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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해지는 것

(being treated as an individual, 

with dignity and respect)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되는 것 (being free from 

pain and other symptoms)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being in familiar surroundings)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 (being in the company 

of close family and/or friends)

좋은 죽음

(Good Death)

참고자료: End of Life Care Strategy, Department of Health, 2008, UK





OECD 국가 중 1위



- 김경미 등(1991년). 여성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병원
사망 ↑

- 남소영 (2005). 돌보는 보호자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 사망↑

- 임은옥 (2016). 낮은 연령, 배우자의 부재, 급성기 병상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병원 사망↑

- Fukui et al (2004). 일본의 가정호스피스 환자 대상 연구 : 
간병 가능 가족이 부족하거나, 의사의 지지가 적거나, 안정기에
간호사 방문이 감소된 경우 병원 사망 ↑ 

- Gomes and Higgison (2006). 체계적 문헌고찰 : 환자의 기능상태
(나쁠수록), 가정간호 여부 및 강도(낮을수록), 가족 동거여부
(비동거), 가족의 지지(낮을수록)에 따라 병원 사망 ↑

병원 사망이 증가하는 요인들



Cohen et al. (2010): 2003년 유럽 6개국 암환자의 사망장소 비교 분석

네델란드의 의료환경 및 의료문화적 특징

: 의료진과 환자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잘 조직된 가정간호와 너싱홈 케어를 정책적으로 지지

-> 국가별로 다른 생애말기돌봄의 접근방식이나 입원정책 등에

따라 사망 장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노르웨이 벨기에 웨일즈 잉글랜드 네델란드 이탈리아

병원 86.9 61.4 60.1 49.9 31.0 NA

가정 12.7 27.9 22.7 22.1 45.4 35.8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에 따른 사망장소 영향



• 임종 가능성에 대한 통보(설명)이 대개 사망 수 일전에 이루어
지며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어 심리사회적 지지나 임종교육은 부재함.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별도의 부담을 하며 1인실을 이용
하게 됨. 
환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병실 사정에 따라서는 어수선할 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병동 내 처치실에서 생의 마지
막 순간을 맞게 됨. 



•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된 의료기관 외에는 임종실 운영 사례가
거의 전무함. 별도의 임종돌봄 관련 수가도 없어 임종돌봄에
적절한 인력의 투입도 곤란. (의료법 개정안 제출되었으나 보건복
지부와 병원협회 모두 반대 의견 제출)

• 저수가 구조에서 1인실은 중요한 비급여 수익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1인실 선호 증가
-> 대형병원일수록 1인실의 임종실 활용도 어려움. 

• 의료진들은 임종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나 수련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종환자나 그 가족들을 대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 힘들어 함.



• 상급종합병원: 임종기에도 과잉된 의료(CP에 따른 정례화된 검사
및 투약 등)

• 요양병원 : 입원 시 관례적으로 보호자에게 DNR 동의서 받음
(연명의료 등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환자의 바램은 무시됨)
부족한 인력과 일당정액의 수가제도로 인해 적극적인 완화적 돌
봄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은 소수

• 한 개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개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패턴화된 의료 서비스만 존재.

 “질 높은 돌봄과 배려”가 결여된 임종기



14

처치실에서의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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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에서의 임종

포항의료원 임종실(호스피스병동)



• 삶과 죽음을 규정하는 데에 현대 의학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의료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현상. 이제 누구나 병원에서 죽고, 그것도 치료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음.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의 한 과정으로 이해됨. 

• 따라서 가정에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문제는 단순히 정책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의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문제



• 국가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길 원하나
이는 대표적인 미충족 요구가 되고 있음.

: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에게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적 처치를 중단하지 않
는다’는 의미가 아님.

: 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완치를 지향하는 의료’에서 ‘돌봄과
완화를 지향하는 의료’로의 전환 그리고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들이 대상이 되는 ‘병원＇에서 그들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로의 돌봄장소의 전환 역시 필요함





가정에서 임종을 맞지 못하는 이유

1) 재택의료의 부재

2) 임종돌봄에 불편한 주거구조 및 환경

3) 간병부담

4) 임종돌봄에 대한 불안감

5) 환자는 병원에서 돌보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인식

그 해결에 있어 필요한 요구

1) 간병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

2) 의료진의 가정방문진료 활성화

3)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주치의 제도 실시



일본의 경험

‘익숙한 지역에서 최후까지’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호



■ 치료 가망이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 어디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n = 1,919 명)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 장소에 대하여

○ 최후를 맞이하고있는 장소에 대하여 ＇자택＇이 54.6 %로 가장 높았고, 
＇병원 등의 의료 시설＇이 27.7 %, ＇요양원 등의 복지 시설＇은 4.5 %이다.

출처 : 2012 년도 고령자의 건강에 관한 의식 조사 (내각부)

자녀의 집 0.7 %

형제 자매 등 친족의 가정
0.4 %

고령자 케어 주택
4.1 %

특별양호노인홈 등
복지 시설 4.5 %

병원 등의 의료 시설,

27.7 %

기타 1.1 %

모르겠다 6.9%

자택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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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장소로 병원을 선호하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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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요양 장애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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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요양 장애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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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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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