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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연

명의료결정법의 도입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및 보류할 수 있는 환자의 자

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이

용이 감소하고, 연명의료를 위한 중환자실 입실과 재원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임종 직전 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

료결정법 도입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작성의 다면적 관련요인을 파악하

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

치는 영향을 입원진료비, 재원기간, 중환자실 임종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2월 4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에서 사망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과 연명의료계획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에는 암 진단이 있었으며, 진료과는

내과계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작성 시점은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계획서를 보다 사전에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입원진료비 감소 및 중환자실 임종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과 입원진료비, 중환자실

임종 여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을

유보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와 중환자실 임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주체가 환자 가족인 경우 입원진료비와 중환자실 임종, 재원 기간은 모

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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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도입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

성의 현황과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은 제도

도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에 임박하여 작

성되고 있었으며,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비율보다 가족에 의해 작

성되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족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직접 작성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연명의료계

획서 작성에는 환자 요인만큼 진료과 유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

었다.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해야 효의 역할을 다 한다는 유교적 문화

때문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입원진료비, 중

환자실 임종, 재원 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기관의 특성과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지식과 태도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사망 전 의료이용

학 번 : 2017-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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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경제발전과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건강 수명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었다. 또한 진단 및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말기 환자, 장기 부전

환자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하여 임종

과정에서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상민 et al., 2018).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7).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명의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임종 환자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허대석, 2009). 그 결과 사망 전

마지막 주에 받는 항암화학요법은 치료 효과는 미미하고, 생애 말

돌봄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망 전 입원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Garrido, Prigerson, Bao, & Maciejewski, 2016),

2013 년 1월부터 2015 년 12 월까지 국내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중 사망

전 1 개월 내에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비율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77%, 간암 환자의 경우 67%, 유방암 환자의 경우 56%인 것으로

나타났다(Park & Song, 2018).

웰다잉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연명의료 이용률을 보이는 것은

사전돌봄계획(advanced care planning)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돌봄계획은 모든 건강단계에서 모든 연령의 성인이

자신의 개인적 가치, 삶의 목표, 향후 본인에게 행해질 의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전돌봄계획의

목표는 사람들이 중증 및 만성 질환을 앓는 동안 자신의 가치, 목표 및



- 2 -

선호와 일치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Sudore et al., 2017).

사전돌봄계획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기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 의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치료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이며, 환자의 자율성이 증진되는

측면이 있다(박소영, 2018).

해외의 다수 연구들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연명의료 이용을

감소시키고,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입원진료비를

감소시키고, 생애 말 돌봄의 질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 년 2 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기관마다 각자 다르게 사용하던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서식이 통일되었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조회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이용이 감소하고,

연명의료를 위한 중환자실 입실과 재원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임종 직전

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몇몇 시행되었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국내의 연명의료와 관련된 연구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환자, 보호자, 의료인의 태도 및 지식을 측정하는

수준이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각 기관에서 사용하던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과 관련한 서식 작성 유무를 통해 연명의료 이용률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연명의료결정법 정책 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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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 현황과 작성의 다면적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

부와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이다.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그 특성을 파

악한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임상적 요

인, 공급자 요인을 분석한다.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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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절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

의료계획서의 내용을 고찰하였고, 제 2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요인을 환자 요인과 공급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제 3절에

서는 사망 전 의료이용에 대하여 중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제4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사망 전 의료이

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작성의 다면적 관

련요인을 파악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나 다수의 문헌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사전돌봄계획의 큰 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와 함께 논의하고 있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과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돌봄계획의 틀에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제 1 절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계획서

1. 사전돌봄계획(advanced care planning)

사전돌봄계획(advanced care planning)이란 환자 개인과 환자 가족

및 의료진 사이에서 미래에 환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하

여 향후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들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을 말하며, 환자의 가치관과 신념이 미래의

치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의사는

문서로 작성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전달된다(Detering, Hancock,

Reade, & Silves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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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돌봄계획은 질병의 어느 시기이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흔히 질

병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환자 측의 요청 혹은 의료진의 권유에 의해 시

작된다(이상민 et al., 2018). 사전돌봄계획의 방안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 작성과 대리인 지정 등이 있지만 한국

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 지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도입의 전반적 배경

연명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이른바 1997년 ‘보라매병원 사

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의식 회복 가능성

이 없는 남성 환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를 들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

고, 이로써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 3명과 배우자를 살인

[그림 1]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의 범주

(이상민 et al.2018)

- ACP(Advanced Care Planning, 사전돌봄계획)

- AD(Advanced Directives,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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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환자 본인 의사가 추정되지 않은 채, 경제적 이

유와 같은 이해관계가 적용된 경우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고, 의료진 2명과 배우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였다(대법원

2004.6.24).

‘보라매병원 사건’과 다르게 ‘김할머니 사건’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

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 가족이 진술

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환자는 인공호흡

기를 제거한지 201일 만에 사망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족 또는 의료인

에게 자신의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

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대법원

2009.05.21).

그러나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는 연

명의료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지속하였고,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보건복지

부, 2017).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에 말기 암 환

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

이다. 주요 내용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19년 3월 28일 개

정안이 시행되면서, 수혈, 승압제, 체외생명유지술(ECLS) 세 가지 연명

의료가 추가되었고, 이 밖에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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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주요 내용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부록

1)와 연명의료계획서(부록2)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

겨놓을 수 있게 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다르게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말기 환

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 의사와 해당 분

야의 전문의 1인의 동일한 판단을 요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건강

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다르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기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 의사가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치료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이며, 환자의

자율성이 증진되는 측면이 있다(박소영, 2018).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보건복지

부, 2017).

1) 이행 대상 환자 판단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은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제 9호 서식 작성, 부록3).

2)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려는 담

당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제 1호 서식 작성,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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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제 10호 서식 작성, 부록4)

다.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

(제 11호 서식 작성, 부록5)

위의 방법으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인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

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라.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 12호 서식 작성, 부록6)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 등으

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다.

3) 이행

담당의사는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존중하여 이행해

야 하며 이행하는 경우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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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요인

1. 환자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연명의료계획서 및 생애 말 돌봄에 대한 환자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

는다(Kossman, 2014). 문헌고찰 결과 사전돌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환

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성별, 고용 상태,

인종, 종교 등이 있었다.

많은 실증연구에서 연령의 증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

계획서의 높은 작성률과 관련이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

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의 증가(aOR per

10year 1.82)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독립적인 예측 변수였으며,

대만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85세 이상의 연령(aOR 1.80)은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의 높은 작성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hu et al., 2018).

말기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돌봄 제

공자의 특성을 살펴본 Ho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연령(OR

1.05)이 증가할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서

식의 작성이 증가한다고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전이성 또는

재발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p=0.007)인 경우와 연명의료(p=0.016)와 연명의료계획서

(p=0.036)에 대한 이해도가 중정도 이상인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19). Huang et al.(2016) 이

미국에서 50세 이상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이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대졸 또는 그 이상의

학력(OR 2.2)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중국에서 수행된 Zheng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OR 3.38) 사전연명의료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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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고령 인

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관련 요인을 탐색한 Hirschman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교육 연수가 12년 이상인 경우(OR 2.50)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경제수준이 사전돌봄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정선애&박경연(2017)이

혈액투석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p=0.08). Nugent et al.(2019)이 수행한 폐암 환자의 연명

의료계획서 작성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명의료계획서작성 그룹

이 미작성 그룹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5)

성별이 사전돌봄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Zheng et al.(2016)의 연구에

서 여성(OR 0.55)에서 사전돌봄계획의 작성이 낮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고용 상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

에서 50세 이상 인구집단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Huang et al.(2016)의

연구에서 은퇴자 그룹(OR 2.1)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유의미하

게 증가한다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인종적 특성에 따른 사전돌봄계획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Huang et al(2016)의 연구에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의 작성률은 백인이 44.0%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이 29.0%, 흑

인이 24.0%(p<0.001) 순이었다. 많은 연구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흑인은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완화의료

의 목표와 상충되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

다. Kurella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흑인은 투석 중단과 같은 연명의

료 중단을 백인보다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R 0.16).

그러나 일반적으로 흑인, 아시안, 라틴계와 같은 소수 인종이 백인보

다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서식의 작성은 적게 하지만, 생애 말 돌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비율은 결코 더 적지 않다는 결과를 함께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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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Kurella Tamura, Goldstein, & Pérez-Stable, 2010). 유사하게

Fischer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의료진과 환자가 사전돌봄계획에 대

하여 논의하는 기회가 라틴계가 백인보다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OR 0.42), 사전돌봄계획 관련 서식의 작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고 보고하였다.

2) 임상적 요인

사전돌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요인에는 다양한 임상적 요인이

작용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오리건 주 사망자 데이터와 연명

의료계획서를 매칭하여 분석한 결과, 사망 원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ive, Fromme, Schmidt, Cook,

& Tolle, 2015). 전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사망 사이의 평균

간격은 6.4주였는데, 장기 부전(중앙값 10.6주)이나 치매 환자(14.5주)보

다 암으로 사망한 환자(5.1주)들이 죽음에 가장 가까워진 상태에서 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lay et al.(2012)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악

성 환자(OR 1.58)와 신기능 부전(OR for eGFR<60ml/min 1.55)환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heng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core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46).

말기 암 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대한 안아름(2011)의

국내 연구에서는 폐암 또는 혈액암 환자가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사전

의료의향서를 더 늦게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9). 이 연구에서

는 환자의 임상적 요인으로 입원 시 의식수준과 입원 시 병동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다.

김현지(2018)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그룹에



- 12 -

서 암(p<0.001)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p=0.029)의 비율이 미작성 그룹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고찰 결과 다양한 임상적 요인들이 환자의 사전돌봄계획에 영향

을 미치지만 다수의 국외 및 국내 실증연구들이 심부전, 치매, 뇌졸중,

만성신부전, 재발성 암과 같이 동일한 환자군 또는 진단명 내에서 사전

돌봄계획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와 같이 단일 상

급 종합 병원의 전체 사망자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와 설계 및 세팅이 가장 유사한 안

아름(2011)과 김현지(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적 요인을 변수로 사

용하였다.

2. 공급자 요인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은 제도 정착 단계에 있으며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환자와 가족에게 임종기를 잘 전달하고, 이들

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의료진의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다.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말기 및 임종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의

사의 의학적 판단에는 전문성과 경험 및 숙련도가 요구되고 있다. 임종

기 상태는 계량화할 수 없고, 질병의 진행 과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

니라 환자마다 다양한 생리학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보건의료환경에서 의료진 및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와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의료진의 지식 및 태도가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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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외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한수연(2016)이 사회복지사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임종의료결정 도움 경험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

행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높을수록 요양원 및

요양병원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외에서는 진료과 유형에 따른 사전돌봄계획 관련 서식의 작성에

관한 연구가 Halpern et al.(2011)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Halpern et

al.(2011)은 중환자실에서 사전돌봄계획의 유무와 그 종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리인 지정 그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그룹, 사전돌봄계획이 없는 그룹 간에 진료과의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중환자실 입실 시 진료과가 내과계(OR 0.6)인 경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률이 외과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alpern, Pastores, Chou, Chawla, & Thal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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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망 전 의료이용에 관한 고찰

1. 중환자실 임종

2019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77.1%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였

다. 이는 2018년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이며, 2009년 65.9%였던 의

료기관 사망 구성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0).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4년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

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 죽기 원하는 장소로 57.2%가 가정(자택)을 선택한 결과와는 상반

되는 현실이다(최영순, 최정규, 태윤희, & 김도훈, 2015).

중환자실은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장기부전에 이른 환자들을 치료하

기 위해 복잡하고 현대화된 각종 혈역학지표 감시 장치와 생명유지장치

를 동원하여 집중적인 감시와 치료를 하는 곳이다(문재영, 2015).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

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환자와 가족은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

야 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지 못한다(문재영 & 신용섭, 2013).

중환자실 임종은 환자 개인의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윤리적 갈등, 도덕적 고

통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정신적, 신체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의료진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박명옥 & 윤희장, 2016). 또

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암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반면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논의가 늦어 환자 및 가족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해 치료 목표에 대해 의료진과 보호자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은 더욱 심한 윤리적 갈등과 도덕적 고통을 경험한

다(문재영 & 신용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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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기간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

균 재원기간은 18.5일로 OECD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고, OECD 평균

8.2일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16.1일에

서 18.5일로 2.4일 증가한 수치이다(OECD Health Statistics 2019).

우리나라의 사망 전 입원 일수의 증가 폭은 외래방문일수의 증가 폭

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임정년(2018)이 국민건공보험공단의 사망

자 코호트를 이용하여 사망 전 의료이용의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

망 10년 전 1년간 병원 외래 이용자 1인당 외래방문일수는 8.4일에서 사

망 직전 1년간 12.0일로 42.9% 증가하였고, 입원일수는 사망 10년 전 1

년간 17.6일에서 사망 직전 1년간 89.5일로 408.5% 증가하여 외래방문일

수 증가율에 비하여 입원일수의 증가율이 9.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입원 병상의 양적 증가와 함께 기관 중심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기인한다. 미국 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NHPCO)에서 발표한 호스피스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미

국 메디케어 사망자의 약 48.2%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호

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장소는 환자의 거주지가 98.2%(자택이 55.7%, 요

양시설이 42.2%), 호스피스 입원시설이 0.8%, 급성기 병원이 0.3%로 나

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의료기관 중심의 입원형 호스피스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암 사망자의 22.0%

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의 90.0%가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2019). 2014년 수행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인

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73.9% 가정 완화의료 서비스 의향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실이다(최영순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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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진료비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 직전에 의료

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Fuchs(1984)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따라서 증가한다는 기존 학설을 비판

하고, 나이(age)가 아니라 사망까지의 기간(time-to-death)이 의료비 증

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Lubitz & Riley(1993)

은 삶의 마지막 시기와 개인 의료비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끝에 사망

관련 비용이 의료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완교(2012)가 중 ․ 고령자의 연령과 더불어 사망 전 시기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망 전 시기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망 전 의료비 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

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사망 직전 1개월의 의료비를 1.0으로 간

주하였을 때, 사망 1년 전, 사망 6개월 전, 사망 3개월 전의 1개월 평균

의료비와 비교하였을 때, 2005년의 경우는 0.43, 0.59, 0.77이었던 밀도가

2010년에는 0.52-0.89로 2015년에는 0.55-0.92로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

고 있다. 이렇게 최근으로 올수록 의료비 지출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

은 그만큼 사망 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

규식 et al., 2017). 이는 생애 말기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신

현철, 최미영, & 최병호, 2012),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말기 환자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이규식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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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국내 및 국외 문헌에서 사전돌봄계획 관련 서식의 작성은 환

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함에 따라 중

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를 감소시키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이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에서는

병원 내 사망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

다.

Brinkman-Stoppelenburg et al.(2014)은 사전돌봄계획이 사망 전 의

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 고

찰 결과 사전돌봄계획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연

명의료 이용, 재원기간, 시설 입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사전돌봄계획이 임종기 계획된 투석의 중단,

호스피스 이용, 사망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망한 만성 신부전 환자의 투석기록과 의무기록을 후향적으

로 분석한 결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전돌봄계획은 낮은 의료기관 내

사망(p=0.04), 높은 호스피스 이용률(p<0.001)과 관련이 있었다(Schmidt,

Weaner, & Long, 2015).

2007-2011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

를 수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군은 인공호흡기착용

(OR 0.26)과 중환자실 입실(OR 0.45)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lay et al., 2012).

미국 오리건주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재향군인들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은 호스피스 이용을 더 많이 하였으며(aOR 2.37), 시설에서의

임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aOR 0.27) (Nugent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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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증연구에서는 안아름(2011)이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시기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전의료의향서 비작성군은 작성군에

비하여 중환자실 임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사전의

료의향서를 임종 당일에 작성한 환자군은 임종 일주일 전보다 앞서서 작

성한 군보다 중환자실 임종(p=0.027)이 유의하게 많고, 의료비도 더 많이

사용하였다(p=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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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2월 4일부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부터) 2019년 2월 4일까

지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과 연명의료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

의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H-1910-031-1068).

연구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 SNUH Supreme 프로그램과,

전자의무기록인 HIS Bestcare 2.0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데이터는 2018년 2월 4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사망진단서 발급 여부를 통해 수집하였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의 연명의료

법정서식 팝업을 참고하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일과 사망일의 차이를 계산하였고, 사망 당일

작성을 0일로 간주하였다.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서비스의 특성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 13호 서식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부록7)의 이행

내용 항목에서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선택한 연명의료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는 제13호 서식의 환자 의사

확인방법 항목에서 작성한 법적 서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서식의 종류는

1호, 10호, 11호, 12호가 있으며 구체적인 의사 추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1호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작성함

  10호: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함

  11호: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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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하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함

  12호: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하여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함

재원기간은 사망을 포함하는 입원의 총 재원기간을 계산하였으며,

입원진료비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로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총 의료비를 계산하였다.

환자의 인구사회적적 특성인 종교, 경제상태,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은 환자가 입원 시 간호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를 면담하여 작성하는

입원간호정보조사를 참고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기타로

분류하여 수집하였다. 종교는 무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로 수집하였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환자의 보험종류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또는 의료급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직업 또한 입원간호정보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유, 무로

수집하였다.

환자의 임상적 특성인 진단명은 환자의 진단 코드를 참고하였다. 연

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말기 암 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

료 대상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말기로 확

대되어, 본 연구에서도 환자의 임상적 특성으로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 10차 국제질병분

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를 기준으로 사망을 포함

하는 입원의 진단 코드에 C00~C97이 있는 경우는 암, 진단 코드

J40~J44이 있는 경우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코드 B20~B24이 있는

경우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 코드 K703,K721, K729, K743, K745,

K746, K766, K767의 경우 만성간경화로 간주하였다.

입원 시 의식 수준은 입원간호정보조사를 참고하였으며, 명료, 혼돈,

반의식, 무의식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시 병동특성은 간호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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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진술문 “입원함”이 작성된 병동을 기준으로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로 분류하였다. 공급자 특성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에 환자가 소속된 진료과로서 의무기록 입원경과의 수진과 항목을

참고하였으며, 내과계, 외과계, 응급의료계로 분류하였다.

제 2 절 연구 대상

2018년 2월 4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발행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처방된 사망진단서는 1,111건이었다. 이 중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101명, 중복 처방 4명, 처방 오류 2명(일반 진단서 처치를 잘못

입력), 뇌사자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타원에서 전원 온 환자 1명을

제외한 1,00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절 연구 모형과 변수

1. 연구 모형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가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2와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과 진료과의 특성

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

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 시점, 작성 주체, 중단 또

는 유보한 연명의료 서비스 특성으로 정의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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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인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임상적 요인

공급자 요인

- 진료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 특성

사망 전 의료 이용

-중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

[그림2] 연구 모형

2. 연구 변수

본 연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다면적 관련 요인과 연명의료계획

서 작성 여부와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다음의 변수들을 연구변

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변수 세부 변수 측정 비고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여

연령 세

결혼상태 미혼/기혼/기타

교육수준 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대학원이상

종교 무교/기독교/카톨릭/불교

[표 1] 연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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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유/무

보험종류 건강보험/의료급여

임상적
요인

진단명

암
사망을 포함하는 입원의 진단 코드
들중 국제질병분류 코드 C00~C97
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음

만성폐쇄성

폐질환

사망을 포함하는 입원의 진단 코드
들중 국제질병분류 코드 J40~J44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사망을 포함하는 입원의 진단 코드
들중 국제질병분류 코드 B20~B24
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음

만성

간경화

사망을 포함하는 입원의 진단 코드
들중 국제질병분류 코드
K703,K721, K729, K743, K745,
K746, K766, K767에 해당하는 코
드가 있음

입원 시
의식수준

명료/혼돈/반의식/무의식

입원 시
병동 특성

일반병동/중환자실

공급자
요인

진료과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내과(일반), 순환
기내과, 내분비 내과, 혈액종양내
과, 감염내과, 류마티스 내과, 신장
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외과계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
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
과

응급의료계
응급의료센터 내과, 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1: 작성

0: 미작성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특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

기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일로부터 사망
일까지의 기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

환자 본인
직접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 의
사 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연명의
료계획서를 작성

법적 서식 제1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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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 존재

법적 서식 제10호 작성

환자 가족
2인 이상
작성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

법적 서식 제11호 작성

환자 가족
전원합의

작성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
정도 불가능하지만 환자가족전원의
합의가 존재

법적 서식 제12호 작성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항목

심폐소생술

연명의료계획서에서 중단 또는 유보
하겠다고 선택한 연명의료 항목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사망 전

의료

이용

입원진료비
(로그의료비)

원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에 자연로그를 취함)

중환자실 임종
1:중환자실

0:일반병동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함

재원 기간 일 사망을 포함하는 입원의 총 재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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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고, 자료 분석은

STATA/SE 14.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주요 변수 간의 차이 및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변량 기술 분석,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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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특성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대상자는 1,003명으로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임상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2

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만 18세 이

상 성인 환자 1,003명 중에서 804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99

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5.8세(SD±13.6)였으며, 남성이 62.5% 여성이

37.5%였다. 대상자의 56.8%가 직업이 없었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48.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각각

45.2%, 25.4%, 12.6%, 16.9%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은 입원 시 의식수준이 명료한 환자의 비

율이 80.0%로 미작성 그룹의 58.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72.6%로 미작성 그룹의 34.2%보다 많았다

(p<0.001).

연명의료계획서 미작성 그룹은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9.6%로 작성

그룹의 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7), 결혼 상태에서 기타가 차지

하는 비율도 14.6%로 작성 그룹의 7.96%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p=0.014). 입원 시 의식 수준은 무의식인 환자의 비율은 27.6%로 작성

그룹의 8.7%보다 세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입원 장소에서

중환자실이 차지하는 비율도 55.8%로 작성 그룹(23.8%)보다 많았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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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체 유 무 p-value

n 1003 804 199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균연령 65.8 (13.6) 65.5 (13.6) 66.8 (13.7) 0.2504

성별

남성 62.5% (627) 62.6% (503) 62.3% (124)

0.948

여성 37.5% (376) 37.4% (301) 37.7% (75)

보험
종류

건강

보험
94.4% (947) 95.4% (767) 90.4% (180)

0.007
의료

급여
5.6% (56) 4.6% (37) 9.6% (19)

직업

유 43.2% (433) 43.5% (350) 41.7% (83)

0.642

무 56.8% (570) 56.5% (454) 58.3% (116)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9% (109) 10.0% (80) 14.6% (29)

0.247

중졸 10.9% (109) 11.0% (88) 10.6% (21)

고졸 48.0% (481) 47.6% (383) 49.2% (98)

대졸 23.9% (240) 24.63% (198) 21.1% (42)

대학원
이상

6.4% (64) 6.84% (55) 4.5% (9)

종교

무교 45.2% (453) 44.5% (358) 47.7% (95)

0.763

개신교 25.4% (255) 25.5% (205) 25.1% (50)

천주교 12.6% (126) 12.6% (101) 12.6% (25)

불교 16.9% (169) 17.4% (140) 14.6% (29)

결혼상태

미혼 6.1% (61) 6.0% (48) 6.5% (13)

0.014기혼 84.7% (849) 86.1% (692) 78.9% (157)

기타 9.27% (93) 8.0% (64) 14.6% (29)

[표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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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성

입원 시
의식수준

명료 75.7% (759) 80.0% (643) 58.3% (116)

<0.001
혼돈 8.5% (85) 8.2% (66) 9.6% (19)

반의식 3.4% (34) 3.1% (25) 4.5% (9)

무의식 12.5% (125) 8.7% (70) 27.6% (55)

입원장소

일반병동 69.9% (701) 76.2% (613) 44.2% (88)

<0.001

중환자실 30.1% (302) 23.8% (191) 55.8% (111)

진단명

암 65% (652) 72.6% (584) 34.2% (68) <0.001

후천성

면역

결핍증

0.10% (1) 0.1% (1) none 0.6187

만성

폐쇄성

폐질환

2.8% (28) 3.1% (25) 1.5% (3) 0.2194

만성

간경화
12.2% (122) 12.6% (101) 10.5% (21) 0.4375

공급자　특성

진료과

내과계 71.5% (717) 90.5% (649) 9.5% (68)

<0.001외과계 11.3% (113) 64.6% (73) 35.4% (40)

응급

의료계
17.3% (173) 47.4% (82) 52.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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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804명 중에서 입원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26명(3.2%)이며, 대부분의 환

자 778명(96.8%)은 입원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작성일로부

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6.99일(SD ±17.3)이었고, 중앙값은 2일이

었다.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선택한 연명의료 항목에서는 심폐소생술

이 9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공호흡기 착용이 79.6%, 혈액투석이

77.5% 순이었으며, 항암제 투약은 48.4%로 다른 연명의료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환자 가족 2인의 진술이

41.67%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작성, 환자 가족 전원 합의 작성, 사전연

명의료의향서가 각각 29.2%, 27.7%, 1.4%로 나타났다.

[그림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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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그림 5] 중단 또는 유보하기로 결정한 연명의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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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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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분석 결과, 암 환자군

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많았다

(Odds ratio 1.448, 95% Confidence Interval 1.046-1.850, p<0.001).

반면에 외과계(Odds ratio -1.335, 95% Confidence Interval -1.837 -

-0.833, p<0.001)와 응급의료계(Odds ratio -2.159, 95% Confidence

Interval -2.699 - -1.620, p<0.001) 환자인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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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95% CI P-value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159 -0.618 - 0.299 0.495

연령 0.0129 -0.00378 - 0.0295 0.130

결혼
상태

미혼

기혼 -0.202 -1.047 - 0.642 0.639

기타 -0.457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1.481 - 0.567 0.382

의료급여 -0.0916 -0.819 - 0.636 0.805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147 -0.311 - 0.606 0.528

천주교 -0.144 -0.770 - 0.482 0.652

불교 0.247 -0.305 - 0.799 0.381

직업
무 Ref.

유 -0.110 -0.539 - 0.320 0.617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364 -0.388 - 1.117 0.343

고졸 0.146 -0.411 - 0.703 0.608

대졸 0.259 -0.402 - 0.920 0.442

대학원 이상 0.235 -0.700 - 1.170 0.622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0.221 -0.850 - 0.408 0.492

반의식 0.145 -0.703 - 0.992 0.738

무의식 0.243 -0.364 - 0.849 0.433

진단명

암 1.448*** 1.046 - 1.850 <0.001

만성폐쇄성폐질환 0.421 -0.711 - 1.553 0.466

만성간경화 0.201 -0.422 - 0.824 0.527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0.167 -0.665 - 0.331 0.511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1.335*** -1.837 - -0.833 <0.001

응급의료계 -2.159*** -2.699 - -1.620 <0.001

Constant 0.660 -0.757 - 2.077 0.361
observation 1003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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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의 관련요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의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명의

료계획서 작성 그룹을 대상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표4와 같다. 분석 결과, 고졸(Coefficient 3.431, 95% Confidence

Interval 1.107-5.755, p=0.004), 대졸 (Coefficient 7.078, 95% Confidence

Interval 2.181-11.98, p=0.005), 대학원 이상 (Coefficient 7.821, 95%

Confidence Interval 2.228-13.42, p=0.006)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보

다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종에 임박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남성 환자(Coefficient

-3.425, 95% Confidence Interval –6.716 - -0.133, p=0.041), 입원 시 의

식이 반의식인 환자군 (Coefficient -4.058, 95% Confidence Interval –

7.357 - -0.759, p=0.016),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군(Coefficient -4.339,

95% Confidence Interval –8.148 - -0.530, p=0.026), 진료과는 응급의료

계(Coefficient -4.367, 95% Confidence Interval –7.629 - -1.104,

p=0.00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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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95% CI P-value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3.425** -6.716 - -0.133 0.041

연령 0.105* -0.00376 - 0.213 0.059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2.581 -7.349 - 2.186 0.288

기타 -3.674 -10.04 - 2.690 0.257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4.422 -1.794 - 10.64 0.163

종교

무교 Ref.

개신교 2.408* -0.333 - 5.149 0.085

천주교 2.132 -2.028 - 6.292 0.315

불교 3.679* -0.649 - 8.007 0.096

직업
무 Ref.

유 -2.264* -4.676 - 0.148 0.066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1.368 -1.066 - 3.802 0.270

고졸 3.431*** 1.107 - 5.755 0.004

대졸 7.078*** 2.181 - 11.98 0.005

대학원 이상 7.821*** 2.228 - 13.42 0.006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0.774 -4.478 - 2.931 0.682

반의식 -4.058** -7.357 - -0.759 0.016

무의식 0.559 -4.049 - 5.167 0.812

진단명

암 0.391 -2.098 - 2.881 0.758
만성폐쇄성
폐질환

-4.339** -8.148 - -0.530 0.026

만성간경화 -1.542 -3.688 - 0.604 0.159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0.830 -3.357 - 1.697 0.519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3.168 -7.162 - 0.826 0.120

응급의료계 -4.367*** -7.629 - -1.104 0.009

Constant 1.097 -6.841 - 9.035 0.786

observation 804

R-squared 0.047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작성시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일수, 사망일-작성일

[표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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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사망 전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에 따른 사망 전 의료이용을 파악하고자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연명의료계획서 미작

성그룹에서 중환자실 임종은 82.4%로 작성 그룹의 35.3%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로 1,433,085원을 사용하는 반면 미작성 그룹은

2,672,348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그러나 재원기간의 경

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은 평균 28.8일로 미작성 그룹의 평균 16.54

일보다 12.26일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사망 전 의료이용, 단변량 분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n=804)

연명의료계획서
미작성
(n=199) Chisq/t p-value

　 N/mean %/SD N/mean %/SD

중환자실
임종 284 35.30% 164 82.40% 143.11 <0.001***

재원기간
(단위:일) 28.8 41.17 16.54 33.00 -4.46 <0.001***

입원진료비
(단위:원) 1,433,085 1,792,557 2,672,348 2,576,309 6.41 <0.00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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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중환자실 임종에 미치는

영향

중환자실 임종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환자실 임종과 양의 관계가 있는 변수는 입원 시 병동 특성이 중

환자실인 경우와(Odds ratio 1.338, 95% Confidence Interval 0.877-

1.799, p<0.001), 진료과 특성은 외과계(Odds ratio 1.750, 95%

Confidence Interval 1.187 - 2.312, p<0.001)와 응급의료계(Odds ratio

2.346, 95% Confidence Interval 1.662 - 3.029, p<0.001)로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임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유의미한 변수들에는 연

명의료계획서 작성(Odds ratio -0.975, 95% Confidence Interval -1.497-

-0.453, p<0.001). 남성 (Odds ratio 0.495, 95% Confidence Interval

0.0867 - 0.904, p=0.018), 연령의 증가(Odds ratio –0.0229, 95%

Confidence Interval –0.0389 - -0.00676, p=0.005), 직업이 있는 환자

(Odds ratio 0.427, 95% Confidence Interval 0.0333 - 0.820, p=0.034), 암

환자군(Odds ratio –1.800, 95% Confidence Interval -2.204 - -1.395,

p<0.001)이 있었다.

분석 결과 중환자실 임종을 감소시키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암이

었고, 그 다음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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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95% CI P-valu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미작성 Ref.

작성 -0.975*** -1.497 - -0.453 <0.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495** 0.0867 - 0.904 0.018

연령 -0.0229*** -0.0389 - -0.00676 0.005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0.489 -0.331 - 1.310 0.243

기타 -0.0317 -1.060 - 0.997 0.952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0.260 -1.139 - 0.620 0.563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276 -0.708 - 0.156 0.211

천주교 0.0277 -0.564 - 0.620 0.927

불교 -0.258 -0.744 - 0.227 0.297

직업
무 Ref.

유 0.427** 0.0333 - 0.820 0.034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241 -0.451 - 0.933 0.494

고졸 -0.128 -0.673 - 0.418 0.647

대졸 -0.274 -0.907 - 0.358 0.395

대학원 이상 -0.268 -1.136 - 0.599 0.544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0.122 -0.432 - 0.677 0.665

반의식 -0.465 -1.498 - 0.569 0.378

무의식 0.574 -0.176 - 1.324 0.133

진단명

암 -1.800*** -2.204 - -1.395 <0.001

만성폐쇄성폐질환 -0.881 -1.950 - 0.189 0.107

만성간경화 0.0437 -0.423 - 0.510 0.854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1.338*** 0.877 - 1.799 <0.001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1.750*** 1.187 - 2.312 <0.001

응급의료계 2.346*** 1.662 - 3.029 <0.001

Constant 1.685** 0.265 - 3.104 0.0200

observation 1,003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6]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중환자실 임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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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재원 기간에 미치는 영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재원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재원기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연령의 증가

(Coefficient –0.227 95% Confidence Interval –0.4.22 - -0.0315,

p=0.023), 입원 시 의식이 무의식인 경우(Coefficient –9.904 95%

Confidence Interval –18.83 - -0.982, p=0.029), 암 진단(Coefficient

–8.8065 95% Confidence Interval –14.95 - -1.183, p=0.021), 진료과 특

성은 응급의료계(Coefficient –21.54 95% Confidence Interval –28.41 -

-14.66, p<0.001)가 있었다. 다만 진료과 특성에서 응급의료계의 경우 재

원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과계 또는 외과계등의 해당 과로 환자가 전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졸의 교육수준(Coefficient 8.984, 95% Confidence Interval

0.0987-17.87 p<0.048)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Coefficient 7.647, 95%

Confidence Interval 1.529-13.77, p=0.014)은 재원기간을 증가시키는 유의

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재원기간을 증가시키는 위의 분석 결과는 다

수의 국외 문헌고찰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사전 연구들과 다르게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직후 1년을 대상으로 하여

입원 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가 전체 작성 건수의 3.23%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원 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재원 기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8과 같다. 분석

결과, 입원 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재원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Coefficient -13.00, 95% Confidence Interval -20.25-5.758,

p<0.001). 그러나 입원 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는 26건으로

전체 작성 건수의 3.23%에 불과하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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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95% CI P-valu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미작성 Ref.

작성 7.647** 1.529 - 13.77 0.014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000382 -5.158 - 5.157 1.000

연령 -0.227** -0.422 - -0.0315 0.023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5.024 -16.15 - 6.100 0.376

기타 -6.913 -19.03 - 5.204 0.263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0.0326 -9.135 - 9.200 0.994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957 -4.462 - 6.376 0.729

천주교 7.889 -2.554 - 18.33 0.139

불교 3.437 -2.696 - 9.569 0.272

직업
무 Ref.

유 -1.927 -6.908 - 3.055 0.44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436 -7.082 - 6.211 0.898

고졸 3.964 -1.676 - 9.603 0.168

대졸 8.984** 0.0978 - 17.87 0.048

대학원 이상 4.561 -4.382 - 13.50 0.317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2.444 -10.22 - 5.336 0.538

반의식 10.09 -27.32 - 47.51 0.597

무의식 -9.904** -18.83 - -0.982 0.029

진단명

암 -8.065** -14.95 - -1.183 0.021

만성폐쇄성폐질환 -6.095 -18.14 - 5.952 0.321

만성간경화 -5.172* -11.08 - 0.740 0.086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5.820 -3.485 - 15.12 0.220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3.889 -7.164 - 14.94 0.490

응급의료계 -21.54*** -28.41 - -14.66 <0.001

Constant 43.43*** 24.59 - 62.26 <0.001
observation 1,003 R-squared 0.095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7]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재원 기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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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95% CI P-value

입원 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미작성 Ref.

작성 -13.00*** -20.25 - -5.758 <0.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483 -5.733 - 4.766 0.857

연령 -0.205** -0.400 - -0.0106 0.039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5.654 -16.48 - 5.172 0.306

기타 -7.905 -19.75 - 3.942 0.191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0.229 -8.987 - 9.445 0.961

종교

무교 Ref.

개신교 1.541 -3.868 - 6.949 0.576

천주교 8.092 -2.370 - 18.55 0.129

불교 3.896 -2.303 - 10.09 0.218

직업
무 Ref.

유 -2.139 -7.107 - 2.829 0.39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0431 -6.670 - 6.756 0.990

고졸 4.197 -1.513 - 9.908 0.149

대졸 9.566** 0.578 - 18.55 0.037

대학원 이상 4.851 -4.261 - 13.96 0.296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2.528 -10.35 - 5.297 0.526

반의식 10.24 -27.26 - 47.73 0.592

무의식 -9.717** -18.65 - -0.784 0.033

진단명

암 -6.372* -12.91 - 0.168 0.056

만성폐쇄성폐질환 -6.030 -18.00 - 5.939 0.323

만성간경화 -4.911 -10.85 - 1.028 0.105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5.434 -3.937 - 14.81 0.255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2.286 -8.837 - 13.41 0.687

응급의료계 -24.09*** -30.85 - -17.33 <0.001

Constant 48.51*** 30.77 - 66.25 <0.001
observation 1,003 R-squared 0.093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8] 입원 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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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은 사망 전 일주일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

로 1,433,085원을 사용한 반면 미작성 그룹은 2,672,348원을 사용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표5).

사망 전 일주일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와 관련 있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입원진료비에 자연로그를 취한 후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9와 같다.

입원진료비 감소와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변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Coefficient –0.206, 95% Confidence Interval –0.328 - -0.831 p=0.001),

연령의 증가(Coefficient -0.00598, 95% Confidence Interval -0.00983 -

-0.00214, p=0.0021), 의료급여(Coefficient –0.336, 95% Confidence Interval

–0.527 - -0.145 p<0.001), 암 (Coefficient –0.362, 95% Confidence

Interval –0.464 - -0.260, p<0.001), 만성폐쇄성폐질환(Coefficient -0.251,

95% Confidence Interval -0.467 - -0.0355, p=0.023)으로 확인되었다.

입원진료비 증가와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변수는 입원 시 병동특성

이 중환자실인 경우(Coefficient 0.357, 65% Confidence Interval 0.223 –

0.491, p<0.001), 진료과 특성은 외과계(Coefficient 0.553, 95%

Confidence Interval 0.385 – 0.722, p<0.001)와 응급의료계(Coefficient

0.391, 95% Confidence Interval 0.249 – 0.532, p<0.001)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다른 변수를 모두 보정하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사망 전 일주일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를 20.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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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95% CI P-valu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미작성 Ref.

작성 -0.206*** -0.328 - -0.0831 0.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0986* -0.00304 - 0.200 0.057

연령 -0.00598*** -0.00983 - -0.00214 0.002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0.0604 -0.177 - 0.298 0.618

기타 0.117 -0.154 - 0.389 0.397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0.336*** -0.527 - -0.145 <0.001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0581 -0.164 - 0.0478 0.282

천주교 0.0957 -0.0355 - 0.227 0.153

불교 -0.0366 -0.163 - 0.0902 0.571

직업
무 Ref.

유 0.0268 -0.0690 - 0.123 0.583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0498 -0.140 - 0.239 0.606

고졸 0.0128 -0.131 - 0.156 0.861

대졸 0.0521 -0.112 - 0.216 0.534

대학원 이상 0.177 -0.0423 - 0.396 0.114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0.000772 -0.156 - 0.155 0.992

반의식 0.0537 -0.204 - 0.312 0.683

무의식 -0.00602 -0.177 - 0.164 0.945

진단명

암 -0.362*** -0.464 - -0.260 <0.001

만성폐쇄성폐질환 -0.251** -0.467 - -0.0355 0.023

만성간경화 0.00767 -0.128 - 0.143 0.911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0.357*** 0.223 - 0.491 <0.001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0.553*** 0.385 - 0.722 <0.001

응급의료계 0.391*** 0.249 - 0.532 <0.001

Constant 14.39*** 14.01 - 14.77 <0.001
observation 1,003
R-squared 0.314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9]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가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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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제 5장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시점,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

의료, 작성 주체와 같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과 다중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

이 재원기간과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분석은 표 10과 같다. 연명의료계

획서 작성 주체가 환자 직접 작성인 경우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를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한 비율은 각각 97.9%, 88.9%, 52.8%로 환자

가족 2인 진술 79.4%, 75.8%, 47.8%와 환자 가족 전원 합의 60.1%,

67.3%, 43.1%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p<0.001, p=0.025). 그러나 심폐소생술 항

목에서는 작성 주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환자 직접 작성군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평균

11.3일(SD±36.7)이 소요된 반면 환자 가족 2인 진술은 5.3일(SD±12.5),

환자 가족 전원 합의 작성군은 4.6일(SD±12.0)로 나타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가 환자 가족인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기간

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재원기간의 경우 환자 직접 작성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은

평균 25.1일(SD±30.3), 25.3일(SD±16.1)로 환자 가족 2인 진술 작성군의

평균31.3일(SD±51.0)과 환자 가족 전원 합의 작성군의 평균 29.1일

(SD±35.0)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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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사용한 입원진료비를 살펴보면 환자

직접 작성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은 평균 818,407원

(SD±555,200)과 10,772,236원(SD±1,045,577)을 사용한 반면 환자 가족 2

인 진술 작성군은 평균 1,422,838원(SD±1,154,980), 환자 가족 전체 합의

작성군은 평균 2,113,034원(SD±2,893,574)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임종장소를 살펴보면 환자 직접

작성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

율이 각각 9.79%, 9.09%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자 가족 2인 진술 작성군

과 환자 가족 전원 합의 작성군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이

각각 39.4%, 57.4%로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01).



- 46 -

[표10]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분석

　 　
직접
작성

(n=235)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n=11)

환자 가족
2인 진술
(n=335)

환자 가족
전원 합의
(n=223) Chisq/F p-value

　 　 n/mea
n %/SD n/mean %/SD n/mean %/SD n/mean %/SD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
의료

심폐소생술 235 100 11 100 333 100 220 98.65 3.43 0.330

인공호흡기 230 97.87 10 90.91 266 79.40 134 60.09 101.47 <0.001***

혈액투석 209 88.94 10 90.91 254 75.82 150 67.26 32.69 <0.000***

항암제 124 52.77 9 81.82 160 47.76 96 43.05 9.32 0.025**

작성 시점 11.25 24.09 15.36 36.71 5.31 12.53 4.62 11.95 8.26 <0.001***

재원기간
(단위:일) 25.12 30.28 25.27 16.03 31.27 50.91 29.12 35.04 1.05 <0.001***

입원진료비
(단위:원) 818,407 552,200 10,772,236 1,045,577 1,422,838 1,154,980 2,114,034 2,893,574 21.64 <0.001***

중환자실 임종 23 9.79 1 9.09 132 39.40 128 57.40 120.40 <0.001***

*** p<0.01, ** p<0.05, * p<0.1
* 작성시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일 수, 사망일-작성일

* 작성주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환자의 의사추정 방법을 의미한다.

- 직접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작성함. 서식 제1호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함. 서식 제 10호 작성

- 환자가족2인진술: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함. 서식 제

11호 작성

- 환자가족전원합의: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하여 환자가족전원의 합의하에 연명의료계획서

를 작성. 서식 제12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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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에 미치

는 영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시점,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작성 주체

와 같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과 중환자실 임종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11과 같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의 소요된 일수는 일반병동에서

임종한 환자군이 9.3(SD±20.2)일로 2.8(SD±8.6)일인 중환자실에서 임종

한 환자군보다 6.5일 앞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p<0.000). 연명의료의 항목에서는 일반병동 임종군은 심폐소생술, 인

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를 중단 및 유보하겠다고 선택한 비율이 각각

100%, 97.1%, 89.6%, 56.2%로 나타난 반면 중환자실 임종군은 98.2%,

47.5%, 55.3%, 34.2%로 나타났다(p<0.000).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를

살펴보면 일반병동 임종군에서는 환자 직접 작성의 비율이 40.8%인데

반해, 중환자실 임종군은 8.1%로 직접 작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p<0.000). 반면에 환자 가족 2인 진술 및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

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비율은 중환자실 임종군은 각각 46.5%, 45.1%로

일반병동 임종군의 39.0%, 18.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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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과 임종장소, 단변량 분석

　 　 일반병동 임종
(n=520)

중환자실 임종
(n=284)

Chisq/t p-value

　 　 n/mean % /SD n/mean % /SD

작성시점 9.28 20.21 2.80 8.59 6.34 <0.001***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
의료

심폐소생술 520 100 279 98.24 9.21 0.002***

인공호흡기 505 97.12 135 47.54 278.08 <0.001***

혈액투석 466 89.62 157 55.28 124.12 <0.001***

항암제 292 56.15 97 34.15 35.59 <0.001***

작성
주체

직접작성 212 40.77 23 8.10

120.4 <0.001***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0 1.92 1 0.35

환자가족
2인진술 203 39.04 132 46.48

환자가족
전원합의 95 18.27 128 45.07

*** p<0.01, ** p<0.05, * p<0.1

* 작성시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일 수, 사망일-작성일

* 작성주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환자의 의사추정 방법을 의미한다.

- 직접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작성함. 서식 제1호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

함. 서식 제 10호 작성

- 환자가족2인진술: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함. 서식 제 11호 작성

- 환자가족전원합의: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

하여 환자가족전원의 합의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서식 제12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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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n=804)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12와 같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중환

자실 임종이 유의미하게 적었다(Odds ratio -0.0577, 95% Confidence

Interval -0.0862 - -0.0291, p<0.001).

또한 인공호흡기(Odds ratio -3.311, 95% Confidence Interval -4.053

- -2.568, p<0.001)와 혈액투석(Odds ratio -0.680, 95% Confidence

Interval -1.320 - -0.0394, p=0.038)을 중단 또는 유보하는 경우에도 중

환자실 임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가 환자 가족 2인의 진술(Odds

ratio 1.448, 95% Confidence Interval 0.723 – 2.173, p<0.001)과 환자

가족 전원 합의(Odds ratio 1.569, 95% Confidence Interval 0.780 –

2.357, p<0.001)인 경우는 중환자실 임종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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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95% CI P-valu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특성

작성 시점 -0.0577*** -0.0862 - -0.0291 <0.001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omitted

인공호흡기 -3.311*** -4.053 - -2.568 <0.001

혈액투석 -0.680** -1.320 - -0.0394 0.038

항암제 -0.0242 -0.552 - 0.503 0.928

작성 주체

직접작성 Ref.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930 -5.614 - 3.755 0.697

환자가족2인진술 1.448*** 0.723 - 2.173 <0.001

환자가족전원합의 1.569*** 0.780 - 2.357 <0.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458 -0.214 - 1.129 0.182

연령 -0.0190 -0.0431 - 0.00509 0.122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0.487 -0.696 - 1.671 0.420

기타 0.178 -1.444 - 1.801 0.830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0.0798 -1.367 - 1.207 0.903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198 -0.813 - 0.418 0.529

천주교 -0.233 -1.114 - 0.647 0.603

불교 -0.275 -1.050 - 0.499 0.486

직업
무 Ref.

유 0.209 -0.377 - 0.795 0.485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697 -0.310 - 1.704 0.175

고졸 0.564 -0.293 - 1.420 0.197

[표1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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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0.527 -0.463 - 1.517 0.296

대학원 이상 0.333 -1.046 - 1.711 0.636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0.798* -1.701 - 0.106 0.084

반의식 -0.696 -2.154 - 0.763 0.350

무의식 0.206 -0.778 - 1.191 0.681

진단명

암 -1.603*** -2.178 - -1.028 <0.001

만성폐쇄성폐질환 -2.133*** -3.705 - -0.561 0.008

만성간경화 -0.0731 -0.804 - 0.658 0.845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1.324*** 0.665 - 1.982 <0.001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1.699*** 0.746 - 2.653 <0.001

응급의료계 3.237*** 2.335 - 4.138 <0.001

Constant 2.233** 0.355 - 4.111 0.0198

observation 799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작성 시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일 수, 사망일-작성일

* 작성 주체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의 의사 추정 방법을 의미한다.

-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작성함. 서식 제1호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함. 서식 제10호 작성

- 환자 가족2인 진술 :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하

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함. 서식 제11호 작성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하여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서식 제12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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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시점,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작성 주체

와 같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n=804)을 대상으로 다변량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13과 같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원 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icient 0.618, 95% Confidence Interval

0.323 – 913, p<0.001).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가 환자 가족 2

인의 진술(Coefficient 9.810, 95% Confidence Interval 4.468 – 15.15,

p<0.001)과 환자 가족 전원 합의(Coefficient 7.060, 95% Confidence

Interval 0.477 – 13.64, p=0.036)인 경우는 재원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선택한 연명의료의 특성은 재원 기간에 유

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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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95% CI P-valu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특성

작성 시점 0.618*** 0.323 - 0.913 <0.001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19.91 -47.69 - 7.866 0.160

인공호흡기 -3.994 -13.21 - 5.225 0.395

혈액투석 -1.650 -11.63 - 8.333 0.746

항암제 -1.042 -7.393 - 5.309 0.747

작성 주체

직접작성 Ref.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522 -28.71 - 13.67 0.486

환자가족2인진술 9.810*** 4.468 - 15.15 <0.001

환자가족전원합의 7.060** 0.477 - 13.64 0.036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562 -5.365 - 6.489 0.852

연령 -0.288** -0.518 - -0.0584 0.014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1.177 -9.150 - 11.50 0.823

기타 -0.0147 -12.47 - 12.44 0.998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1.805 -10.54 - 14.15 0.774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717 -6.759 - 5.324 0.816

천주교 4.061 -7.456 - 15.58 0.489

불교 2.490 -4.132 - 9.112 0.461

직업
무 Ref.

유 -1.562 -7.040 - 3.916 0.576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0568 -8.298 - 8.184 0.989

고졸 4.872 -2.390 - 12.13 0.188

[표1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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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6.778 -3.328 - 16.88 0.188

대학원 이상 4.611 -5.031 - 14.25 0.348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4.035 -11.10 - 3.030 0.263

반의식 14.61 -34.88 - 64.10 0.562

무의식 -13.19** -24.81 - -1.560 0.0263

진단명

암 -8.104* -17.73 - 1.522 0.099

만성폐쇄성폐질환 -5.198 -18.14 - 7.739 0.430

만성간경화 -5.095 -11.44 - 1.249 0.115

입원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2.478 -7.197 - 12.15 0.615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8.698 -4.942 - 22.34 0.211

응급의료계 -21.47*** -29.53 - -13.41 <0.001

Constant 64.89*** 30.65 - 99.13 <0.001

observation 804

R-squared 0.146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작성 시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일 수, 사망일-작성일

* 작성 주체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의 의사 추정 방법을 의미한다.

-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작성함. 서식 제1

호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의사

를 추정함. 서식 제10호 작성

- 환자 가족2인 진술 :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에 대

하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함. 서식 제11호 작성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

도 불가능하여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서식 제12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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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시점,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작성 주체

와 같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n=804)을 대상으로 다

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14와 같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할수록 사망 전 입원진료비를 적게 지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icient -0.00358, 95% Confidence Interval

–0.00663 - -0.000536, p=0.021).

또한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을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경우 사망 전 일

주일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가 각각 55.8%(p<0.001), 20.1%(p=0.002) 감

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가 환자 가족 2인의 진술과 환자

가족 전원 합의인 경우 사망 전 일주일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는 각각

23.2%(p<0.001), 26.9%(p<0.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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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95% CI P-valu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특성

작성 시점 -0.00358** -0.00663 - -0.000536 0.021

중단

또는

유보한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0.119 -0.553 - 0.315 0.589

인공호흡기 -0.558*** -0.688 - -0.427 <0.001

혈액투석 -0.201*** -0.327 - -0.0757 0.002

항암제 -0.0279 -0.115 - 0.0595 0.530

작성주체

직접작성 Ref.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000895 -0.413 - 0.411 0.997

환자가족2인진술 0.232*** 0.132 - 0.332 <0.001

환자가족전원합의 0.269*** 0.157 - 0.381 <0.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Ref.

남성 0.0390 -0.0618 - 0.140 0.447

연령 -0.00447** -0.00839 - -0.000553 0.025

결혼
상태

미혼 Ref.

기혼 0.151 -0.0775 - 0.379 0.195

기타 0.240* -0.0240 - 0.504 0.075

보험
종류

건강보험 Ref.

의료급여 -0.197** -0.381 - -0.0123 0.037

종교

무교 Ref.

개신교 -0.0389 -0.142 - 0.0645 0.460

천주교 0.0104 -0.113 - 0.134 0.868

불교 -0.00260 -0.121 - 0.116 0.966

직업
무 Ref.

유 -0.00156 -0.0929 - 0.0898 0.973

교육
수준

초졸 이하 Ref.

중졸 0.0648 -0.120 - 0.250 0.492

고졸 0.0781 -0.0578 - 0.214 0.260

[표1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특성이 입원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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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0.166** 0.0131 - 0.319 0.033

대학원 이상 0.117 -0.0832 - 0.318 0.251

임상적 요인

의식
수준

명료 Ref.

혼돈 -0.159** -0.313 - -0.00436 0.0439

반의식 -0.119 -0.373 - 0.135 0.357

무의식 0.0701 -0.131 - 0.272 0.495

진단명

암 -0.190*** -0.296 - -0.0845 <0.001

만성폐쇄성폐질환 -0.198* -0.418 - 0.0222 0.078

만성간경화 -0.0211 -0.146 - 0.104 0.742

입원 시
병동특성

일반병동 Ref.

중환자실 0.212*** 0.0764 - 0.348 0.002

공급자 요인

진료과
특성

내과계 Ref.

외과계 0.360*** 0.187 - 0.533 <0.001

응급의료계 0.394*** 0.230 - 0.558 <0.001

Constant 14.51*** 13.93 - 15.09 <0.001

observation 804

R-squared 0.440 　 　 　

Robust se ci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작성 시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일 수, 사망일-작성일

* 작성 주체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의 의사 추정 방법을 의미한다.

-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 직접 작성함. 서식 제1호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함. 서식 제10호 작성

- 환자 가족 2인 진술 : 환자의 의사능력은 없지만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하

여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존재함. 서식 제11호 작성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생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하여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서식 제12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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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

하였고,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의 특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입원진료비, 중환자실 임종, 재원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비율은 제도

도입 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임종에 임박하여 작성하

며,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비율보다 가족이 작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1,003명중에서 80.16%에 해당하는 804명이 임종

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9.84%에 해당하는 199명은 연명의

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안아름(2011)의 연구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80.7%, 김현지(2018)의 연구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비율

이 8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이후, 작성 비율은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

서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5월 기준 624,523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였고, 44,485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국립연명의료관

리기관)한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은 웰다잉에 대

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일에서 임종까지 기간은 평균이 6.99일 중앙값

은 2일이었다. 안아름(2011)이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전의료

의향서 작성 시기에 대한 후향적 분석에서 1일이었던 사전의료의향서 작

성일에서 임종까지 기간의 중앙값보다는 빠르게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웰다잉(well-dying)측면에서 환자와

가족이 의미 있게 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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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웰다잉(well-dying)은 의미 상 ‘잘 죽는다’이며, 서양에서는 ‘dying

well’로 표현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

의 마지막을 뜻깊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

라는 웰다잉의 맥락에서 의료진은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음과 임종기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다 이전에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이 41.67%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작성,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사전연

명의료의향서가 각각 29.23%, 27.74%, 1.37%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비율은 1.37%에 불과하며, 직접 작성 비율도 29.23%인데

반해, 환자 가족이 작성하는 비율은 69.4%를 차지한다. 김현지(2018)의

연구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비율이 0.8%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과거 환자에게 죽음에 대해 직접적

으로 말하기를 꺼려하고, 임종에 관한 대리 의사결정이 빈번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임종 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직접 선택하는 환자

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

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란 의료행위 결정에 있어 내가 어

떠한 치료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으로 이 권리는 환자 개인에게 있다. 의

료행위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임종기와 죽음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와 의사가 없어서는 안 되며,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그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권세희,

2009). 그러나 여전히 가족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율

이 69.4%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논의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더욱이 많은 질환들이 발병과 진행 과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측면을 고려하면, 말기나 임종기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상태에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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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진료과 특성

과 진단명에서는 암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작성 시점에는 교육수준

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진료과 유형에서는 내과계에서 연

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외과계와 응급의료 환자의 경

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alpern et

al.(2008)의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Halpern의 연구에서는 내과

계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외과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OR 0.6 p<0.01). Halpern의 연구는 중환자실 환경에서 암환자군을 대상

으로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환경 전체를 포함하

며, 연구 대상도 단일 상급 종합병원에서 1년 동안 사망한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에서도 진료과가 응급의료계인 경우 임종

에 임박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계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들로서 질병 과정이 긴박하게 진행하면서 임

종에 가까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진료과의 영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

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환자의 임상적 요

인에서는 암 진단군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암 진

단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지만, 작성 시점에

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그룹 내에서 작성 시점의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보다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작성 여부에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지만, 작

성 시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돌봄계획 관련

서식 작성의 시점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제한적이지만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도 증가한다는 기

존의 선행연구 Kim et al.(2019), Huang et al.(2016), Zheng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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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chman et al.(2012)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명의

료계획서 작성이 증가하고(p=0.130),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9).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 사전돌봄계획

관련 서식의 작성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Dunlay et al.(2012),

Chu et al.(2018), Ho et al.(201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입원 시 의식이 반의식인 경우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면서,

환자 가족이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보다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직업이 있는 환자군은 직

업이 없는 환자군보다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66). 이는 Huang et al.(2016)의 연구에서 은퇴자 그룹

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사망 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입원진료비 및 중환자실 임종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환자실 임종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중환자실 임종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unlay(2012)와 Brinkman-stoppelenbrug et al.(2014)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임종보다 앞서 사전에 작성될수록

중환자실 임종은 감소하였고, 이는 안아름(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미작성 그룹은 사망 전 일주일 하루 평균 입

원진료비로 작성 그룹보다 1,239,263원 많은 2,672,348원을 사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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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사망 전 일

주일의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를 20.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우리나라에서 사망 관련 비용의 지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사용하는 의료비의 밀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

(이규식 et al., 2017)들이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 원인으로

생애 말기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기 환자의 증가를 꼽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선 추론

들을 실증연구로 입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재원기간을 7.6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Brinkman-stoppelenbrug et al.(2014)이 고찰한 문헌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가 사전 연구들과 다르게 연명의

료결정법 도입 직후 1년을 대상으로 하여 입원 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전체 작성 건수의 3.23%로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서 사망까지의 중앙값이 2일이었

던 것을 고려하면,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논의가 보다 사전에 이루어지기

보다 환자의 임종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면서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 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원 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재

원 기간을 13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원 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26건에 불과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본 연구의 세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호스피스 병상이 부재하

고, 가정간호서비스는 제공하지만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작성하는 경우 중환자실 임

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는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분석 결과(표10),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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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인 경우 중단 또는 유

보하겠다고 선택한 연명의료의 항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선택한 비율이 97.87%인데 반해 환자 가족 2인 진술 작성

군은 75.82%, 환자 가족 전원 합의군은 67.26%로 낮게 나타났다. 심폐소

생술을 제외한 혈액투석, 항암제 항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가 가족이 되는 경우 환

자 직접 작성군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의 네 가지 연

명의료 외에(2019년 3월 28일 개정 후, 수혈, 승압제, 체외생명유지술

(ECLS) 세 가지 연명의료가 포함됨, 본 연구는 법 개정 전인 2018년 2

월4일-2019년 2월4일에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체외생명유지

술, 수혈, 승압제, 저체온 요법과 같은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마지막

까지 유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체외생명유

지술, 저체온 요법과 같은 치료는 중환자실 입실 하에 이루어지며, 환자

의 승압제 및 수혈 요구량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중환자실로 전동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실 임종, 입원진료비, 재원기간이 함께 증가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치료를 다 하는 것이 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유교적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의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 공급자 요인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관련

된 다면적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돌봄계획에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이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애 말

돌봄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성의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 임종, 재원기간, 입원진료비를 분석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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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전에는

안아름(2011)과 김현지(2013)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입원진료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도입 이후에

는 김소연(2020)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뿐만 아니라 작성 시

점, 작성 주체,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선택한 연명의료 항목과 같은 연

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세부적인 특성이 중환자실 임종, 재원 기간, 입원진

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명의료계획서에서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결정한 연명의료

항목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구독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계

획서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가정과 다르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에는 중단 또는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당 연명의료

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후향적 분석으로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이행에는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는데, 본 연구는 단일 기관의 1년 사망자에 대한

후향적 분석으로서 다양한 기관의 특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서 외국의 선

행연구에서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이용과 관련된 상세

한 의료인, 환자의 지식 및 태도 등의 자료가 부재하여, 연구모형 구성에

제한이 있고, 연구 결과가 탐색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관의 특성은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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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계획서 작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례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고

려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다면적 관련 요인을 파악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환자 및 의료인의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고, 이 지식과 태도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생명윤리에 대한 개인의 가치

관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임상적 요인으로 다 설명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이 갖는 생명윤리, 연명의료

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가치관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 중단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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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in February,

2018 and has been in effect ever since. The act provides grounds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to withhold or withdraw their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ir right to legal protection for their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The act is expected to reduce

the use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day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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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spend in intensive care unit(ICU) and in the hospital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thus cutting down medical expenses before

their death. There have been fragmented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a physician’s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 but insufficient research efforts have been

made into factors related to its completion and its effects on the use

of healthcare before death. Therefor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 of writing a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nd its multidimensional facto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actice and

its characteristics on the use of healthcare before death according to

medical expenditures, length of stay in the hospital, and death in the

ICU.

The study analyz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POLSTs of

1,003 adult patients 18 years old or older who die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February 4, 2018~February 4, 2019.

The findings show that cancer diagnosis was a clinical factor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writing a POLST and that the number

of POLS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patient, the

earlier they had a POLST written. A POLST wa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ditures and death in the ICU. The timing

of a POLST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medical

expenditures and death in the ICU. In the cases of patients deciding

to withhold or withdraw a mechanical ventilation or hemodi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to their medical expenditures and

death in the ICU. When family member completed a POLST,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to medical expenditures,

death in the ICU, and length of stay in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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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current practice of writing a POLST

and its characteristic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rate

of writing a POLST did not change much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 POLST was completed close to the death of a patient.

It was still family members that wrote the POLST rather than

patients themselves in many cases, but the proportion of POLSTs

written by patients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POLST

completion, supplier factor was significant factors as much as

demographic and clinical factors. When family members had made

decisions regarding heroic treatmen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to medical expenditures, death in the ICU and length of stay in the

hospital. This is because of the Confucian culture that considers it is

giving up not to provid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believes their

filial duty would be fulfilled through active treatment. A follow-up

study would be nee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factors and various patien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knowledge

and attitude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OLSTs not covered in

the present study on the act of writing a POLST.

Keywords : life-sustaining treatmen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healthcar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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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 2019년 3월 28일 개정된 별지 제 13호 서식으로, 법 개정에 따라 이행 내용 항목에 체

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가 추가되었다. 본 연구는 법 개

정 전인 2018년 2월 4일~2019년 2월 4일에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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