of Death: 

Ranking end-of-life care across the world)’에서 한국은 40개 조사대상 국가

중 32위를 차지했다(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 2010). 국외에서는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명치료 중지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나 증례가 시행되고 있다(Downey, Curtis, & Engelberg, 2013).  2016 년

국내에서도 말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8 년 2 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Nam,  Lee, & Lee, 2018).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란 취지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1 년이 지난 2019 년 5 월까지

46,400 명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또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 한 전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Lee, 2019). 이는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Kim, 2018).

연명의료결정제도 초기 1 년 동안 절차의 복잡성과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 혼란을 주었다(Lee, 2018).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 연명의료 결정 인프라 부족과 생애말기 정보제공과 인식

미흡 등 여러가지 한계점이 언급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또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으며 환자의

의견을 추론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경제적, 심적 이유로 환자의

자율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환자와 죽음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는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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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진료비 보조 제도나 공공간호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Park,

2018).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암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대상자와 실제 이행 항목을

분석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의 제한점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의료진이

환자와 죽음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의료진의 혼란을 줄이고, 말기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윤리적 딜레마가 감소되어 최선을 다해 간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 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대상자의 특성, 연명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말기 암환자의 간호중재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제정 및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

결정과정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연명의료계획관련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유지하고 있는 연명치료를 확인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연명치료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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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말기 암환자

(1) 이론적 정의

말기 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암관리법 제2조)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암환자를 의미한다.

2) 연명치료

(1) 이론적 정의

연명치료란 말기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이다. 또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후 시행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하여 중환자실 이용 여부, 

수술, 마취, 호흡기 장치, 영양공급, 수혈, 승압제 투약, 방사선 치료,

영상의학검사, 침습적인 시술 등의 의학적 중재 및 간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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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국내에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논의는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고,

첫번째 계기로는 2004 년 6 월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로부터

촉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의료계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면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한 의료를 지속해왔다(Jeong, 2017).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보라매병원사건이 발생한지 21년, 김 할머니 사건이 발생한지 10년만의

일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임○○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 서약을 받고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한 사건으로, 1997 년 12 월 4 일, 대법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살인죄,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도

995 판결). 또한 ‘김 할머니 사건’은 2009 년 당시 고령의 김 모 할머니는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의식불명상태에서 4 개월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명해 왔다. 이에 가족들은 영양공급중단과

응급심폐소생술 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 다 17417 판결). 당시 대법원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009 년 12 월 16 일

종교·법조·의료·시민단체인사 15 명으로 연명치료 중단제도와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10 년 7 월 14 일 “치료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사항을 발표했다(Lee, 2018). 그 당시 국내에서는 공공연하게 DNR 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NR 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관행대로 환자가 아닌 보호자로부터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임종이 임박해서야 DNR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이나

의사마다 DNR 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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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NR 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Ji, 2016). 이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결과로 환자에 대한 인간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등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Hong, 2017). 2016 년 2 월 3 일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 준비와 관련기관 설립준비 등을 위한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2017 년 8 월 4 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부칙 제 1 조에

따라, 이 법 중 연명의료 관련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18 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영역에서도 시행되었다(Jeong, 2017).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

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이는 헌

법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잘 반영한다는 것

이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

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

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

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Jeong,

2017). 이 법안은 말기환자, 임종기 환자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기계호흡, 항암제 투여와 같은 연명의료 수

행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며, 호스피스 돌봄을 통

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Lee. 2016).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의사표시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평시의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시행되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은 의료현장의 실제에 있어서는 당해 환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담당의사가

환자 가족과 상의해 음성적인 관행으로 시행되어 온 연명의료중단이 금지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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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과잉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 다잉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Lee, 2016).

구체적인 주요내용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암환자의 의사에 따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서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말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2009년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명치료 중

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연명치료란 말기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하였다. 

연명치료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구분한다. 일반 연명치료는 생명유

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이며 관을 이용한 영양공급, 수분과 산소공급, 체온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일차 항생제 투여 등이 있으며 특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반드

시 필요한 치료이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

호흡기 적용, 혈액 투석, 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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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으며 심폐소생술은 심장 마사지, 강심제나 승압제 투여, 제세동기

(defibrillator)적용, 인공호흡 등을 포함한다(Special Committee on Guidelines 

for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009).

일반 연명치료를 살펴보면, 첫째, 수액요법이 있다. 말기 암 환자의 구강

섭취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액요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비경구적으로

투여되는 모든 종류의 수액이 혈관을 통해 체내로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Yang & 

Young, 2009).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암환자의  경우 사망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경구섭취로 인한 칼로리는 감소하며 정맥 내 수액요법이나

영양공급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7). Klein 

등(1986)의 연구에서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에서 생존기간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둘째, 산소요법이다. Kim 과 Park(2017)은 말기 암환자에게 저산소증은

호흡곤란이 주요 원인이 되며 호흡곤란은 폐암이 발생하거나 폐로 암이 전이된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호흡곤란 증상은 암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학적,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심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소공급, 인공호흡장치와 모니터장치는 임종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상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진정, 안위증진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Mosenthal & Lee, 2002).

셋째, 안위 간호이다.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에게 안위간호는 신체의 보존적

간호(통증완화요법: 냉∙온찜질, 마사지, 진통제 투여, 욕창간호, 체위변경 및

위생관리 등)와 정신의 보존적 간호(심호흡, 이완요법, 심상요법, 음악요법,

치료적 접촉, 종교 및 정서적 지지 등)로 분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ark & Kim, 

2006).

넷째, 약물(항생제, 진통제)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투여는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해 말기 암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인지, 무의미한 약제인지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최소한의 침습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Kim, 2014). 암 환자의 재원기간이 증가하고 처방 약제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환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약제의 상호작용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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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Riechelmann, Moreira, Smaletz & Saad, 2005). 입원기간 동안 임종

돌봄 시 투여된 약제들에 대한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6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항생제 처방(58%), 비 마약성 진통제(17%) 순으로 조사 되었다(Kim,

2010)

말기 암환자의 특수 연명치료를 살펴보면 첫째, 수혈이 있다. 종양내과의

적혈구 수혈 처방은 16.4%로 신장내과 25.5%, 소화기내과 19.7% 뒤를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등, 2007). 빈혈은 종양 질환과

관련되어 흔하게 나타나는 2차 증상이며, 암은 골수 기능과 적혈구 대사와 동력

학의 전반에 영향을 주며, 이는 악성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Doll & Weiss, 1985).

둘째, 혈액투석은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된 환자에게

요독증의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과정으로 체내에 과잉 축적된 요 독소와

전해질을 반투막을 이용하여 체외로 배설시키며 그 원리는 확산(Diffusion)과

초 여과(Ultrafiltration)이다. 혈액투석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설기능과 수분, 염분 배설을 조절하고 전해질과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기능을 대신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장기적인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요법이다(Yoon, 1988).

셋째, Kim 과 Park(2017)의 연구에서 방사선 치료는 병소가 국한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암 치료법의 하나로, 국내 진료통계에 따르면 최근 암환자의 30% 

정도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수술,

항암화학요법, 또는 생물요법과 병행하여 시행된다.

넷째, 항암화학요법은 암 환자의 60~75%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게

되며(Yarbro et al., 2010) 암 치료의 주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암세포에 작용하여 효과를 내는 약물 치료로서 암의 완치 및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도 동일한 항암제 노출로 인해 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Yoon, 2008). 

암의 성장이나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억제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최선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항암요법을 시행하지만 재발 및 말기 암환자의 경우

반복적인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Park 등, 2003). 암 치료의 중요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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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에 있으며(Wedding et al., 2007).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항암치료의 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Huh, 2001).

특수 연명치료 항목인 심폐소생술, 투석, 중환자실의 사용,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의 적용, 승압제 및 강심제의 사용, 제세동 및 심조율전환술, 항

부정맥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선호하지 않았고 그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항생제 투여, 정맥 영양주사, 경장 영양공급,

수혈, 혈액 및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일반 연명치료 항목에서는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Yo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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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말기 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일 상급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암환자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590명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108명을 제외하고 말기 암환자 482명을 대상자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Figure 1).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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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특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치료, 연명치료의 결과를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를 이용하여 다음 항목을 조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여부, 교육정도,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암 종류, 과거력(당뇨병, 고혈압, 결핵, 간염,

암과거력, 심부전, 관상동맥질환)을 확인하였다. 동반질환은 찰슨

동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를 이용하였다. 이는

동반질환 종류에 따라 질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만성

폐질환, 결합조직질환, 궤양질환, 경한 간질환, 당뇨는 1 점, 반신마비,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질환, 장기손상을 동반한 당뇨, 종양, 백혈병,

림프종은 2 점,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질환은 3 점, 전이성 고형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6점을 부여하고 최저 0점에서 최고 36점으로 측정되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0점은 저등급, 1~2 점은 중등급, 3~4 점은 고등급, 5점

이상은 최고 등급으로 분류한다.

3)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특성

연명치료계획서 관련 특성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에 대상자의 상태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였고 의식수준은 명료한 상태와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하였다. 신체 활동수준(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은 0등급, 1 등급, 2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0 등급은 무증상으로 정상 활동 능력이 있는 상태, 1 등급은

증상은 있으나 거동할 수 있으며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2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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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있으며 주간에 50% 미만으로 침대 또는 의자에서 보내며 경우에 따라

간호가 필요한 상태, 3 등급은 증상이 있으며 주간에 50% 이상으로 침대

또는 의자에서 보내며 간호사가 필요한 상태이며 4 등급은 거동이

불가능하며 누워서 지내는 상태를 말하고, 5 등급은 사망한 상태이다. 

보행상태는 혼자 걷기가 가능한 경우, 부축이 필요한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경우, 침대나 이동용카트를 이용해야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연명의료중단 항목(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투석, 항암제)의 거부 표시 여부,

작성장소(병동, 중환자실, 외래, 응급실), 호스피스 이용 계획 의향,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유무 여부를 조사하였다.

4) 연명치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에 유지하고 있는 치료는 중환자실 입원 상태,

체외순환기를 조사하였고, 호흡기 장비는 인공호흡기,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BiPAP),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

투여법(High Flow Nasal Cannular, HFNC)을 조사하였다. 영양공급은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으로 구분하였고, 침습적 치료는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line, C-line),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를 포함하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치료는 중환자실 입원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투석, 지속적 신대체 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심폐소생술, 수술, 마취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영상의학검사(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 골스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호흡기 장비(인공호흡기,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

고유랑 비강 캐뉼라 산소요법), 영양공급(경장영양, 정맥영양)을 포함하였다.

침습적 치료는 중심정맥관 삽입,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터(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PICC) 삽입,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술,

돼지꼬리형 카테터 삽입을 포함하였으며 수혈(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승압제사용(Norepinephirine, Epinephirine, 

Vasopressin, Dopamin)을 조사하였다. 연명치료의 결과는 사망여부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응급실 방문, 재입원, 중환자실 전동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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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망장소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부터 사망일까지의 일수를

조사하였다.

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에 따른 특성 비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과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특성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연명치료 항목에

대하여 차이를 파악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과

제번호: 2018-1533)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전자 의무기록 승인을

받아 증례기록지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외에 개인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정

보가 기록된 증례기록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난 후 폐기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version 24.0)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그 중 나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과 작성 후 치료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3) 대상자의 연명치료 결과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로 그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부터 사망일까지의 일수는 중앙값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분석은 χ2-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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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482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292명(60.6%), 여자가 190명(39.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62.8세이고 70세 이상이 169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 134명(27.8%), 

50~59세 109명(22.6%), 50세 미만 70명(14.5%)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164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157명(32.9%), 중졸 이하

156명(32.7%)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455명(94.8%)이었고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322명(66.8%)이였으며 비수도권이 160명(33.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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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Female

292(60.6)

190(39.4)

Age(yr) < 50

50~59

60~69

≥ 70

70(14.5)

109(22.6)

134(27.8)

169(35.1)

62.8±14.04

Education

(n=477)

≤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56(32.7)

157(32.9)

164(34.4)

Marital state

(n=480)
Married

Unmarried

455(94.8)

25(5.2)

Residence Metropolitan

Non-metropolitan

322(66.8)

1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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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암 종류는 간암 83명(17.2%), 폐암

80명(16.6%), 췌담도암 70명(14.5%), 림프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을

포함한 혈액암 58명(12.0%), 대장암 41명(8.5%), 위/식도암 34명(7.1%), 

부인과암 30명(6.2%), 비뇨생식기암 28명(5.8%), 유방암 21명(4.4%), 두경부암

14명(2.9%)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23명(4.8%)으로 뇌하수체세포종, 갑상선암,

혈관육종, 뇌종양, 복막암, 교모세포종, 신경내분비종양, 두개인두종,

부신피질암, 원인불명암이 포함되었다. 과거력은 고혈압 186명(38.6%), 당뇨

126명(26.1%), 간염 73명(15.1%), 암 48명(10%), 결핵 38명(7.9%), 

만성폐쇄성질환 16명(3.3%), 관상동맥질환 8명(1.7%), 심부전 4명(0.8%) 

순이었다. 동반질환이 1개인 경우 158명(32.8%), 2개인 경우 152명(31.5%), 

0개인 경우 105명(21.8%), 3개 이상인 경우 59명(13.9%) 순이었으며 찰슨

동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5점 이상인 매우 높음이

238명(49.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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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Diagnosis Head/Neck

Breast

pancreas/Biliary

Liver

Gynecology

Stomach/Esophagus

Lung

Colorectal

Genitourinary

Hematology

Others

14(2.9)

21(4.4)

70(14.5)

83(17.2)

30(6.2)

34(7.1)

80(16.6)

41(8.5)

28(5.8)

58(12.0)

23(4.8)

Past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Tuberculosis

Hepatitis

Cancer

Heart failure

Coronary disease

COPD

186(38.6)

126(26.1)

38(7.9)

73(15.1)

48(10.0)

4(0.8)

8(1.7)

16(3.3)

The number of 

comorbidity

0

1

2

≥ 3

105(21.8)

158(32.8)

152(31.5)

59(13.9)

Charlson comorbidity 

Index

Low (0)

Medium (1~2)

High (3~4)

Very high (≥ 5)

105(21.8)

57(11.8)

82(17.0)

238(49.4)

COPD: Chronic Obstruction Pul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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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주체에 따라 환자가 작성한 대상자는 247명(51.2%), 

가족이 작성한 대상자는 235명(48.8%)이었다. 작성 당시 환자의 상태는

임종과정인 경우 283명(58.7%), 말기상태인 경우 199명(41.3%)이었다. 환자의

의식수준은 명료한 상태가 271명(56.2%), 명료하지 않은 상태가

211명(43.8%)이었다. 환자의 ECOG 활동수준은 4등급이 287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96명(19.9%), 0등급과 1등급 58명(12.0%), 2등급

41명(8.5%)순으로 나타났다. 보행상태는 침대나 이동용 카트를 이용해야하는

경우 297명(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경우 83명(17.2%), 

부축이 필요한 경우 58명(12.0%), 혼자 걷기가 가능한 경우 44명(9.1%) 

순이었다.

연명의료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거부 480명(99.6%), 인공호흡기 거부

441명(91.5%), 혈액 투석 거부 400명(83%)이었으며 항암치료 거부가

272명(56.4%)으로 가장 낮았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작성장소는 중환자실

338명(70.1%)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래 56명(11.6%), 응급실 51명(10.6%), 병동

37명(7.7%) 순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호스피스 이용 계획 의향

여부를 표시한 대상자는 247명 중 226명이었으며 호스피스 이용 계획이 있는

대상자 194명(85.8%), 호스피스 이용 계획이 없는 대상자 32명(14.2%)이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유무를 알 수 있었던 대상자는 482명 중 73명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5명(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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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cision maker Patient

Family

247(51.2)

235(48.8)

Patient’s state End of stage

In dying process

199(41.3)

283(58.7)

Level of Consciousness Alert

Unalert

271(56.2)

211(43.8)

ECOG performance status 0,1

2

3

4

58(12.0)

41(8.5)

96(19.9)

287(59.6)

Ambulation Walking without assist

Walking with assist

Wheelchair

Stretcher car

44(9.1)

58(12.1)

83(17.2)

297(61.6)

Refused treatment on POLST CPCR

Ventilator

Hemodialysis

Chemotherapy

480(99.6)

441(91.5)

400(83.0)

272(56.4)

Place where POLST were 

written

Ward

Intesive care unit

Outpatient department

Emergency room

37(7.7)

338(70.1)

56(11.6)

51(10.6)

Patient intent on hospice 

care (n=226)

Yes

No

194(85.8)

32(14.2)

Advance Directives

(n=73)

Yes

No

5(6.8)

68(93.2)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ECOG=Eastern cooperative 



21

oncology group; CPCR=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3. 대상자의 연명치료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의 연명치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의 연명치료 항목은 Table 4와 같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대상자는 56명(11.6%), 체외순환기 치료중인 대상자는

4명(0.8%)이었고 인공호흡기 적용중인 대상자 47명(9.8%),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 중인 대상자 1명(0.2%), 고유량 비강내 산소 장치 적용중인

대상자 13명(2.7%)이었다. 경장영양공급 중인 환자 31명(6.4%), 정맥영양

공급중인 환자 227명(47.1%),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터를 제외한 중심정맥관

유지중인 대상자 118명(24.5%),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술 유지중인 대상자

20명(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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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sustaining Treatment when writing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reatment Care in the ICU

ECMO

56(11.6)

4(0.8)

Respiratory

devices

Ventilator

BiPAP

HFNC

47(9.8)

1(0.2)

13(2.7)

Nutrition Enteral feeding

Parenteral TPN or PPN

31(6.4)

227(47.1)

Invasive procedure C-line insertion

PTBD

118(24.5)

20(4.1)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BIPAP=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HFNC=High flow nasal cannular;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PPN=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 PTBD=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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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시행한 연명치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시행한 연명치료는 Table 5와 같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치료를 살펴보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대상자 6명(1.2%), 항암치료를

받은 대상자 33명(6.8%), 방사선 치료를 받은 대상자 7명(1.5%), 혈액투석은

5명(1.0%), 지속적 신대체 요법 1명(0.2%), 수술 3명(0.6%), 마취3명(0.6%) 

이었다. 대상자의 치료나 평가목적으로 시행한 영상의학검사를 살펴보면,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87명(18%),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19명(3.9%),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ET/CT) 6명(1.2%), 골스캔(Bone scintigraphy, 

Bone scan) 4명(0.8%),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praphy, ERCP) 9명(1.9%)이었다. 호흡기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적용한 대상자 3명(0.6%),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 3명(0.6%), 고유량

비강내 산소 장치 적용 23명(4.8%)이었다. 영양을 살펴보면 경장영양공급

대상자 39명(8.1%)에 비해 정맥영양공급 대상자는 269명(55.8%)으로 많았다.

침습적 치료는 중심정맥관 삽입 4명(0.8%),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 44명(9.1%),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 16명(3.3%), 돼지꼬리형 카테터 삽입 11명(2.3%)이었다.

수혈은 총 137명(28.4%)이 받았으며 농축 적혈구 107명(22.2%), 농축 혈소판

66명(13.7%), 신선동결혈장 39명(8.1%), 동결침전제제 7명(1.5%)이었으며

승압제 투약은 총 43명(8.9%)으로 Norepinephirine 31명(6.4%), Epinephirine 

16명(3.3%), Vasopressin 13명(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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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fe-sustaining Treatment after write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reatment Care in the ICU

Chemotherapy

Radiotherapy

Hemodialysis

CRRT

CPCR

Operation

Anesthesia

6(1.2)

33(6.8)

7(1.5)

5(1.0)

3(0.6)

1(0.2)

3(0.6)

3(0.6)

Radiologic

Evaluation

CT

MRI

PET/CT

Bone scan

ERCP

87(18.0)

19(3.9)

6(1.2)

4(0.8)

9(1.9)

Respiratory

devices

Ventilator

BIPAP

HFNC

3(0.6)

3(0.6)

23(4.8)

Nutrition Enteral feeding

Parenteral TPN or PPN

39(8.1)

269(55.8)

Invasive procedure C-line insertion

PICC

PTBD

Pigtail insertion

4(0.8)

44(9.1)

16(3.3)

11(2.3)

Transfusion Total 13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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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RBC

Platelet

FFP

cryoprecipitate

107(22.2)

66(13.7)

39(8.1)

7(1.5)

Medication Inotropic agents

Norepinephirine

Epinephirine

Vasopressin

Dopamin

43(8.9)

31(6.4)

16(3.3)

13(2.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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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연명치료결과

1) 연명치료결과

연명치료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망은 474명(98.3%), 생존은 8명(1.7%)이었다. 추가 방문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작성한 시점에서 입원기간동안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 환자 52명 중 본

연구기관 응급실 방문은 43명(86.0%), 재입원은 1명(2.0%) 이었으며

응급실방문을 포함한 재입원 4명(8.0%), 응급실방문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동

대상자는 2명(4.0%)이었다. 사망장소는 본 연구기관에서 사망이 확인되어

장소를 알 수 있는 환자 수 242명 중 병동 191명(79.0%), 중환자실 48명(19.8%), 

본원 응급실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부터

사망일까지의 중앙값은 9일이었고 가장 긴 시간은 423일 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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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fe-sustaining Treatment Results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dian(range)

Survival status Survival

Death

8(1.7)

474(98.3)

Type of Follow up

(n=50)

ER only

OPD and Re-admission

Both ER and re-admission

Both ER and transfer to 

ICU

43(86.0)

1(2.0)

4(8.0)

2(4.0)

Place of death

(n=242)

Ward

ER

ICU

191(79.0)

3(1.2)

48(19.8)

The days from POLST to 

death(n=474)

34.09(66.23)

9(0~423)

ER=Emergency Room; OPD=Out Patient Department; ICU=Intensive Care Unit: 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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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거부 표시한 항목과 실제 이행된 치료의 차이

연명의료계획서 4가지 거부 항목 중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대상자는

480명(99.6%)이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부한 대상자는 441명(91.5%), 

거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41명(8.5%)이었으며 혈액 투석치료를 거부한 대상자는

400명(83.0%), 거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82명(17.0%)이었다. 4가지 항목 중

항암치료를 거부한 대상자는 272명(56.4%)으로 가장 낮았으며 항암치료를

거부한 대상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항암치료를 시행한 대상자는

8명(2.9%)으로 가장 높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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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screpancy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the Patients 

have refused and actually given or not given before Death          (N=482)

Categories

   Variables

Total

n(%)

Treated

n(%)

Not treated

n(%)

CPCR

   Refused

   Not refused

480(99.6)

2(0.4)

0(0.0)

1(50.0)

480(100.0)

1(50.0)

Ventilator

   Refused

   Not refused

441(91.5)

41(8.5)

2(0.5)

1(2.4)

439(99.5)

40(97.6)

Hemodialysis

   Refused

   Not refused

400(83.0)

82(17.0)

3(0.8)

2(2.4)

397(99.2)

80(97.6)

Chemotherapy

    Refused

    Not refused

272(56.4)

210(43.6)

8(2.9)

25(11.9)

264(97.1)

18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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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특성 비교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평균 연령은 환자가 작성한 군은 60.3±12.58세, 가족이 작성한 그룹은

65.6±14.99세로 나타났다(χ²=4.19, p<.001). 교육 정도는 환자가 작성한

군은 중졸 이하 23.5%, 고졸 38.9%, 대졸이상 36.8%이며, 가족이 작성한 군은

중졸 이하 41.7%, 고졸 26%, 대졸이상 31.1%이었다(χ²=19.70, p<.001) 결혼

상태는 두 군의 90% 이상이 기혼자였으며 차이는 없었다. 거주지는 두 군 모두

수도권 66.8%, 비수도권 33.2%이었다(χ²<.001, p=.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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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ased on Decision Maker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82)

Decision maker

t or χ²

(p)

Patient

(N=247)

Family

(N=235)

n(%) or 

M±SD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Female

292(60.6)

190(39.4)

148(59.9)

99(40.1)

144(61.3)

91(38.7)

0.09

(.76)

Age

< 50

50~59

60~69

≥ 70

70(14.5)

109(22.6)

134(27.8)

169(35.1)

62.84±

14.04

42(17.0)

73(29.6)

74(30.0)

58(23.5)

60.3±

12.58

28(11.9)

36(15.3)

60(25.5)

111(47.2)

65.6±

14.99

33.33

(<.001)

4.19

(<.001)

Education

(n=477)

≤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56(32.7)

157(32.9)

164(34.4)

58(23.5)

96(38.9)

91(36.8)

98(41.7)

61(26.0)

73(31.1)

19.70

(<.001)†

Marital

State

(n=480)

Married

Unmarried

455(94.8)

25(5.2)

236(96.3)

9(3.7)

219(93.2)

16(6.8)

2.39

(.122)

Residence
Metropolitan

Non-metropolitan

322(66.8)

160(33.2)

165(66.8)

82(33.2)

157(66.8)

78(33.2)

<.001

(.999)

† 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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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임상적 특성 비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임상적 특성 비교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진단명은 환자가 작성한 군은 간암 17.8%, 폐암

14.2%, 대장암 13.8%, 췌담도암 12.1%, 부인과암 10.5%, 위/식도암 9.3%, 

혈액암 5.7%, 유방암 4.9%, 비뇨생식기암 4.5%, 두경부암과 기타암 3.6% 

순이었고, 가족이 작성한 군은 폐암 19.1%, 혈액암(림프종,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18.7%, 췌담도암 17.0%, 간암 16.6%, 비뇨생식기암 7.2%, 

기타암(뇌하수체세포종, 갑상선암, 혈관육종, 뇌종양, 복막암, 교모세포종,

신경내분비종양, 두개인두종, 부신피질암, 원인불명암)6.0%, 위/식도암 4.7%, 

유방암 3.8%, 대장암 3.0%, 두경부암 2.1%, 부인과암 1.7% 순이었다(χ²=60.33, 

p<.001). 동반질환 개수는 환자가 작성한 군은 1개 40.1%로 가장 많았고, 0개

36%, 2개 19.8%, 3개 이상 4.0% 순이었으며 가족이 작성한 군은 2개 43.8%, 1개

25%, 3개 이상 24.3%, 0개 6.8% 순이었다(χ²=112.8, p<.001). 찰슨

동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는 환자가 작성한 군은 낮음(0점)

36.0%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작성한 군은 매우 높음(5점 이상) 69.4%로 가장

많았다(χ²=90.16, p<.00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환자의 상태는 환자가

작성한 군은 말기 상태 80.6% 였고 가족이 작성한 군은 임종기 상태 100% 로

나타났다(χ²=322.47, p<.001). ECOG 활동수준은 환자가 작성한 군은 4등급

35.6%, 가족이 작성한 군은 4등급 84.7%였다(χ²=134.91, p<.001). 보행상태는

두 군 모두 침대나 이동용카트를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환자가

작성한 군은 38.9%였으며 가족이 작성한 군은 85.5%로 조사되었다(χ²=138.46, 

p<.001).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장소는 환자가 작성한 군은 중환자실 74.9%, 

병동 15.0%, 응급실 8.5%, 외래 1.6% 순이었으며 가족이 작성한 군은 중환자실

65.1%, 외래 22.1%, 응급실 12.8% 였으며 병동에서 작성한 대상자는 없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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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두 중환자실에서 작성한 비율이 높았다(χ²=82.51, p<.001).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482명 중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73명으로

환자가 작성한 군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 58.3%,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 41.7% 였으며 가족이 작성한 군은 100%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연명의료계획서 거절 항목은 환자가 작성한 군은 심폐소생술

거부 100%, 인공호흡기 거부 98.8%, 혈액 투석 거부 83.4%, 항암치료 거부 56.3% 

순이었으며 가족이 작성한 군은 심폐소생술 거부 99.1%, 인공호흡기 거부 83.8%, 

혈액 투석 거부 82.6%, 항암치료 거부 56.6% 순으로 두 군 모두 항암치료

거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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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Decision Maker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82)

Decision maker

t or χ²

(p)

Patient

(N=247)

Family

(N=235)

n(%) or 

M±SD

n(%) or 

M±SD

n(%) or 

M±SD

Diagnosis

Head/Neck

Breast

pancreas/Biliary

Liver

Gynecology

Esophagus/Stomach

Lung

Colorectal

Genitourinary

Hematology

Others

14(2.9)

21(4.4)

70(14.5)

83(17.2)

30(6.2)

34(7.1)

80(16.6)

41(8.5)

28(5.8)

58(12.0)

23(4.8)

9(3.6)

12(4.9)

30(12.1)

44(17.8)

26(10.5)

23(9.3)

35(14.2)

34(13.8)

11(4.5)

14(5.7)

9(3.6)

5(2.1)

9(3.8)

40(17.0)

39(16.6)

4(1.7)

11(4.7)

45(19.1)

7(3.0)

17(7.2)

44(18.7)

14(6.0)

60.33

(<.001)

The

number of

comorbidity

0

1

2

≥ 3

105(21.8)

158(32.8)

152(31.5)

67(13.9)

89(36.0)

99(40.1)

49(19.8)

10(4.0)

16(6.8)

59(25.1)

104(43.8)

57(24.3)

112.80

(<.001)

Charlson 

comorbidity 

Index

Low (0)

Medium (1~2)

High (3~4)

Very high (≥ 5)

105(21.8)

57(11.8)

82(17.0)

238(49.4)

89(36.0)

38(15.4)

45(18.2)

75(30.4)

16(6.8)

19(8.1)

37(15.7)

163(69.4)

90.16

(<.001)

Patient's

State

End of stage

In dying process

199(41.3)

283(58.7)

199(80.6)

48(19.4)

0(0.0)

235(100)
322.47

(<.001)

Level of

consciousness

Alert

Unalert

271(56.2)

211(43.8)

223(90.3)

24(9.7)

48(20.4)

187(79.6)

238.78

(<.001)



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82)

Decision maker

t or χ²

(p)

Patient

(N=247)

Family

(N=235)

n(%) or 

M±SD

n(%) or 

M±SD

n(%) or 

M±SD

ECOG

Performance 

status

0,1

2

3

4

58(12.0)

41(8.5)

96(19.9)

287(59.6)

56(22.7)

38(15.4)

65(26.3)

88(35.6)

2(0.9)

3(1.3)

31(13.2)

199(84.7)

134.91

(<.001)

Ambulation

Without assist

With assist

Wheelchair

Stretcher car

44(9.1)

58(12.1)

83(17.2)

297(61.6)

44(17.8)

57(23.1)

50(20.2)

96(38.9)

0(0.0)

1(0.4)

33(14.0)

201(85.5)

138.46

(<.001)

Place where

POLST were

written

Ward

ICU

Outpatient

ER

37(7.7)

338(70.1)

56(11.6)

51(10.6)

37(15.0)

185(74.9)

4(1.6)

21(8.5)

0(0.0)

153(65.1)

52(22.1)

30(12.8)

82.51

(<.001)

Advance

Directive

(n=73)

Yes

No

5(6.8)

68(93.2)

5(41.7)

7(58.3)

0(0.0)

61(100) (<.001)†

Refused

treatment on 

POLST

CPCR

Yes

No

Ventilator

Yes

No

Hemodialysis

Yes

No

Chemotherapy

Yes

No

480(99.6)

2(0.4)

441(91.5)

41(8.5)

400(83.0)

82(17.0)

272(56.4)

210(43.6)

247(100)

0(0)

244(98.8)

3(1.2)

206(83.4)

41(16.6)

139(56.3)

108(43.7)

233(99.1)

2(0.9)

197(83.8)

38(16.2)

194(82.6)

41(17.4)

133(56.6)

102(43.4)

(.237)†

34.61

(<.001)

0.06

(.804)

0.01

(.943)

† 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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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연명치료 비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연명치료에 대한

비교 결과는 Table10과 같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추가된 영양공급의 경우

경장영양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7명(2.8%),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32명(13.6%)으로 나타났다(χ²=18.83, p<.001). 정맥영양의 경우 환자가

작성한 군 113명(45.7%), 가족이 작성한 군 156명(66.4%)이었다(χ²=20.79, 

p<.001). 수혈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49명(19.8%)이었고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88명(37.4%)으로 나타났다(χ²=18.35, p<.001). 승압제가 추가로

투약된 경우는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4명(1.6%),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39명(16.6%)인 것으로 나타났다(χ²=33.24, p<.001).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는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3명(1.2%)이었고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도 3명(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p>.999) 항암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작성한 군은  18명(7.3%), 가족이 작성한 군

15명(6.4%)인 것으로 나타났다(p=.694). 방사선 치료는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3명(1.2%),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4명(1.7%)인 것으로 나타났고(p=.718), 혈액

투석 치료는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4명(1.6%),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1명(0.4%) 

이 시행하였다(p=.373). 지속적 신대체 요법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1명(0.4%),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2명(0.9%)이었으며(p=.615) 심폐소생술의 경우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0명(0%),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1명(0.4%) 시행하였다(p=.488). 

수술과 마취의 경우는 환자가 작성한 군 1명(0.4%), 가족이 작성한 군

2명(0.9%)로 동일 하였다(p=.615). 영상의학과 검사의 경우 CT는 환자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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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49명(19.8%),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38명(16.2%)이었으며(p>.999) MRI는

환자가 작성한 군 10명(4%), 가족이 작성한 군 9명(3.8%)이었다(p=.902). 

PET/CT는 환자가 작성한 군 5명(2%), 가족이 작성한 군 1명(0.4%)으로

나타났고(p=.217), Bone scan은 환자가 작성한 군 1명(0.4%), 가족이 작성한 군

3명(1.3%)이었으며 ERCP는 환자가 작성한 군 5명(2%), 가족이 작성한 군

4명(1.7%)이었다. 호흡기 장비 적용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작성한 군 1명(0.4%), 가족이 작성한 군 2명(0.9%)이었으며(p=.615).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0명(0%),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3명(1.3%)이었다(p=.115).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 투여법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15명(6.1%),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8명(3.4%)으로 나타났다(p=.170). 

침습적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의 경우 환자가 작성한 군 3명(1.2%), 가족이

작성한 군 1명(0.4%)이었고(p=.624),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24명(9.7%), 가족이 작성한 군에서 20명(8.5%)이었으며 경간

담도 배액관 삽입술은 환자가 작성한 군에서 9명(3.6%), 가족이 작성한 군

7명(3.0%)이었다. 돼지꼬리형 카테터 삽입술의 경우에도 환자가 작성한 군

2명(0.8%), 가족이 작성한 군 9명(3.8%)이었다(p=.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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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Decision Maker   

(n=4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82)

Decision maker

t or χ²

(p)

Patient

(N=247)

Family

(N=235)

n(%) n(%) n(%)

Treatment

Care in the ICU

Yes

No

Chemotherapy

Yes

No

Radiotherapy

Yes

No

Hemodialysis

Yes

No

CRRT

Yes

No

CPCR

Yes

No

Operation

Yes

No

Anesthesia

Yes

No

6(1.2)

476(98.8)

33(6.8)

449(93.2)

7(1.5)

475(98.5)

5(1.0)

477(99.0)

3(0.6)

479(99.4)

3(0.6)

479(99.4)

3(0.6)

479(99.4)

3(0.6)

479(99.4)

3(1.2)

244(98.8)

18(7.3)

229(92.7)

3(1.2)

244(98.8)

4(1.6)

243(98.4)

1(0.4)

246(99.6)

0(0.0)

247(100.0)

1(0.4)

246(99.6)

1(0.4)

246(99.6)

3(1.3)

232(98.7)

15(6.4)

220(93.6)

4(1.7)

231(98.3)

1(0.4)

234(99.6)

2(0.9)

233(99.1)

1(0.4)

234(99.6)

2(0.9)

233(99.1)

2(0.9)

233(99.1)

(>.999)†

0.15

(.694)

(.718)†

(.373)†

(.615)†

(.488)†

(.615)†

(.615)
*

Radiologic

Evaluation

CT

Yes

No

MRI

Yes

87(18.0)

395(82.0)

19(3.9)

49(19.8)

198(80.2)

10(4.0)

38(16.2)

197(83.8)

9(3.8)

(>.99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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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82)

Decision maker

t or χ²

(p)

Patient

(N=247)

Family

(N=235)

n(%) n(%) n(%)

No

PET/CT

Yes

No

Bone scan

Yes

No

ERCP

Yes

No

463(96.1)

6(1.2)

476(98.8)

4(0.8)

478(99.2)

9(1.9)

473(98.1)

237(96.0)

5(2.0)

242(98.0)

1(0.4)

246(99.6)

5(2.0)

242(98.0)

226(96.2)

1(0.4)

234(99.6)

3(1.3)

232(98.7)

4(1.7)

231(98.3)

(.902)

(.217)†

(.361)†

(>.999)†

Respiratory

devices

Ventilator

Yes

No

BIPAP

Yes

No

HFNC

Yes

No

3(0.6)

479(99.4)

3(0.6)

479(99.4)

23(4.8)

459(95.2)

1(0.4)

246(99.6)

0(0.0)

247(100.0)

15(6.1)

232(93.9)

2(0.9)

233(99.1)

3(1.3)

232(98.7)

8(3.4)

227(96.6)

(.615)†

(.115)†

1.89

(.17)

Nutrition

Enteral feeding

Yes

No

Parenteral 

TPN/PPN

Yes

No

39(8.1)

443(91.9)

269(55.8)

213(44.2)

7(2.8)

240(97.2)

113(45.7)

134(54.3)

32(12.6)

203(86.4)

156(66.4)

79(33.6)

18.83

(<.001)

20.79

(<.001)

Invasive 

procedure

C-line insertion

Yes

No

PICC

Yes

No

PTBD

Yes

No

Pigtail insertion

Yes

No

4(0.8)

478(99.2)

44(9.1)

438(90.9)

16(3.3)

466(96.7)

11(2.3)

471(97.7)

3(1.2)

244(98.8)

24(9.7)

223(90.3)

9(3.6)

238(96.4)

2(0.8)

245(99.2)

1(0.4)

234(99.6)

20(8.5)

215(91.5)

7(3.0)

228(97.0)

9(3.8)

226(96.2)

(.624)†

0.21

(.646)

0.17

(.684)

4.93

(.027)

Transfusion
Yes

No

137(28.4)

345(71.6)

49(19.8)

198(80.2)

88(37.4)

147(62.6)

18.3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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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82)

Decision maker

t or χ²

(p)

Patient

(N=247)

Family

(N=235)

n(%) n(%) n(%)

Medication

Inotropic agents

Yes

No

43(8.9)

439(91.1)

4(1.6)

243(98.4)

39(16.6)

196(83.4)

33.24

(<.001)

† Fisher exact test

Ⅴ. 논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결정을 한 말기

암환자의 특성, 연명의료 실태, 연명의료계획서의 주체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고

자 함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제 2조 2, 3 항에 따라 말기 환자로 정의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중 암에 해당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590 명 중 482 명(81.7%)이었으며 2019 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임종과정 환자의 질환분포자료에 의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

암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암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직까지 비암질환까지 확대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비암질환에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함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연구 결과 말기 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은 남성이 293 명(60.5%)이 여성

191 명(39.5%)에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는 62.8 세로 An 등(2019)의

연구에서 평균 66 세인 것과 유사하였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 321 명(67.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2019)의

연구에서 고졸 이상 60.4%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높은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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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였다. 이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이해정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되며 교육정도가 낮은 대상자들에게 홍보와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암 종류는 간암 83명(17.2%), 폐암 80명(16.6%), 췌담도암 70명

(14.5%)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An 등(2019)의 연구에서 간췌담도암 88명(26.2%), 

폐암 78명(23.2%), 소화기암 67명(19.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암과 췌담

도암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결과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Kim 등

(2019)의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환자 101명 중 유방암 환자 33명(32.7%), 소화기

암환자 27명(26.7%), 전립선암 22명(21.8%)순으로 나타나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 중 찰슨 동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5

점 이상인 매우 높음이 238명(49.4%)으로 가장 많았다. Woo 등(2010)의 연구에

서 암환자에게 동반질환은 치료 및 예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진단, 치

료 및 추후 관리 등 암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항목 중 항암제 투여를 거부하지 않은 환자 수는

482명 중 210명(43.6%)으로 4가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본 연구

에서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이력 등을 조사하지는 못하였지만 항암제는 주

사제나 경구용도 있어 심폐소생술이나 투석, 인공호흡기 사용보다는 비교적 쉽

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로 환자나 가족이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Temel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조기에 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항

암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삶의 질, 우울증상에 나은 결과를 보고하여서 추후 연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

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게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47명

(51.2%), 가족이 작성한 경우는 235명(48.8%)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서 차이

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무기록을 통한 자료수집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족이 작성한 이유에 대

해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

과에서 482명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를 제외한 73명 중

68명(93.2%)이 사전의료의향서를 미작성한 상태였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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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병동의 말기 암환자 및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한 논문에서 환자 97%, 의사 39.2%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2019년 5월까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406명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Heath and 

Welfare, 2019). 이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우리 의료현장에서 아직은 매우 낯선 것을 증명해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

요함을 말해준다(Sun et al., 2009).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가 발표한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서비

스 이용률은 약 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결

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194명(85.8%)에서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본 연구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유무를 알 수 있는 대상자 73명 중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5명(6.8%)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전의료의향서의 낮은 작성비율을 고려하여 사전의

료의향서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에 대한 추가 연구와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장소는 338명(70.1%)이 중환자실

에서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사망일까지

의 일수를 확인한 결과로 0~423일로 조사되었지만 중앙값은 9일로 수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와 대부분 일치하

지 않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이 늦어짐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2019년 국

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상당수는 임종 가능성을 3개월 이전에 알기 원하나(65.0%), 실제 정보제공은 임

종 수일 전(62.0%) 또는 당일(15.0%)에 이루어 진다고 조사되었으며 Morris 등

(1986)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말기 암환자들은 사망 1~3주 사이에 전신상태가 빠

르게 악화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잔여 생존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 대상자가 다른 질환에 비해 생존기간이 예측 가능한 말기 암환자임을

고려할 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이 앞당겨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Kang과 Park (2016)의 연구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DNR 동의

서 작성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시간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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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치료 항목 4가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치료에 대해 인공호흡기 적용 거부의사를 표시한 대상자 442명

중 2명은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고, 혈액 투석치료 거부의사를 표시한 400명 중

3명은 혈액 투석치료를 추가하였으며 항암치료 거부의사를 표현한 272명 중 8명

은 항암치료를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지만

번복하는 태도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계

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환

자나 가족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3월 개정

후 4가지 외에도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다른 시술도 포함되었는

데 추가된 연명치료와 관련해서는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 가족의 결정보다 의

료진의 결정이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 보호자, 의료진 견해의

일치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망장소 확인이 가능했던 242명 중 병동 191명(79.0%), 중환자

실 48명(19.8%), 응급실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임종 돌봄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당

시 나이, 교육정도, 암의 종류, 동반질환 개수, 찰슨 동반 지수, 환자의 상태,

의식수준, ECOG 활동수준, 보행상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장소, 사전의료의향

서 작성 유무, 연명의료계획서 거부 항목 중 인공호흡기 적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환자가 작성한 그룹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환자의 의

식수준이 명료한 상태인 경우 223명(90.3%)으로 높았으며 가족이 작성한 그룹은

명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187명(79.6%)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임종

에 가까워 오면 환자와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가족의 역

할이 중요해짐을 보여준다. 전자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조사연구방법으로 인

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대상자의 정확한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제

한점이 있었지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의식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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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추가한 연명치료 항목 중 영양공급, 수혈, 

승압제 사용은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족이 작성한 군이 환자가 작성한 군보다 많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양공급, 수혈, 승압제 사용은 다

른 연명치료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

어 선택하기 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Rothchild(1994)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의지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 항생제, 수액, 영양 등에 대한 선호도를 미리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Kim(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대신하여 내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치

료결정에 대한 후회는 높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

한 확신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결정에 참여

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2015년 전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죽음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8위로서 대만, 미국, 싱가폴, 일본보다 낮지만

2010년 발표된 32위에서 18위로 올랐다. 이는 국가보건서비스가 완화의료를 폭

넓게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만 시민사회에 강력한 호스

피스 운동이 존재한다는 점도 있었다(Chol, 2016). 의료진들은 사망과정의 불필

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기 환자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명치료를 중단 결정 과정은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

여야 한다(Koh, 2017). 또한,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심리 상태이여야한다(Park, 2018).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초기 6개월 동안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환자나 가족의 연명의료결

정법에 대한 인식,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후향적 조사로 전자의무기록을 바탕을 하였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

의 구체적인 과정과 이유에 대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말기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관련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연명의료계획

서 작성 주체에 따른 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 것에 있다. 향후 본 연구가 앞으

로 연명의료결정법의 보완점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며 죽음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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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연명의료결정과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을 한 말기 암환자의 특성과 실제 시행되는 연명치료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특성을 인식하여

연명의료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낮은 말기

암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가족, 

의료진과 함께 자신의 중증질환의 치료에 대해 자발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인 사전돌봄계획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기 위함이다.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는 총 482명으로 남성이 60.6%, 여성이 39.4% 이었

으며, 평균 나이는 62.8(±14.04)세였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67.3%가 고졸이

상 이었으며 결혼상태는 94.8%가 기혼이었다. 대상자의 암종류는 간암 17.2%, 

폐암 16.6%, 췌담도암 14.5% 였으며, 과거력은 고혈압 38.6%, 당뇨 26.1% 순이

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본인 247명(51.2%), 가족 235명(48.8%)이었으며,

환자의 의식수준은 명료한 상태 271명(56.2%)이었다. ECOG 활동수준은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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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장소는 중환자실 338

명(70.1%)으로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227명 중 194

명(85.8%) 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73명 중 5명(6.8%)이었

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대상자는 56명(11.6%)이었

으며 체외순환기 적용중인 대상자 4명(0.8%), 인공호흡기 적용 47명(9.8%), 양

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 1명(0.2%), 고유량 비강내 산소 장치 적용 13명(2.7

명), 경장영양 31명(6.4%), 정맥영양 227명(47.1%).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러

를 제외한 중심정맥관 유지중인 대상자 118명(24.5%),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술

유지중인 대상자 20명(4.1%)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대상자 6명(1.2%), 항암치료 33명(6.8%), 방사선치료 7명(1.5%), 혈액 투

석 5명(1.0%), 지속적 신대체 요법 1명(0.2%), 수술 3명(0.6%), 마취 3명(0.6%)

이었으며 영상의학검사는 CT 87명(18.0%), MRI 19명(3.9%), PET/CT 6명(1.2%), 

Bone scan 4명(0.8%), ERCP 9명(1.9%)이었다. 호흡기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적용

3명(0.6%), 양방향 기도 양압치료 적용 3명(0.6%). 고유량 비강내 산소 장치 적

용 23명(4.8%)이었으며 침습적 치료는 중심정맥관 삽입 4명(0.8%),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44명(9.1%).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 16명(3.3%), 돼지 꼬

리형 카테터 삽입 11명(2.3%)이었다. 수혈은 총 137명(28.4%)이었으며 승압제

투약은 43명(8.9%)이었다.

연명치료의 결과 사망은 476명(98.3%), 생존은 8명(1.7%)이었다. 사망장소는

본 연구기관에서 사망이 확인되어 장소를 알 수 있는 환자 242명 중 병동 191명

(79.0%)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부터 사망일까지의 중앙값은 9일이었고

가장 긴 시간은 423일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의 나이, 교육정도, 암의 종류, 동반질환 개수, 찰슨 동반 지수, 환자

의 상태, 의식수준, ECOG 활동수준, 보행상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장소, 사전

의료의향서 작성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

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추가한 연명치료 항목 중 영양공급, 수혈, 승압제 사용은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족이 작성한 군이 환자가 작성한 군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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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말기 암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의료선택의 일치 및 실제로 이행되

는 연명치료와 비교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과 작성 주체에 따른 입원기간과 입원비용 차

이의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주체, 작성 장소, 연명

치료 선택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장애요인 분석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시

행된 이후로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도덕적 스트레스의 변화를 파악해

보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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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decided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current state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depending on who completes th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Medical Decision Law.

The subjects were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filled out the POLST at a 

high-level general hospital in Seoul between May 11 and August 31, 2018. The 

researcher collected their data retrospectively using their case report 

form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version 24.0) with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First, the subjects were 482 patients, 60.6% and 39.4% of which were men 

and women, respectively. Their average age was 62.8 (±14.04).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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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education, 67.3% of the subjects had completed high school or 

higher-level education. In addition, 94.8% of the subjects were married. 

Regarding the types of cancer, liver cancer, lung cancer, and 

pancreatobiliary cancer accounted for 17.2%, 16.6%, and 14.5%, respectively. 

The subjects’ most common previous diseases were high blood pressure (38.6%) 

and diabetes (26.1%).

Second, those who completed the POLST consisted of 247 patients (51.2%) 

and 235 family members (48.8%). In terms of the patients’ levels of 

consciousness, 271 patients had a clear consciousness (56.2%) and 211 

patients had a dim consciousness (43.8%). In terms of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Performance Status (PS), PS 4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287 patients (59.5%), and the most common place for completing the 

POLST was the intensive care unit at 338 cases (70.1%). Moreover, 194 (85.8%) 

of the 227 patients were willing to use hospice care and 5 (6.8%) of the 73 

patients wrote advance directives.  

Third, 56 patients (11.6%) were in the intensive care unit when filling 

out the POLST, which consisted of 4 patients with extracorporeal circulators 

(0.8%), 47 patients with respirators (9.8%), 1 patient in bidirectional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0.2%), 13 patients with high flow nasal 

cannulas (2.7%), 31 patients on enteral nutrition (6.4%), 227 patients on 

parenteral nutrition (47.1%), 118 patients who maintained central venous 

catheters except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24.5%), and 20 

patients who maintaine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4.1%). 

Four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OLST, 6 patients (1.2%), 33 patients 

(6.8%), and 7 patients (1.5%) received intensive care, anticancer treatments, 

and radiotherapy, respectively. Moreover, 5 patients (1.0%), 1 patient 

(0.2%), 3 patients (0.6%), and 3 patients (0.6%) underwent hemodialysis,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surgery, and anesthesia,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atients who underwent imaging tests comprised 87 patients 

(18.0%) with computerized tomography (CT), 19 patients (3.9%) with 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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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nce imaging (MRI), 6 patients (1.2%) with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4 patients (0.8%) with bone scans, and 9 patients (1.9%) with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For respiratory equipment, 

respirators were used for 3 patients (0.6%), bidirectional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was performed on 3 patients (0.6%), and high flow nasal 

cannulas were used for 23 patients (4.8%). In terms of invasive treatments, 

central venous catheters were inserted into 4 patients (0.8%),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into 44 patients (9.1%),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catheters into 16 patients (3.3%), and pig-

tail catheters into 11 patients (2.3%). In addition, blood was transfused 

into 137 patients (28.4%) and arteriopressors were administered to 43 

patients (8.9%). 

Fifth, life-sustaining treatments resulted in the death of 476 patients 

(98.3%) and the survival of 8 patients (1.7%).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atterns of additional visits showed tha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OLST, of the 52 patients excluding those who died immediately after their 

hospitalization, 43 patients (86.0%) visited the hospital’s intensive care 

unit and 1 patient (2%) was readmitted to the hospital after ambulatory care. 

Moreover, 4 patients (8.0%) were readmitted to the hospital, including their

visits to the emergency room, and 2 patients (4.0%) were transferr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including their visits to the emergency room. Of the 

242 patients whose places of death were known because their deaths were 

confirmed by our research center, 191 patients (79.0%) died in their wards, 

followed by 47 patients (19.8%)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d 3 patients 

(1.2%) in the emergency room. The median value from the time of completing 

the POLST to death was 9 days and the longest duration was 423 days. Of the 

442 patients who had refused to wear a respirator as to the treatment methods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spirators, hemodialysis, and anticancer 

treatments in the POLST, 2 patients were put on a respirator. Of the 400 

patients who had refused hemodialysis, 3 patients additionally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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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dialysis. In addition, 8 of the 272 patients who had refused anticancer 

treatments additionally underwent anticancer treatments. 

Sixth, depending on the person who completed the POL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t the time when filling out the POLST 

in the patients’ age, level of education, type of cancer, number of 

accompanying diseases, Charlson comorbidity index, medical condition, level 

of consciousness, ECOG Performance Status, gait, place of completing the 

POLST, and whether or not to write advance directives.

Seventh, among the additional life-sustaining treatment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OLST, the group of patients whose POLST was completed by 

their family members used nutrition, blood transfusion, and arteriopressors 

more frequently than the group of patients who completed the POLST on their 

own.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point to the importance of proper tim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o respect their 

self-determination when filling out the POLST. To make the best choice for 

patients, a full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diseases, prognoses, and later 

life-sustaining treatments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is also 

required along with ongoing consultations with their medical teams. Moreover, 

to prevent patients from undergo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s simply to complete the POLST, all parties concerned 

should be open to a range of possibilities, thereby continuing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Medical Decision Law and using the law as 

applicable guidelines in point of care.

Keyword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Termin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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